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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105 helicopter applies hingeless rotor hub system and blade root uses a flexure of

hingeless rotor hub system. So bending stiffness reinforcement for flexure was conducted

for preparation of whirl tower test using BO-105 blade. Bending moment of flexure area

was calculated with FE modeling of section shape for stiffness reinforcement of flexure and

thickness of composite material for reinforcement was chosen. Flexure bending stiffness

reinforcement was conducted and bending stiffness measurement test was performed before

and after bending stiffness reinforcement. And the test data are compared with analysis

results.

초 록

BO-105 헬리콥터는 무힌지 로터 허브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블레이드의 루트 영역이

무힌지 허브 시스템의 플렉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블레이드를 이용한 훨타워 시험 수

행을 대비하여 굽힘 강성이 낮은 플렉셔 부분에 대한 굽힘 강성 보강을 수행하였다. 플

렉셔 굽힘 강성 보강 수행을 위해 플렉셔 부분의 단면 형상을 모델링하여 굽힘 강성을 계

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성 보강을 위한 복합재의 두께를 선정하였다. 보강된 플렉셔

의 실제 굽힘 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성보강 전 형상에 대한 강성 측정 시험과 강성

보강 이후 형상에 대한 강성 측정 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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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BO-105는 5,000lbs급 4엽 헬리콥터로서 무힌지

형 로터 허브(Hingeless rotor hub) 기술을 적용

한 헬리콥터이다(1). BO-105 로터 허브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허브에 피칭 모션을 위한 베어링

이 장착되어 있으며, 블레이드 루트 부분에 무힌

지 허브 기술(2)이 적용된 플렉셔(Flexure)가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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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105 Rotor System

여 플래핑과 리드래그 움직임을 구현해주고 있

다. BO-105 블레이드는 과거 많은 공학자들의 연

구를 통해 많은 실험적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으며
(3)

,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다양한 로터

시스템에 대한 실물크기 회전시험을 수행할 수 있

는 훨타워 시험설비(Whirl tower test facility)
(4)
와

함께 BO-105 블레이드를 보유하고 있다.

항우연이 보유한 훨타워 시험설비는 BO-105

블레이드가 실제 장착되었던 무힌지형 허브 시스

템 뿐 만 아니라 전관절형 허브 시스템(Fully

articulated hub system) 및 무베어링형 허브 시

스템(Bearingless hub system)에 대한 회전시험이

가능하다. 그리고 BO-105 블레이드는 다양한 허

브 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개량 연구 과정에서

회전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확보한 블레이드이다.

따라서 허브시스템 회전시험 수행을 위해 사용될

BO-105 블레이드 역시 이런 다양한 허브시스템

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조/보완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허브 구성품과 마찬가지로 이미 플

랩/래그 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플렉셔 부

분을 제거하거나
(5)

굽힘 강성 보강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허브시스템에

BO-105 무힌지 로터 허브용 블레이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플렉셔 부분 굽힘 강성 보강을 수행하

였으며, 이를 위해 보강 두께 선정을 위한 단면

해석을 수행하고 복합재를 사용한 굽힘 강성 보

강을 진행하였으며, 플렉셔 부분에 대한 굽힘 강

성 보강 전후의 강성을 측정하여 단면 해석 결과

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Ⅱ. 본 론

2.1 BO-105 블레이드 플렉셔 굽힘 강성 보강

2.1.1 굽힘 강성 보강을 위한 해석 영역 설정

BO-105 블레이드 플렉셔의 굽힘 강성 보강을

위해서는 먼저 플렉셔의 보강 전 실제 강성값을

Stiffness
Section

629mm 830mm

EIyy
(N.mm2)

1.2E+10 8.9E+09

EIzz
(N.mm

2
)

1.1E+11 9.2E+10

Table 1. BO-105 Blade Root Area

Stiffness Value

Stiffness Target Value

EIyy
(N.mm2)

