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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calization development of Composite rotor blade for Smart Unmanned Aerial

Vehicle(SUAV) has been conducted. Overall localization development encompassed

selection of domestic composite material having similar properties to that of original

one at its best, coupon tests for data base of new material properties, re-calculation of

blade sectional properties, and validation of structural/dynamic design requirements

such as isolation of rotor natural frequency from excitation, static and fatigue strength,

aeroelastic stability. The results of all these activities are described. This paper briefly

discusses the improved manufacturing process for the localization of SUAV blade.

초 록

스마트무인기 로터 블레이드의 국산화 개발이 수행되었다. 국산화 개발은 원소재와 물

성치가 가장 유사한 국내 생산 복합소재의 선정, 새로운 소재의 물성치 데이터 구축을 위

한 쿠폰시험, 블레이드 단면 물성치의 재계산, 공진, 정적/피로 강도, 공탄성 안정성의 구

조동역학 설계요구조건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무인기 국산화 블레이드 개발과정에서 개선된 공정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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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무인기(그림1)는 틸트로터 항공기로서

수직이착륙과 동시에 고속 전진비행 수행을 위하

여 일반 회전익기 블레이드와는 상당히 다른 설

계요구조건을 가진다. 회전익모드와 고정익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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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효율을 동시에 최대화하기 위하여 회전익

기 블레이드에 비하여 블레이드의 비틀림각이 매

우 크며 가로세로비가 작고 블레이드 강성이 상

대적으로 큰 특징을 가진다. 스마트무인기 블레

이드의 외형설계 변수값을 표 1에 제시하였다[1].

스마트무인기개발 사업초기 로터시스템은 미

국 EATI(Eagel Aviation Technology Inc.)사와

국제공동개발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스마트

무인기 1,2호기에 장착된 블레이드의 경우 EATI

사로부터 제작 납품되었다. 반면, 국제 공동개발

과제의 종료와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3단계부터 제작/조립이 시작된

스마트무인기 3호기 장착용 블레이드는 순수 국

산화 개발로 추진되었다.

국산화 개발의 내용은 국내생산 복합재료 적

용, 설계 국산화 및 제작 국산화로 이루어진다.

제한된 기간과 예산으로 기존 블레이드의 외형

형상 및 단면 구조 설계 개념은 동일하게 유지하

였으며 국산화 설계 블레이드의 단면 물성치는

기존 블레이드의 단면 물성치에 최대한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이는 블레이드 단면 물성치를 최대

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서 로터 진동수 분포, 공

탄성 특성 및 하중의 변화를 최소화 하여 추가로

반복설계과정을 피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무인기 블레이드용 국내

생산 소재 선정/물성치시험, 단면 설계/해석, 설

계변경에 따른 진동수 분포, 공탄성 안정성, 하중

및 강도 해석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작

공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림 1. 스마트무인기 비행시험 / 실물형상

GEOMETRY

No. of Blades 3 Solidity(σT) 0.118

Radius(ft) 4.7 Activity Factor 93.8

Diameter(ft) 9.4 Taper Ratio 0.64

Disk Loading(lb/ft2) 15.0 Equiv. Chord(ft) 0.58

Disk Area(ft2) 69.4 Root(0.1) Chord(ft) 0.785

Blade Area(ft2) 2.7 Tip(1.0) Chord(ft) 0.503

Thickness Ratio
r/R 0.10 0.25 0.50 0.75 1.00

t/c 0.30 0.25 0.18 0.12 0.08

표 1 블레이드 형상변수 값

2. 소재 선정 및 블레이드 단면 설계

블레이드에 적용하기 위한 국내생산 복합소재

선정을 위하여 기존 블레이드에 사용된 미국산

복합재료 물성치중 인장강성, 밀도, 프리프레그

(Prepreg) 두께의 유사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조

사를 하였다. 표 2는 최종 선정된 소재 및 제조

회사(SK Chemical)로부터 접수한 물성치를 이용

하여 기존 블레이드용 소재 물성치와 비교한 결

과이다.

