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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searchofthebiologicalmimicsrobotwhichutilizestheoperationoftheorganism andwhichit

appliestotherobotisprogressedontheground,aerial,andunderwaterrobotsector.Inthefieldofflying

robot,theresearchforimplementingthewingmovementstructureofthebirdandinsectisprogressed.The

jointstructureforthewingmovementofthebirdisimplemented.Theoperationofthewingissimulated.

Forthispurpose,by using theMatlab/Simulink,thejointstructureofthewing ismodelled.Thejoint

movementofthewingistestedthroughthe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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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재난지역이나 건물이 집된 도심에서와 같이

사람이 근하기 힘든 환경에서 사람을 신하여

정보를 획득하고,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항

공기에 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공

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기동을 수행하기

해 소형수직이착륙 비행체로 쿼드-로터 방식에

해 설계 실험용 시제품이 제작되고 있다[1].

로터형의 비행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곤

충과 새의 날개를 모방한 비행체의 모델링과 분

석이 연구되고 있으며,날개의 움직임에 의해 생

성되는 양력과 추진력의 계산식을 이용한 분석도

연구되고 있다[2,3].본 논문에서는 새의 날개짓

방식으로 비행하는 로 에 용하기 한 날개짓

방식의 움직임에 해 동작 구조를 구성하고,이

를 모델링하고 모의실험 한다.

2.새의 날개 운동

래핑 방식의 날개짓 비행체에서 주로 사용되

는 기본방식은 그림 1과 같은 간단한 구조로 구

성할 수 있다[4].기어구조를 이용해서 두 개의

날개를 각각의 기어에 연결하여 운동시키는 구조

로 변형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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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래핑 구동 구조[4]

의 변화에 한 계식은 식(1)과 (2)로 표

된다[4]. 한 축길이 b와 구동각도 의 계는

식(3)으로 표 된다.

sin

⋅cos
(1)

  ⋅sin⋅cos (2)

tanmax 


(3)

새는 날기 해 래핑과 페덜링 동작을 하는데

페덜링은 주로 손목에 해당하고,이를 한 구조

도 연구되고 있다[5].새의 날개운동을 이용한 로

은 festo[6]에서 구 하여 시연한 이 있다.새

의 날개는 래핑과 페덜링 동작을 해서 각각

액 에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조로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새의 한쪽 날개를

그림 2와 같은 모의실험 모델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Matlab/Simulink모의실험 구성

a.날개구조 b.주구동 링크의 동작 c.내/외익 움직임

그림 3.날개 구동 구조와 동작 각도

3.모의실험

새의 날개 움직임을 Matlab/Simulink를 이용하

여 모의실험을 수행하면 그림 3에서와 같이 구동

기의 회 운동에 해 로 의 내/외익의 상승/하

강각 사이의 운동범 를 확인 할 수 있다.

4.결 론

새의 날개운동구조를 모방한 로 비행체를 설

계함에 있어서 어깨 과 손목 로 구성된 날

개를 설계하여 래핑 동작과 페덜링 동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 하 다.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운동

방법을 모의실험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 하기

의 동작을 확인하고 분석하 다.이를 이용하여

실제 비행로 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한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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