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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methodology for the longitudinal flight simulation of the ornithopters. An integrative 

flight simulation framework for the ornithopters is proposed and it consis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software(ANSYS), flexible multi-body dynamics solver(MSC.ADAMS/Solver), and control software 

package(Matlab Simulink). Flexible wings of the model ornithopters are constructed in the FEA software and 

exported to the flexible multi-body dynamics solver to simulate complex nonlinear dynamics of model 

ornithopter system. Control software package is also integrated to the flexible multi-body dynamic solver for 

the implementation of flight controllers.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of flapping wings were efficiently 

taken into account. It was realiz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n ornithopter model with flexible wings and 

applying experimentally validated semi-empirical modified strip theory (MST) to calculate the aerodynamic 

forces exerted on the flexible flapping-wings. Through this flight simulation framework, flight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ornithopter can be analyzed through monitoring flight state variables. In addition to 

this, various flight control schemes can be applied to the model ornithopter to check the feasibility of the flight 

controllers and also can be used to perform qualitative study of controller implemented system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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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고  신화의 이카루스, (b) 오나르도 다 빈치의 비행체 개념도, (c)라이트 형제의 라이어호

1. 서 론

로부터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보면서 품어왔던 

인류의 비행에 한 열망은, 고  신화의 이카루스(Icarus), 

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비행체 등과 같이 날

갯짓을 통해서 비행하는 개념 인 형태로 표출되어왔다. 하지

만 라이트 형제의 라이어(Flyer)에 의해서 고정익 비행체의 

성공 인 동력 비행이 실 되고 나서, 고정익 는 회 익 형

태의 비행방식에 한 연구는 단 1세기만에 엄청난 발 을 이

룬 반면, 새처럼 날갯짓 하는 비행체에 한 심은 서서히 

잊  왔다.

그러나 1997년 미국방 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에 의해서 시작된 

“Micro Air Vehicles - Toward a New Dimension in Flight” 

라고 명명된 소형비행체(Micro Aerial Vehicle, MAV) 로

젝트의 시작과 함께,  세계 으로 MAV에 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었고, MAV의 비행 역인 낮은 이놀즈 수 

(Reynolds Number) 역에서는 새나 곤충, 박쥐의 비행에서 

감을 얻은, 날갯짓 형태의 비행방식이 효율성이 높고 우수

한 기동 특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임을 알게 되었다

[1-2]. 고정익 형태의 MAV의 경우에는 자 을 극복하기 

한 양력 발생을 해 필연 으로 순항 속도가 빨라져야 하고, 

이로 인해서 회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의 도심지

역이나 실내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이 제한되는 단 이 있으

며, 회 익 형태의 MAV의 경우에는 날개의 회 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크고 상 으로 낮은 비행효율을 보인다.

이와 같이 자연계의 소형 날갯짓 생명체들이 낮은 이놀

즈 수 역에서도 효율 이며 고기동성의 비행을 보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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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SF-2, SSS Lab., KAIST, (b)Delfly Micro, TU Delft, (c)Slowhawk, Hobby Technik, (d)NAV, Aerovironment

있는 이유는, dynamic stall, rotational lift, wake recapture, 

Weis-fogh‘s clap-and-fling 과 같은 공기 역학  특성을 이

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실속각 이후의 높은 받음각 

역에서도 지속 인 양력 생성이 가능하며, 일반 으로 사용되

는 에어포일에 비해서 2-3배의 양력계수를 가지게 된다[3-5].

하지만 자연계의 소형 날갯짓 생명체들과는 달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날갯짓 비행체 랫폼(그림 2)들은 상 으

로 비행동역학  안정성이 부족하며, 추가 인 탑재 량이 

매우 제한 이다. 이는 지속 으로 날갯짓을 하는 비행체 주

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낮은 이놀즈 수 역의 비정상 유

동에 한 해석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비행체의 비행 안정성

에 기여하는 변수들의 상 계에 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에, 주로 경험과 시행착오에 의한 설계  제작 방법을 따르

기 때문이다. 한 제한 인 탑재 량으로 인한 작동기  

배터리의 성능 제약으로 인해, 새나 박쥐와는 달리 다자유도

의 날갯짓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단순한 1자유

도의 회  운동을 통한 날갯짓 운동만이 가능하다. 실험 인 

근을 통한 날갯짓 비행체 시스템의 특성 분석을 해서 필

요한 비행 데이터 획득장치나 통신장치와 같은 계측장비를 탑

재한 비행실험 역시 탑재 량의 제한으로 인해서 수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재까지는 형 인 국방 감시, 정찰 임

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카메라나 화학물 감지센서와 같은 추

가 인 탑재체를 장착함과 동시에, 강건하며 안정정인 비행특

성을 보이는 날갯짓 비행체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제 날갯짓 비행체 랫폼의 성능 제약으로 인하

여 시뮬 이션을 통해서 날갯짓 비행체의 비행동역학  제어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연구가 소수 진행되고 있다.

