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틸트-덕트 수직이착륙 비행로봇의 동력계통 개발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1

틸트-덕트 수직이착륙 비행로봇의 동력계통 개발

장성호*, 조암**, 이치훈***, 최성욱****

Development of Power System for the Tilt-duct VTOL Aerial Robot

Sung-Ho Chang*, Am Cho**, Chi-Hoon Lee***, Seong-Wook Choi***

Abstract

Power system of the tilt-duct VTOL aerial robot has been developed. This paper focuses on

the power train with small liquid-type engine for the R/C boat and presents the test results with

design procedures. The hardware aspects of the power system include details about the hardware

configurations for the interfaces with the vehicle. The ground test and tether test for measuring

the thrust performance of vehicle and evaluating the endurance of power train carried out.

초 록

본 논문은 틸트-덕트 수직이착륙 비행로봇을 위한 동력계통의 설계, 개발 및 시험 결과

를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R/C 모터보트에 적용되는 소형 수냉식 엔진을 이용하여 비행

로봇의 탑재 및 비행체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하드웨어 개발 사항을 기술하였다. 또한 지상

시험과 안전줄 시험을 통해 비행체의 추력 성능을 측정하고 동력계통의 내구성 결과가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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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직이착륙 비행로봇 시스템 개발이 산업통상

자원부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6월에 착수되었다. 본 비행로봇 시스템은

근거리 지역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획득하여 중

앙 통제소에 전송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는 것

으로,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무인기의 역할과 크

게 다를 바 없으나 이동 가능한 도킹 스테이션에

서 수직 이륙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도킹 스

테이션에 수직 착륙하는 도킹 스테이션 기반의

수직이착륙 비행로봇 시스템으로서 이동의 유연

성에 의한 임무의 다양성과 신속성을 추구한다.

비행로봇 시스템의 비행 플랫폼으로 틸트가 가능

한 틸트-덕트 수직이착륙 비행체 개념은 협소한

공간에서 운용의 안전성을 제공하며 고속 비행이

가능하여 목표지점까지의 신속한 이동 및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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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틸트-덕트 비행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동력계통에 대한 개념, 엔진 선정, 설계,

제작 그리고 지상 시험 및 안전줄 시험에 대한

결과를 기술한다.

2. 동력계통 개념

비행로봇의 동력계통은 최대이륙중량 23 kg이

상의 비행체를 호버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메인

프롭을 구동한다.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엔진의

동력을 중앙기어박스(Center Gear Box, CGB)와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 양쪽 파일런 기어박스

(Pylon Gear Box, PGB)로 전달하고 메인프롭

(Main Propeller, MP)을 회전시키는 구조이다.

엔진 운용회전수는 일정한 감속비를 통해 메인프

롭의 회전수로 감속된다. 메인프롭의 구동을 위

한 엔진은 12 마력급의 2 행정 가솔린 엔진을 장

착하였다.

그림 1. 동력계통 개념

3. 엔진 선정 및 시험

비행로봇의 요구동력은 그림 2와 같이 동력

대 추력곡선으로부터 25 kg의 추력 발생을 위해

6 hp의 동력이 필요하다[2]. 요구마력의 제공이

가능한 소형급 엔진은 대부분 공랭식 엔진으로

비행체 외부에 장착 가능하지만 비행로봇과 같이

비행체 내부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냉각시

스템을 통해 엔진을 냉각해야 하고 이에 따른 내

구수명 단축 문제가 발생한다. 비행로봇의 동력

장치는 내부에서 운용이 가능한 수냉식 엔진이

적합하지만 전용 엔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이면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도록 재구성

이 필요하다.

그림 2. 메인 프롭의 호버 성능[2]

개발 초기 적용된 공랭식 엔진은 제작사 제공

사양이 최대 9.7 hp이면서 시동모터가 장착된

MVVS 80 SP이다. 표 1에서와 같이 낮은 중량에

비해 큰 출력을 제공하고 시동모터가 장착된 것

이 장점인 반면 비행체 내부에 엔진이 장착되는

환경으로 인해 냉각 방식을 그림 3와 같이 자체

동력원을 이용하여 냉각 팬을 구동시켜야 한다.