> 9E+09

EIzz
(N.mm2)

> 2E+11

Table 2. BO-105 Blade Root Area
Target Stiffness

확인하여야 한다. BO-105 블레이드 플렉셔 부분의

강성 값은 참고문헌
(6)
을 통해 확인하였다. 참고문

헌에서는 BO- 105 로터 시스템의 허브 중심점을

기준으로 거리 629mm 단면과 830mm 단면에 대

한 강성 값이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인장 강성과 뒤틀림 강성을 제외한 플랩 굽

힘 강성 값(EIyy)과 래그 굽힘 강성 값(EIzz)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을 통해 나타낸 강성 값을 살펴보면

629mm 단면보다 830mm 단면의 강성이 더 낮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성이 낮은 830mm 부분

의 강성 보강 결과가 목표 강성 이상이 나오면

다른 영역은 자연스럽게 목표 강성 이상의 값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므로 830mm 단면을 기준으로

강성 보강을 위한 2차원 단면 물성치 해석을 수

행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목표 굽힘 강성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플랩 강성과 래그 강성의 최소값 기

준은 BO-105 블레이드 에어포일 영역의 플랩 및

래그 굽힘 강성
(6)
을 기준으로 하였다.

2.1.2 굽힘 강성 보강 방법 설정

굽힘 강성 보강을 위한 방안은 탄성 계수

(Young's modulus, E)가 큰 소재를 추가 적용하는

방법과 단면 형상을 변경하여 2차 관성 모멘트

(2nd Moment of Inertia, Iyy, Izz)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105 블레이드 플렉셔

굽힘 강성 보강을 위하여 뒷전 영역에 폼(Foam)

을 적용하여 래그 굽힘 강성 증가를 위한 2차 관

성모멘트(Izz)를 키웠으며, 스킨의 재질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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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105 Blade Flexure
Reinforcement Method

소재인 Carbon Fabric ±45°로 플렉셔 영역과 뒷전

폼을 감싸서 플랩 및 래그 굽힘 강성을 보강하는

방법을 선정하였다. 이 때 전체 플렉셔 영역의 공

기 역학적 형상 유지를 위해 뒷전 영역에 적용되

는 폼의 형상은 블레이드 뒷전 형상과 유사한 유

선형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플렉셔 뒷전 영역에

적용할 폼의 길이는 전체 코드 길이가 블레이드

에어포일 영역의 코드 길이에 맞도록 설정하였

다. 이러한 보강방법은 Fig. 2에 나타내었다.

2.1.3 단면 물성치 해석을 위한 모델링 설정

BO-105 블레이드 플렉셔 강성 보강을 위한

Carbon Fabric ±45° 적용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

여 830mm 단면 형상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각각의 부위에 대한 재료 특성을 적용하여 플랩

및 래그 굽힘 강성을 계산하였다. 다음의 Fig. 3

Fig. 3. BO-105 Blade Flexure Section
Shape - 830mm

Fig. 4. BO-105 Blade 830mm Section
Modeling

Material Property (N/mm
2
)

Glass Roving

E 4E+04

G 4E+03

Foam

E 2E+01

G 3E+00

Carbon Fabric

±45°

E 1E+04

G 2E+04

Table 3. BO-105 Blade Material Property

Stiffness
Result Differ

enceReal Data Analysis Data

EIyy
(N.mm2)

8.9E+09 8.4E+09 5.6%

EIzz
(N.mm2)

9.2E+10 9.2E+10 0.8%

Table 4. BO-105 Blade Flexure Bending
Stiffness Analysis Result

은 블레이드 830mm 단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

다. Fig. 3의 단면 형상을 Fig. 4와 같이 단순화

모델링 하고 Table 3의 재료 특성을 적용하여 굽

힘 강성을 계산하고 이 결과를 참고자료에서 제

시된 굽힘강성 값과 비교하였다. 이 때 굽힘 강

성 도출을 위한 단면 물성치 해석에는 VABS(7)를

사용하였다. Table 4의 해석결과에 따르면 참고자

료(6)와 해석 결과 간의 차이가 최대 5.6% 정도임

을 확인할 수 있다.