Malladi, Shkarayev 등[6]은 선형화된 날갯짓 비행체의 6자

유도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1m 의 날갯짓 비행체 기체를 

제작하여 GPS와 외선 센서를 통해서 비행데이터를 획득한 

후 안정미계수 등의 매개변수 추정을 통해 system 

identification을 수행하 다. Dietl, Garcia 등[7]은 날갯짓 비

행체의 선형화된 운동방정식과 정상 공기력을 이용하여 비

행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날갯짓 비행체의 트림 조건은 제

한주기운동의 성격을 가짐을 보 다. Mouret, Meyer 등[8]은 

1m 의 날갯짓 비행체 모델에 고정익 UAV에 사용되는 공

력모델을 이용하여, 수평 비행 유지를 한 꼬리날개 

Neuro-controller를 설계하고 용했다. Shim, Husband 등[9]

은 날개의 유연성 효과를 일부 고려하기 해서 날개를 강체 

패 로 나 고 이를 날개 앞 에 비선형 비틀림 스 링으로 

연결한 날갯짓 비행체 모델을 수립하고, Neuro-controller를 

사용하여 외란에 해서 비행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제어기를 

설계하 다.

하지만 재까지 수행되어온 연구들은 날갯짓 비행체의 복

잡한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단순한 선형 운동방정식으로 근사

하거나, 날갯짓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낮은 이놀즈 수 

역의 비정상 공기력을 단순한 정상 공기력으로 가정한 단순화

된 해석에 국한되고 있다. 한 그림 2 에서와 같이 얇은 막

을 갖는 패턴화된 구조를 가지는 날갯짓 비행체의 날개는, 작

용하는 공력과 날개 운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력이 민감하

게 연계되어 변형이 일어나고, 이러한 특성이 공력 변화를 결

정짓기 때문에 유체-구조 연계해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

만 이러한 유체-구조 연계가 고려된 날갯짓 비행체의 비행동

역학  제어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

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로 모델링된 날갯짓 비행체의 유연

체 날개(주날개  꼬리날개)와, 반실험 으로 구해진 차의 

비정상 공력모델을,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솔버(Solver)를 

통해 연계하여 효율 인 유체-구조 연계해석이 고려된 날갯

짓 비행체의 세로 방향 비행 시뮬 이션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제어 소 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해서 날갯짓 비행

체와 같은 비선형 제어 상에 비행 제어기를 용하여 비행

동역학  제어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통합 인 비행 시뮬

이션 임워크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시뮬 이션 임워크을 통해서 날갯짓 비행체

의 비행을 모사할 수 있고, 다양한 제어 알고리즘의 용이 

가능한 시뮬 이션 환경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수치 

비행실험을 통해 실제 날갯짓 비행체 랫폼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비행 상태변수들을 모니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비

행동역학  제어특성에 한 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날갯짓 비행체 통합 비행 시뮬 이션 임워크 개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효율 인 유체-구조 연계해석이 고

려된 날갯짓 비행체 통합 비행 시뮬 이션 임워크는 그림 

3 에 도식 으로 표 되어 있다. 이는 체 으로 크게, 1) 유

연 날개 구조 모델링 부분, 2) 차 비정상 공력모델이 포함

된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솔버, 3) 비행 제어 인터페이스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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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날갯짓 비행체 세로 방향 통합 비행 시뮬 이션 임워크 도식

2.1 유연 날개 구조 모델링

날갯짓 비행체의 날개는 고정익이나 회 익 비행체와는 달

리, 주 날개의 익형 형상뿐만 아니라 비행 유지  비행 제어

에 충분한 공력이 생성되도록 날개 운동에 따른 구조동역학  

변형이 하게 일어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날개의 

길이  시  방향에 따라 비등방의 유연성을 가지며 이는 날

갯짓 비행체가 날갯짓 운동을 통해 필요한 공력을 발생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날개는 시뮬 이션을 해서 

필수 으로 유연체로 모델링 되어야 하며, 날개 설계 과정에

서부터 구조 모델에 한 정   동  해석이 선수행 되어야 

한다. 