또한 단기통이면서 긴 스트로크(stroke)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시험 중 동력계통의 부품들을 심

각하게 파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비행체 전체의

내구성이 약화된다. 수차례에 걸친 지상시험을

통해 해당 엔진으로는 더 이상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엔진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비행로봇 동력계통 개발을 위해 최종 선택한

소형 엔진은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R/C 보트용

수냉식 엔진(K600S)이다. K600S 엔진은 제조사에

서 최대 12.4 hp을 제시하고 있다. 소형 엔진이

제시하는 최대 출력은 보통 짧은 시간동안 최대

출력을 표시하기 때문에 비행로봇에 적용하기 위

해서 적정 회전수와 성능의 확인이 요구된다. 엔

진 선정 전, 기본적인 성능 확인을 위해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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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18x6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지상시험을

하였다. 변경된 K600S의 시험결과 11,000 rpm에

서 7.8 hp의 출력이 가능하며 요구되는 6 hp의

출력을 위해 최대 회전수가 아닌 상태에서 운용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ype 2-stroke gasoline

Displacement 4.88 cu in (80.0 cc)

Bore 1.889 in (48 mm)

Stroke 1.73 in (44 mm)

Weight 5.1 lbs (2.30 kg)

Prop Range 26 x 10 ~ 28 x 10

RPM Range 1,000 ~ 7,500

Max Power 9.7 hp @ 8,500rpm

Starting System
Electronic Ignition
Electric Starter　

표 1. MVVS 80 SP 제원

그림 3. MVVS 80 엔진 장착

그림 4. Engine(K600S) 및 프로펠러 장착시험

K600S 엔진을 비행로봇 내부에 장착하기 위해

다이나모를 이용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엔진

의 출력은 배기부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비행

로봇은 협소한 내부 공간 때문에 제조사에서 추

천하는 원동형 머플러를 사용할 수 없어 직선형

의 머플러를 사용하고 또한 중간에 직선형의 배

기 파이프를 적용하였다(그림 5). 변경된 비행체

내부 장착 형상의 실제 출력 측정을 위해 Eddy

current 방식의 다이나모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기본형상 엔진의 최대출력에 비해

20 % 정도 최대출력이 감소한다. 그러나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K600S 엔진의 최대 회전수 대비 70%인

11,000 rpm에서 출력 감소를 감안 하더라도 6.2

hp의 출력은 확보 가능하고 선택된 엔진 회전수

에서 수정 전후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5. 배기구 형상 (원동형(좌), 직선형(우))

그림 6. K600S 성능 곡선

4. 동력계통 설계 및 제작

비행로봇은 수냉식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냉각을 위한 냉각수 및 열교환 계통 등이 추

가로 구성된다. 냉각수의 순환은 전기식 워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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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장착하고 소형의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전동

팬으로 열을 발산시킨다. 엔진의 시동기는

MVVS 80 SP의 부품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그림 7과 같이 밸트와 풀리를 통해 엔진의 구동

력을 CGB, PGB를 거쳐 메인프롭까지 전달한다.

또한 비행체에 전기 공급을 위한 발전장치가 엔

진 샤프트에 포함된다. 설계된 동력계통은 비행

체 장착 전 운용 개념의 확인과 성능 개선을 위

해 그림 8과 같이 지상시험을 거쳐 그림 9의 비

행체 내부에 장착된다. 동력계통은 비행체 중앙

에 엔진과 동력전달 부품이 위치하고 후방에 배

기계통이 배치되어 열 발생으로 인한 항전장비와

비행체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거리를 두어 배치하

였다. 비행로봇의 동력시스템은 소형이면서 복잡

한 계통을 이루고 있다. 비행체 자체중량에서 엔

진을 포함한 동력계통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고 이중 엔진과 냉각관련 부품의 중량은

25 %로 엔진을 운용하기 위한 중량이 전체의 4

분의 1로 비행체 중량 감소 극복이 어려운 원인

이 된다(그림 10).