2.1.4 보강재를 적용한 모델의 단면 물성치 해석

본 해석의 목적은 정확한 굽힘 강성값을 도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수준 이상의 강성이 나오

도록 보강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플랩 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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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O-105 Blade 830mm Section

Reinforcement Modeling

Stiffness

Result

1mm
Reinforcement

1.6mm
Reinforcement

EIyy
(N.mm

2
)

1.3E+10 1.4E+10

EIzz
(N.mm2)

2.2E+11 2.7E+11

Table 5. BO-105 Blade Flexure Bending
Stiffness after Reinforcement

강성 해석결과에서 나온 5.6% 차이를 감안하고

단순화된 모델링 형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굽힘 강성 보강을 위한 Carbon Fabric ±45°의

적용 두께는 1mm와 1.6mm를 선정하였으며, 각각

의 형상에 대한 단면 물성치 해석을 수행하여 플

랩 굽힘 강성 및 래그 굽힘 강성을 도출하였다.

Fig. 5는 보강 형상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5는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5의 결과를 Table 2의 목표 강성값과 비

교해 볼 경우 Carbon Fabric ±45° 1mm 보강 시 플

랩 굽힘 강성은 목표 강성 대비 49%의 강성 여유

를 가지게 되며, 1.6mm 보강 시 60%의 강성 여유

를 가지게 된다. 또한 래그 굽힘 강성의 경우

1mm 보강 시 목표 강성 대비 10%의 강성 여유를

가지게 되며, 1.6mm 보강 시 35%의 강성 여유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

한 해석 모델의 플랩 방향 및 래그 방향의 강성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목표 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1.5 플렉셔 굽힘 강성 보강

BO-105 블레이드 플렉셔 영역의 보강 전후에

대한 굽힘 강성 해석 결과를 토대로 강성 보강을

수행하였다. 실제 강성 보강 작업 수행 시 폼의

뒷전 끝단 부분은 E-glass를 스팬방향으로 적용하

여 래그 강성 보강효과를 더 높였으며, 복합재로

보강할 수 없는 금속재로 구성된 블레이드 핀 체

결 영역의 뒷전 부분은 금속 지지대를 적용하여

뒷전 탭 부분의 하중 경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금속 지지대와 볼트로 체결되는 부분은 폼 대신

Fig. 6. Reinforcement Procedure

Fig. 7. Reinforcement Result

E-glass로 보강하여 구조강도를 높였다. 다음의

Fig. 6은 보강 작업 순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7은 최종 보강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Carbon fabric ±45°의 보강 두께는 해석결과를

토대로 1.6mm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본 보강

에 사용되는 소재는 1ply의 두께가 0.25mm이므

로 총 7ply를 적용하여 1.75mm가 보강되도록 하

였다.

2.2 BO-105 블레이드 플렉셔 굽힘 강성 측정

2.2.1 보강 이전 형상에 대한 강성 측정

먼저 BO-105 블레이드 플렉셔의 강성 보강 이

전 형상에 대한 굽힘 강성을 측정하였다. 측정위

치는 허브 중심으로부터 543mm, 733mm, 973

mm, 1123mm 떨어진 위치를 선정하였다. 해석결

과와 시험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830mm 단면의 굽힘 강성을 측정해야 하지만,

830mm 단면 위치에 수동 진동 저감장치인 원심

력진자(Centrifugal Pendulum)의 원심력 방향 멈

춤 장치가 위치하고 있어서 스트레인 게이지 부

착을 통한 굽힘 강성 측정이 어려웠다. 따라서

830mm 단면에서 가까운 733mm 단면과 973mm

단면의 굽힘 강성을 측정한 후 선형 보간법을 적

용하여 비교하였다. 스트레인게이지 부착 단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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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O-105 Blade Strain-gage Location

