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갯짓 비행체의 공력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Flapping Air Vehicle 
 

김대관＊, 김홍일, 한재흥(한국과학기술원) 

 
 
1. 서  론 
 

새와 곤충은 수 억년 전부터 비행을 해왔으

며 곤충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최초의 생물로서 
석탄기 시대에서부터 비행을 시작하였다. 지구

상에 현존하는 생물학적 비행체로는 약 
1,000,000 여종의 곤충과 10,000 여종의 새와 박

쥐가 존재한다. 이들은 비행방식으로 날갯짓 비

행(flapping flight)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연에 존

재하는 공간상의 이동방식 중 이러한 날갯짓 비

행방식의 효율성은 1 억 5 천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진화 및 검증되어왔다. 이러한 생물학적 
비행체들은 수세기 동안 인간을 매혹시켰으며, 
새와 같이 하늘을 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항공산업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현대 항공기는 그 목적에 따라서 성능을 극

대화하기 위해 초고속화, 초대형화, 초소형 및 
초경량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군사기술 및 첨단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무인 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개발과 함께 생물학적 비행체들을 모

방한 날갯짓 비행체의 적용가능성이 부각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Pornsin-sirirak[1] 등은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손바닥 크기의 날갯짓 
비행체 “ Microbat”을 개발하여 비행에 성공하였

다. Liger[2] 등은 정전기적 체크밸브를 날개 표

면에 분포시켜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을 제어하

려는 시도를 하였다. Jone[3] 등은 지면효과를 이

용한 날갯짓 추력장치를 이용하여 초소형 비행

체(MAV, Micro Aerial Vehicle)를 개발하였다. 박

훈철[4] 등은 LIPCA(Lightweight Piezo-Composite 
Actuator)를 이용한 날갯짓 장치를 개발하여 성

능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날갯짓 비행에 대

한 연구는 비행체의 구조적, 공기역학적 복잡성 
때문에 정확한 해석 및 예측이 매우 힘들다. 따

라서 날갯짓 비행체의 효과적 설계를 위해서 생

물학적 비행체들의 특성을 평가하고 비행 특징

을 모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비행체와 인위적으로 설계된 날갯짓 비행체의 
비행 특성을 비교하였다. 날갯짓 비행체의 비행

조건에 따른 공기역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

여 스마트 재료인 MFC(Macro Fiber Composite)와 
복합재료 구조를 이용한 적응형 날개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풍동실험을 통한 공력특성을 평

가하였다. 
 
2. 날갯짓 비행체의 비행 특성 
 

일반적인 고정익(fixed wing) 항공기는 공기

에 대한 상대적인 전진비행에 의해 날개에 양력

을 발생시키는 비교적 단순한 비행운동을 이용

하며, 전통적인 공기역학적 해석을 이용하여 날

개표면의 공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

학적 비행체들의 날갯짓 비행에서는 이러한 상

대적 전진운동뿐만 아니라 flap-up/down, plunge, 
sweep, twist, fold 등의 다양한 운동들이 조합적

으로 사용된다[5]. 따라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한 
정확한 공력 예측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복잡

한 날개운동을 위한 새의 날개 골격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인간의 손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자

유로운 날개 운동이 가능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위한 근육구조는 날개의 관성력과 저항을 줄이

기 위해 날개의 안쪽 및 앞전에 집중되어 있다. 



새의 비행운동을 모방한 인위적인 날갯짓 
비행체인 날개치기식 비행체(ornithopter)는 새와 
유사한 날개형상과 비행방식이 적용된다. 이러

한 비행체는 플래핑(flapping)을 주요 날개운동으

로 활용하며, 유연한 날개구조에 의해 날개의 
비틀림 운동(twisting)을 발생시킨다.  

그림 2 는 날개치기식 비행체의 플래핑 축

(flapping axis)과 공기력 특성을 보이고 있다. 플

래핑 축이 수평일 경우 날갯짓에 의한 공기력은 
flap-up, flap-down 에 대하여 대칭성을 보이게 되

며, 표 1 과 같이 새의 공력 특성과는 다르게 매

우 작은 양력과 큰 추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

라서 날갯짓 비행체의 비행을 위한 최소 양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림 2 와 같이 비행체의 무게 
중심(center of mass)이나 꼬리날개와 같은 안정판

을 이용하여 플래핑 축을 편향시키켜서 추력의 
수직성분을 생성하여 양력으로 활용하는 비행원

리를 이용한다. 날갯짓 속도의 증가를 통하여 
보다 큰 평균 합력(resultant force)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추력 및 양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날개치기식 비행체와는 다르게 새와 

박쥐들은 수평의 플래핑 축을 이용하여 순항하

며, 그들의 비행 효율 또한 날개치기식 비행체

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평의 플래핑 축을 유지하면서 순항이 가능한 
날갯짓 비행체의 설계요구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비행성능 향상의 주요 연구목표라 할 수 있다.  
 