본 통합 비행 시뮬 이션 임워크에서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유연 날개의 정   

동  해석을 수행하고, 고유 주 수나 모드 형상과 같은 설계 

변수들이 설계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날개 구

조 모델은 동  특성을 표하는 모드 정보들을 포함하는  

Modal Neutral File(MNF) 이라는 형태로 변환되어 유연 다물

체 동역학 해석 솔버로 넘겨져 유체-구조 연계해석이 고려된 

비행 시뮬 이션에 사용된다.

2.2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솔버

유체-구조 연계해석이 고려된 비행 시뮬 이션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솔버로써 

MSC.ADAMS가 사용되었다. MSC.ADAMS는 Craig 

Bampton의 부구조물 합성법을 통해서 유연체의 동역학을 해

석하게 되는데, 이는 interface point를 가지는 유연체의 움직

임은 interface constraint mode와 interface normal mode의 

조합으로 표 된다는 이론에 기 한다. 이러한 모드 기반의 

근을 해서 MNF형태로 변환된 유연 날개 구조 모델이 사

용된다.

이러한 유연 날개에 작용하는 공력 모델은 DeLaurier에 

의해 개발된 Modified Strip Theory (MST)를, 낮은 이놀즈 

수 역에서 큰 날갯짓 운동에 의해 생성되는 공력을 좀 더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하 다. 특히  

이놀즈 수 역에서 확보된 날갯짓 비행체의 유한 날개 정  

공력데이터를 바탕으로 동  공력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풍동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10]. 

MST는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솔버에 포함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FORTRAN 형태로 작성된 후, 사용자 정의 서 루틴

의 형태로 변환되어 해석 솔버와 동시에 동작하게 된다.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솔버는 유연 날개가 포함된 날갯

짓 비행체 시뮬 이션 모델의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분하게 

되며, 매 분 시간 간격 마다 공력 는 성력에 의해서 변

형된 날개의 운동학  변수의 변화를 계산하게 되고, 이를 동

시에 공력모델을 담고 있는 사용자 지정 서 루틴의 입력으로 

보내주게 된다. 공력 모델은 이러한 운동학  변수들을 바탕

으로 해당 분 시각의 순간 인 공력을 계산해서 다시 유연 

날개에 가하게 된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분 과정 동안 

계속되면서, 공력으로 인한 유연체 날개의 변화가 지속 으로 

반 되는, 즉 유체-구조 연계해석이 고려된 날갯짓 비행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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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선형 제어 랜트에 한 제어 알고리즘 용 도식

뮬 이션을 효율 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유체-구조 연

계해석 능력은 사각 날개를 상으로 한 풍동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었다[11].

2.3 비행 제어 인터페이스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솔버로 사용되는 MSC.ADAMS

는 Matlab Simulink나 MSC.EASY5와 같은 제어 소 트웨어

와의 연계를 통해서, MSC.ADAMS환경 내에서 모델링된 비

선형 동역학 시스템에 한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본 통합 비행 시뮬 이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기

존의 선행 연구의 근 방법이었던 선형 시스템으로 단순화하

여 제어 알고리즘을 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4 와 같이 

날갯짓 비행체와 같은 고도의 비선형성을 가지는 시스템을 그

로 비선형 제어 랜트로 사용하여 제어 알고리즘을 용할 

수 있다.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솔버에 의해서 매 분 시간 간

격마다 업데이트 되는 날갯짓 비행체의 모든 상태변수들은 비

선형 제어 랜트의 출력으로 선택 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MSC.,ADAMS내에서 모델링된 날갯짓 비행체의 날갯짓 주

수, 꼬리날개 각도 등과 같은 제어 변수들은 비선형 제어 

랜트의 출력으로부터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얻어지는 입력

으로 환되어 시스템에 작용하게 된다. 

제어 소 트웨어는 해석 솔버에 의해서 수행되는 비선형 

운동방정식 분 진행과 동시에 병렬로 실행되며, 매 분 시

각 마다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진 제어 입력을 비선형 

시스템에 가하게 되어 날갯짓 비행체의 자세각 안정화, 고도 

유지 자동비행 알고리즘 등과 같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비행 

제어기를 용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날갯짓 비행체와 

같은 비선형 시스템의 제어 응답 특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된

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날갯짓 비행체의 비선형 운동방정식과 유연 

날개의 효율 인 유체-구조 연계해석이 고려된 세로 방향 비

행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비선형 시스템에 직

 제어 알고리즘을 용해 볼 수 있는 통합 시뮬 이션 

임워크를 제안했다. 날갯짓 비행체의 비행동역학  제어특성

을 수치 인 비행 시뮬 이션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실제 

비행 실험과 같은 근으로 얻기 힘든 비행 특성을 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념 인 가설을 시뮬 이션을 통해서 검

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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