Fig. 9. Strain-gage Location

위치 및 보강 전 블레이드 플렉셔의 형상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굽힘 강성 측정을 위한 센서로는 스트레인게

이지를 이용하였다. 플랩 굽힘 강성 측정을 위한

스트레인게이지를 블레이드 상부와 하부 표면에

하나씩 붙이고, 래그 굽힘 강성 측정을 위한 스

트레인게이지를 블레이드 앞전과 뒷전 표면에 하

나씩 부착하였다. Fig. 9는 플랩 및 래그 굽힘강성

측정을 위한 스트레인게이지 부착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굽힘 강성 측정을 위한 굽힘 모멘트를 부가하

기 위하여 허브 중심으로부터 2,000mm 떨어진

위치에 무게 추를 적용하였다. 적용 중량은 래그

강성 측정을 위하여 총 24.2kg을 적용하였으며,

플랩 강성 측정의 경우 중량에 의한 처짐이 많이

발생하여 19.2kg을 적용하였다. 총 5개의 블레이

드 중 2개의 블레이드에 대한 강성 측정 시험을

통해 블레이드 별 굽힘 강성의 유사성을 확인하

였으며, 각 블레이드에 대해 플랩, 래그 강성을

각각 3회씩 측정하여 시험결과의 반복성을 확인

하였다. 최종 굽힘 강성 값은 3회 시험결과의 평

균값을 적용하였다. Fig. 10, 11은 BO-105 블레이

드 플렉셔 영역의 플랩 강성 및 래그 강성을 측

정하는 시험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2, 13

은 시험을 통해 측정한 스트레인게이지 신호를

Fig. 10. Flap Stiffness Measurement Test

Fig. 11. Lag Stiffness Measurement Test

Fig. 12. BO-105 Blade Strain-gage Data -
Flap Moment

Fig. 13. BO-105 Blade Strain-gage Data -
La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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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ness

Measurement

Data

Interpolation

Result

733mm 973mm 830mm

EIyy
(N.mm

2
)

8.6E+09 7.0E+09 8.0E+09

EIzz
(N.mm2)

7.8E+10 1.1E+11 9.2E+10

Table 6. BO-105 Blade Bending Stiffness
Measurement Test Results -
Before Reinforcement

Stiffness

830mm Section

DifferenceTest

Data

Analysis

Value

EIyy
(N.mm

2
)

8.0E+09 8.5E+09 5.77 %

EIzz
(N.mm2)

9.2E+10 9.2E+10 0.08 %

Table 7. Comparison of the Test Data and
Analysis Value - Before
Reinforcement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기초로 각 단면의 굽

힘 강성을 계산하였다. 단면의 굽힘 강성은 다음

의 식 (1,2)를 통해 도출된다.

×  

×
(1)

×  

×
(2)

where ×  : Bending Stiffness

 : Applied moment

 : Distance between two gauge

 : Strain value

계산을 통해 도출한 각 단면의 강성 값을 해

석을 통해 예측한 강성 값과 비교하여 Table 6,

7에 나타내었다.

2.2.2 굽힘 강성 보강 형상에 대한 강성 측정

BO-105 블레이드 플렉셔 보강 형상에 대한 굽

힘 강성 측정은 보강 이전 형상과 동일한 방법으

로 수행하였다. Fig. 14는 강성 보강이 완료된

BO-105 블레이드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5는 굽힘 강성이 보강된 블레이드의 굽힘 강성

측정 시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을 통해

측정한 굽힘 강성 값과 해석을 통해 예측한 굽힘

강성 값을 비교하여 Table 8, 9에 나타내었다.