3. 적응형 날개 설계 및 제작 
 

비행특성에 따른 날갯짓 비행체의 공기역학

적 특성파악을 위하여 스마트 재료인 MFC 를 
이용하여 적응형 날개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날개의 설계를 위해서 MSC/NASTRAN 을 이용

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제작된 날개형상

은 그림 3 과 같다. 날개의 총길이는 54cm 이며, 
가로세로비는 4.3, 한쪽 날개 무게는 작동기를 
포함하여 31.5g 이다. 날개 구조는 프레임과 표

피 그리고 작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레임은 
graphite/epoxy 복합재료이며 표피은 PVC 필름으

로 제작되었다. 날개의 갬버를 변형시키기 위하

여 MFC(Smart Material Co. / M8528P1 d33 typ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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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새의 골격 및 근육 구조 

표 1. 새와 날갯짓 비행체의 공력 비교 (수평 플

래핑 축) 

Ornithopters Birds 
Stroke

Lift Thrust Lift Thrust 

Down + + + +  + +  + +  

Up − − + +  +  −  

Sum  + + + +  + + +  +  

그림 2. 날갯짓 비행체의 플래핑 축 및 공기력 



표면작동기로 사용하였다. MFC 에 인가된 작동

전압은 -500~1500V 이며, 표면작동기에 의한 날

개 끝단의 수직방향 변위는 -7~12mm 이다. 적

응형 날개의 날갯짓 운동을 위하여 상용화된 날

갯짓 비행체인 Cybird(Neuros Co. / P2)의 변속장

치와 DC 모터를 이용하였으며, 날갯짓에 따른 
공기력(추력 및 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직 
및 수평 로드셀(loadcell)들로 조합된 측정장치를 
제작하였다.  
 
4. 공기역학적 실험 
 

적응형 날개짓 비행체의 공기역학적 특성파

악을 위하여 저속 풍동실험을 수행하였다. 공력

특성실험은 항공우주연구소(KARI)의 1m 급 풍

동에서 수행되었으며, 그림 4 는 풍동 실험장치

도를 보이고 있다.  
풍동실험은 표 2 와 같이 유동속도, 받음각, 

플래핑 주파수 그리고 작동기 인가전압의 4 가

지 시험조건에 따라 수행되었다. 공기력(추력 T 
및 양력 L)은 공력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되었으

며, 플래핑 각(S)는 LDV 를 이용하여 계산되었

다. 날갯짓 주파수는 DC 모터의 인가전류에 의

해 조절되었으며, 고접압 엠프를 통한 표면 작

동기의 인가전압을 제어하였다. 

 
5. 결과 및 토의 
 

그림 5 는 표면 작동기의 인가전압에 따른 
공력특성을 보이고 있다. 날갯짓 운동에 의해 
유발된 양력의 주요 주파수 성분은 날갯짓 주파

수와 동일하며, 최대 및 최소 양력은 날갯짓 속

도가 최대인 수평위치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추력의 경우 날갯짓 주파수의 2 배에 해당

하는 주요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지며, 날개 
의 내림행정(down stroke) 끝에서 신호의 외곡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외곡현상은 
날개 주위의 유동현상인 동적 와류(dynamic 
vortex)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작동기에 의한 캠버변화 효과는 추력에 
비해서 양력에서 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양력에 대하여 -9.1~20.8%의 성능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은 유동장 속도에 따른 평

균 양력 및 추력에 대한 비교를 보이고 있다. 
유동장 속도 및 작동기의 인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양력의 변화는 최대 20.8%까지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추력은 캠버효

과에 비해서 유동작 속도에 보다 큰 영향을 받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은 유동장 속도와 
날갯짓 속도에 따른 평균 양력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날갯짓 비행체의 양력은 날갯짓 속도에 
비해서 유동장 속도 및 받음각의 변화에 더욱 
큰 성능변화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적응형 날갯짓 비행체의 날개 형상

 

그림 4. 적응형 날갯짓 비행체의 풍동실험장치도 

표 2. 적응형 날갯짓 비행체 및 풍동 시험부 

Velocity, V(m/s) AOA, A(deg) 
0, 2, 4, 6, 8, 10 -10, -5, 0, 5, 10, 15, 20 

Flapping freq, F(Hz) Actuator input, U(V) 
0 ~ 8 -500, 0, 1500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비행체의 날갯짓 운

동을 모방하기 위하여 날갯짓 비행체의 비행 방

식 및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날갯짓 비행체

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캠버 변

화가 가능한 적응형 날갯짓 비행체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풍동실험을 통하여 공력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로부터 캠버변화에 따른 
양력의 특성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유동장 속도

와 받음각의 변화에 따른 양력변화와 유동장 속

도와 날갯짓 속도의 변화에 따른 추력변화를 확

인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들은 향후 날갯짓 비

행체의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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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작동기 인가전압에 따른 공력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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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동속도에 따른 표면작동기 효과 
 

 

그림 7. 유동속도와 날갯짓 속도에 따른 평균양력

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