그림 7. 동력계통 설계

특히 엔진의 출력을 유지하면서 동력계통의

중량을 줄이는 작업은 여러 요소들 간의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 과도한 냉각계통의 감량은 엔진

과열로 인한 출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또한 중

량 증가를 극복하기 위해 엔진 회전수를 높여 출

력을 증가시키는 시도는 냉각수의 과열로 인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엔진 자체의 중량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냉각수 열교환기를 구리 소재에서 알미늄 소재로

교환하여 전도율을 높여 크기와 중량을 줄였고

냉각수가 끊는 문제(100 ℃)는 냉각유를 180 ℃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여 해결하

였다. 냉각유의 교체로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부

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8. 동력계통 시험장치

그림 9. 비행체 장착

그림 10. 틸트-덕트 부품별 중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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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시험 및 안전줄시험

비행로봇의 동력계통 시험을 위해 그림 11과

같이 지상시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지상시험장치

는 메인프롭에서 발생하는 추력을 측정하기 위해

비행체와 연결된 지상 프레임에 로드셀을 전방 1

개, 후방 2개 장착하여 출력 값의 합으로 측정하

고 비행체에 탑재된 통합형비행조종컴퓨터(IFCC)

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외부 모니터링 장치로 전

송한다. 모니터링 장치는 데이터의 모니터링과

동시에 조종기 명령을 통해 엔진 스로틀과 메인

프롭의 콜렉티브 피치를 변화시킨다.

그림 11. 지상시험

지상시험의 주요 목적은 엔진의 스로틀 정보

와 메인프롭의 콜렉티브 피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로터-거버너 설계를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된다. 그림 12, 13의 ‘스로틀-COL’ 결과는 엔

진을 일정한 스로틀로 유지하고 메인프롭의 콜렉

티브를 가변시켜 최대 추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메인프롭의 회전수를 4,600 rpm(엔진

회전수 11,000 rpm)으로 유지 가능한 콜렉티브

값은 약 15 deg이며 이때 추력은 23 kg이다. 그

림 13 결과는 스로틀-콜렉티브-추력 관계를 통해

프롭 거버너 설계시 선형화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엔진의 운용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가능하다.

지상시험에서 확인된 메인프롭의 추력을 바탕

으로 비행로봇의 안전줄 시험을 수행하였다. 안전

줄 시험의 목적은 실제 이륙이 가능할지와 이륙

후 호버 비행을 통해 지상에서와는 다른 환경에서

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안전줄 시험의 절

차는 지상시험에서 설계된 로터 거버너의 검증이

먼저 이루진 후 자세안정성증강장치(SCAS)의 게

인 튜닝이 수행되었다. 안전줄 시험(그림 14)은 최

대이륙중량 21 kg에서 풍속 3 m/s, 외기온도 20.8

℃ 조건에서 23 분간 호버 비행을 수행하였다. 비

행 로봇의 운용에서는 23 분간 호버는 불필요하지

만 동력계통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옆 바람

의 영향을 장시간 극복해야 하는 틸트-덕트 비행

체에는 가혹한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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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상시험 결과(추력, MP, COL, 스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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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상시험 결과(추력, 연료량, 엔진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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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틸트-덕트 비행체는 롤(roll) 축의 안정성

이 매우 중요함을 형상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람

이 없는 실내 환경의 안전줄 시험에서 롤축은 안

정적으로 반응하였지만, 실외 안전줄 시험에서

바람이 있는 경우에는 큰 채터링이 발생하였다.

롤 축 채터링의 발생 원인은 메인프롭 작동기의

반응이 느려서 발생하는 것으로 작동기 개선 후

롤 축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롤이 5 도 이내에서

큰 채터링 없이 안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외

부 조종사의 조종성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5).

그림 14. 안전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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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안전줄 시험 결과(자세)

6. 결 론

틸트-덕트 방식의 수직 이,착륙 비행로봇을 개

발하기 위해 소형의 동력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였다. 소형 동력시스템 개발을 위해 적합

한 성능의 엔진을 적용한 후 다이나모시험을 포

함한 지상시험을 수행하였고 메인프롭과의 최적

화된 성능을 찾기 위한 시험이 반복되었다. 완성

된 비행로봇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줄 시

험을 통해 이륙 가능한 최대허용 범위와 자세제

어기의 튜닝이 이루어지고 비행체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장시간 호버 비행이 진행되어 안

정적인 조종 및 자세 유지가 가능함을 입증하였

다. 비행로봇에 적용된 동력시스템 기술은 소형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기술로

지속적인 내구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비행시험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력장치로 개선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최성욱, 김유신, 이치훈, “틸트-덕트 수직이착

륙 비행로봇 개발”, 한국항공우주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2013.4.12.

2. Choi S. W., “Development of the Tilt-duct

VTOL Aerial Robot”, 국제 무인시스템 세미

나,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