Fig. 14. Reinforced BO-105 Blade

Fig. 15. Reinforced BO-105 Blade Flap
Stiffness Measurement Test

Stiffness

Measurement

Data

Interpolation

Result

733mm 973mm 830mm

EIyy
(N.mm2)

1.2E+10 9.7E+09 1.1E+10

EIzz
(N.mm

2
)

2.9E+11 2.8E+11 2.9E+11

Table 8. BO-105 Blade Bending Stiffness
Measurement Test Results -
After Reinforcement

Stiffness

830mm Section

DifferenceTest
Data

Analysis
Value

EIyy
(N.mm2)

1.1E+10 1.5E+10 26.26 %

EIzz
(N.mm

2
)

2.9E+11 2.7E+11 -6.87 %

Table 9. Comparison of the Test Data and
Analysis Value - After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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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ness

Before

Reinforce
ment

After

Reinforce
ment

Increment

Rate

EIyy
(N.mm2)

8.0E+09 1.1E+10 37.5%

EIzz
(N.mm2)

9.2E+10 2.9E+11 215.2%

Table 10. Comparison of the Before and

After Reinforcement

Stiffness

Reinforc

ement
Result

Target
Value

Stiffness
Margin

EIyy
(N.mm2)

1.1E+10 >9.2E+09 19.6%

EIzz
(N.mm2)

2.9E+11 >1.7E+11 70.6%

Table 11. Comparison of the Reinforcement

result and Target Value

Table 10은 시험 결과를 통해 얻은 보강 전/후

에 대한 굽힘 강성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11은 시험을 통해 얻은 보강 후 굽힘 강성

값에 대한 목표 강성 만족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1의 내용을 통해 보강 업무 수행 결과

BO-105 블레이드 플렉셔 부분 굽힘 강성이 목표

강성 이상이 나옴을 확인 할 수 있다.

Ⅲ. 결 론

BO-105 블레이드를 이용한 훨타워 시험 수행

을 위해 BO-105 블레이드의 플렉셔 부분에 대한

굽힘 강성 보강을 수행하였다. 플렉셔의 굽힘강

성 보강을 위해 기존 자료들을 통해 실제 블레이

드의 굽힘 강성 값 및 단면 형상을 확인하였으

며, 강성이 낮은 단면을 기준으로 강성 보강을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플렉셔 단면의 강성 해

석을 위해 단면 형상에 대한 FE 모델링을 수행

하였으며, 유한요소 단면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면 물성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굽힘 강성 보강을 위해서 플렉셔 뒷전 영역에

폼을 적용하고 Carbon Fabric ±45°로 플렉셔 영역

과 뒷전 폼을 감쌈으로써 2차 관성 모멘트와 탄

성계수를 증가시켰다. 보강형상에 대한 해석결과

는 목표 강성 대비 플랩 강성 60%, 래그 강성

35%의 강성여유를 나타내었다.

플렉셔 보강 형상에 대한 해석결과를 토대로

굽힘 강성 보강을 수행하고 보강 전후 형상에 대

한 굽힘 강성을 측정하여 해석결과와의 차이 및

목표 강성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강성 보강

이전 형상에 대한 시험 결과는 해석결과와 최대

5.77%, 최소 0.08%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강성 보강 형상에 대한 시험 결과는

해석결과와 최대 26.26%, 최소 -6.87%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두 결과 모두 목표 강성

값 이상이 나옴을 확인하였다.

보강 전후의 해석 결과와 측정 시험 결과를 비

교하였을 때, 보강 후의 결과 차이가 보강 전의

결과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보강 작업에서 발생한 제

작 오차로 인해 발생한 2차 관성 모멘트 값의 차

이와 부분 큐어링 작업 과정에서 소재의 경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보강

소재의 탄성계수 저하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연구 예정인 저진동

/저소음을 위한 능동 작동기의 실물 블레이드

적용 시 활용할 예정이다.

후 기

본 논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요사업 “소

음저감을 위한 능동제어 로터 국제협력 연구”과

제 결과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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