표 2. 블레이드 복합재료 소재 물성치 비교

2.1 소재 물성치 시험 및 결과

선정된 소재에 대한 물성치 시험을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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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별로 0, 90, ±45도 적층각으로 각각 5개씩 총

45개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2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시험시편을 보여주고 있다. 시

험 및 결과분석은 ASTM D-3039, ASTM D-3518

규격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시편 시험을 통하여

구축된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의 각 값들

은 5개 시편에 대한 평균값이며, 시험을 통하여

얻은 인장 강성 데이터는 표 2의 제조사 제공 데

이터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2. 물성치 시험용 시편

표 3. 소재 물성치 시험결과

블레이드 강도계산시 적용되는 최대 허용강도

는 5개 시편 시험결과의 “A-Basis"값을 이용하였

으며 표 4와 5는 각각 WSN3K Carbon/Epoxy

Fabric 및 GEP 312 Glass/Epoxy Fabric의 인장

시험 결과이다.

표 4. Carbon/Epoxy Fabric (WSN 3K Y)

인장강도시험 결과

표 5. Glass/Epoxy Fabric (GEP 312) 인장강도시험 결과

2.2 블레이드 단면 설계형상 및 물성치 계산

블레이드 구조는 기존 블레이드와 동일하게 D

형상 스파, 상/하 스킨, 코어 및 앞전 Balancing

Weight로 구성된다. 스파는 Carbon UD, ±45도

Carbon Fabric의 조합으로 설계되었으며, 상/하

스킨은 ±45도 Glass Fabric으로 설계되었다.

스파의 압축강성 보강을 위하여 스파 내부에

는 로하셀 폼 코어가 삽입되고 뒷전부의 스킨 압

축강성 보강을 위하여 하니콤 코어가 삽입된다.

그림 3은 40%R 단면의 구조설계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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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0%R 단면 구조 설계 형상

로터 구조동역학 해석을 위하여 국내생산 복

합재료를 적용한 블레이드의 단면 물성치 재계산

이 요구된다. 블레이드 단면 물성치는 건국대/인

하대에서 공동개발한 KSEC2D[2] 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4는 단면 물성치 계산

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이며 등가단면강성(EI, GJ,

EA), 단면질량, 무게중심, 전단중심, 인장중심 및

관성모멘트 값들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 KSEC2D를 이용한 단면물성치 계산

유한요소모델(34%R)

그림 5는 해외공동개발 블레이드와 국산화 블

레이드의 주요 단면 물성치 설계값을 비교한 그

림이다. 로터 동특성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한 당

초 설계 의도대로 순수 블레이드부의 단면 강성

및 질량분포는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0.1R-0.25R 단면부 질량증가는 강도보강을

위한 블레이드 설계변경과 해외공동개발당시 로

터 페더링 힌지부에 대한 단면질량 계산오류에

기인한다. 한편, Root부 질량 증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블레이드 끝단에 삽입되는 Weight

Chamber의 길이를 줄여 무게를 감소시켰다.

그림 5. 단면 물성치 비교 (해외공동개발 vs 국산화개발)

주) Root부 값은 블레이드 물성치와 허브 물성치 합

3. 로터 구조동역학 해석

로터시스템의 구조동역학적 주요 설계요구조

건은 로터의 고유회전진동수 특성, 공력탄성학적

안정성, 하중 및 강도 등이며, 구조동역학 해석은

회전익기 및 틸트로터 항공기 분야 범용해석프로

그램인 CAMRAD II [3]를 이용하였다.

3.1 로터 회전고유진동수

틸터 로터의 운용특성상 회전익모드와 고정익

모드에서 로터의 운용 RPM이 서로 다르며, 블레

이드 일괄피치각 조종이 일반 회전익기에 비하여

매우 큰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회전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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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고정익모드 전체 로터 회전RPM 범위와 피

치각 범위에서 회전고유진동수 계산을 통한 공진

가능성 분석이 요구된다. 수정 설계된 블레이드

에 대하여 진공상태 및 대기조건에서의 회전고유

진동수를 각각 계산하여 운용회전수 및 콜렉티브

피치각에 따른 공진가능성이 배제됨을 확인하였

다. 짐발허브 로터의 특성상 콜렉티브 모드와 사

이클릭모드에 대하여 각각 공진가능성 분석이 수

행되었으며 그림 6은 진공상태에서 콜렉티브 모

드 및 사이클릭모드 고유진동수 해석 결과이다.

로터 회전고유진동수 분포 설계 기준은 아래와

같이 V-22 설계시 적용된 기준[4]을 적용하였으

며, 해석결과 설계기준이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n 1차 래그모드 : 1.25/rev 이상

n 사이클릭 모드 : 2/rev 및 4/rev 가진주파

수와 0.25/rev 이상 분리

n 콜렉티브 모드 : 3/rev 가진주파수와

0.15/rev 이상 분리

그림에서 선은 블레이드 피치각이 0도일 때의 진

동수 분포이며, 화살표는 블레이드 피치각이 증가함

에 따른 각각의 고유진동수 증가 또는 감소를 표시한

것이다. 또한 원(1st lag), 사각형(1st flap) 및 마름모

(2nd flap)는 회전익 RPM(1605)과 고정익 RPM(1284)

에 대한 블레이드 최대 피치 운용범위에서의 고유진

동수 값이다. 따라서 회전익모드 및 고정익모드 각각

의 운용 피치각 전 범위에 대해서 로터 고유진동수는

로터회전 주파수와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다.

3.2 로터 공탄성 안정성 해석

로터만의 공탄성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회전익모드, 천이모드 및 전진비행 모드 각각에

대하여 감쇠값을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감

쇠값은 2~4% 수준이며, 본 해석에서는 구조감쇠

효과를 무시하고 계산하였다. 그림 7과 8은 각각

제자리비행과 천이비행에서의 로터 플랩 및 래그

모드에 대한 계산 결과이며, 전체 비행영역에서

안정한 (stable)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에서 아

래첨자 0과 1은 각각 collective 모드와

progressive cyclic 모드를 의미한다.

(a) collective mode

(b) cyclic mode

그림 6. 로터 회전고유진동수 (진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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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자리 비행조건 감쇠비 (%)

그림 8. 천이비행조건 속도별 감쇠비 (%)

4. 블레이드 하중해석 및 강도해석

4.1 블레이드 하중해석

일반적으로 틸트로터 항공기의 경우, 천이모드

에서 블레이드에 가장 큰 진동하중이 발생한다.

스마트무인기 운용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회전익모

드, 천이모드 및 고정익모드에 대한 하중해석을

수행하였다. 회전익 비행모드에서는 9.2m/s, 고

정익 비행모드에서는 15.2m/s 속도의 수직돌풍

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림 9, 10은 각각 천이모

드의 나셀 각도별 그리고 블레이드 스팬방향 위

치별 플랩모멘트 평균값과 진폭값이다. 하중해석

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고려하여 CAMRAD

II 하중해석 결과의 평균값과 진폭에 대해 각각

1.5를 곱한 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9. 천이모드 플랩모멘트 평균값

그림 10. 천이모드 플랩모멘트 진폭(1/2 peak-to peak)

4.2 블레이드 강도해석

스마트무인기 운용스펙트럼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의 하중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정하중 해석

및 피로하중해석을 수행하였다. 정적강도는 원심

력, 플랩모멘트 및 래그모멘트에 의한 인장 변형

율과 비틀림모멘트에 의한 전단흐름을 계산하였

으며, 허용변형율값을 바탕으로 각각에 대하여

안전여유값을 계산하였다. 표 6은 정적강도 해석

결과로서 표의 값은 블레이드 스팬 위치별 인장

변형율 및 전단변형율 각각에 대한 최소 안전여

유 값이며, 충분한 강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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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그림 11은 스파의 Carbon UD에 대한 피로강

도 해석결과이며, 여건상 하중스펙트럼을 이용하

여 피로수명을 예측하는 대신 블레이드에 가장

큰 동적하중이 가해지는 전환모드의 피로하중을

블레이드용 복합재료의 내구한도(endurance

limit)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결과는

내구한도 이내의 변형율 값을 보여주며 이는 이

론적으로는 무한대 수명이 예측된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소재 피로강도 데이터는 국내생산 소

재의 피로시험을 통하여 구축된 값이 아니며 미

국소재의 피로강도 데이터에 일정부분 마진을 주

어 설정한 값이다.

표 6. 블레이드 정적강도 해석결과 요약

그림 11. Carbon UD Goodman Diagram

5. 블레이드 제작공정 및 개선

블레이드 제작공정은 크게 스킨 성형, 스파성형

그리고 스킨, 스파, 하니콤 등의 2차 본딩을 위한

조립 성형으로 구성된다. 스파 내부의 로하셀 코

어는 NC가공을 통하여 제작되며 블레이드 뒷전

부의 하니콤 코어는 반복적인 그라인딩과 형상확

인 방법으로 제작된다. 미국 EATI사는 하니콤 코

어를 완전 수작업으로 제작하였으나 국내 제작시

에는 자동화된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가공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다. 블레이드 성형을 위한

몰드는 스파몰드와 어셈블리 몰드 2가지가 이용되

며(그림 12), 어셈블리 몰드는 스킨 성형에도 이용

된다. 국산화 과정에서, 블레이드 소재 변경으로

인한 적층 두께 차이 보정, 기존 제작 방식에서

블레이드 뒷전부 마무리 작업과정에서 코드 길이

의 불균형이 야기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일부

설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형 몰드 또한

국내에서 수정 설계 및 제작되었다. 몰드 재료는

열에 의한 형상 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알루

미늄 대신 S45C 탄소강이 사용되었다.

성형은 열챔버(thermal chamber)에서 그림 13

과 같이 125
o
C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성형 온도

프로파일 조건을 최대한 맞추기 위하여 몰드 내외

부에 열전대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하

였다. 열챔버의 특성상 몰드를 이용한 기계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였으며 그림의 압력 프로파

일(점선)은 적용되지 않았다. 블레이드 국산화 과

정에서 부딪힌 가장 큰 기술적 어려움은 스파 성

형과정에서 국부적으로 압력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음에 따라 완전한 성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었다. 스파 탈형후 그림14와 같이 일부 부위에서

함몰이 되거나 거친 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는 충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증거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

으며 스파 적층과정 개선 및 국부적으로 프리프레

그 추가 적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제작

과정에서 스파 시제품에 대한 단면 절단을 통하여

접합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최종 블레이드 시제품

에 대해서도 단면 절단 후 성형 완결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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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해외공동개발 블레이드의 경우 설계과

정에서 분석된 질량 2,250g 비하여 실측치는

2,400g으로 약 150g (7%) 증가하였다.

그림 12. 블레이드 몰드 설계 형상

무게 증가 원인 분석 결과 스파와 스킨 및 하

니콤 코어의 최종 조립 성형과정에서 부품간의

접합을 위한 film adhesive의 양이 과다하게 적

용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국산화 과

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성 부품들의 공차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림 15

에 블레이드 제작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국

산화 개발 블레이드의 경우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무게절감분을 제외하고도 기존 블레이

드 대비 약 8% 무게 절감을 이루었다.

그림 13. 성형 온도 사이클

그림 14. 스파 성형결함부

그림 15. 블레이드 제작 과정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무인기용 블레이드 국산

화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재선정 및 설계요구

도 검증을 위한 해석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국내생산 소재 적용을 통하여 기존 블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의 설계요구도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요구도가 만족됨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국산화 과정에서 일부 공정의 개선이 이루어졌으

며 최종 제작된 블레이드의 무게는 해외공동개발

블레이드 대비 약 8%의 무게절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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