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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능동 진동/소음 제어 기법 해외 동향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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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end of Vibration/Noise Active Control
in Helicopter
Deog-Kwan Kim*, Chul-Yong Yun**, Kihoon Chung***, Seungho Kim****

ABSTRACT
The vibration and noise reduction issue is very important in helicopter since the thrust and flight control force
of helicopter are generated by rotating drive system. In past, there was a passive method to reduce vibration and
noise to focus on specified frequency. Now, there are various active method to reduce vibration and noise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This paper describes the worldwide technology trend of vibration and noise active
control in helicopter. At introduction, general method of vibration and noise reduction

초 록

헬리콥터는회전하는구동시스템에의해추력및비행제어력을발생하기때문에회전체에서기체로전달되는진
동및소음을줄이는것이아주중요하다. 과거에는수동적방법으로특정주파수에해당하는진동및소음을줄였지
만, 기술이 발달함에따라 주파수를변동시킬 수 있는장치를적용할 수있는 능동적 진동 및 소음제어 방법이 개발
되었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헬리콥터진동및소음을제어하는 능동적방법에 대한세계적인 기술동향및사례를
기술하였다. 서론에서는 헬리콥터 진동 및 소음을 제어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고, 본론에서는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사례 및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능동적 플랩구동장치 및 비틀림
장치등을중심으로소개하였다.
Key Words : Active Vibration Control (능동진동제어), Active Noise Control (능동소음제어), Trail Edge
Flap(뒤전플랩), Actuator(작동기), Helicopter Rotor(헬리콥터 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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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헬기는 로터시스템, 트랜스미션, 엔진 등 비행체의
많은 부분이 회전하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비행체로
서, 구성품 자체 회전에 의해 진동이 유발되는 것이 고
정익기와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진동은 헬
기뿐만 아니라 헬기에 탑승하는 승객, 조종사 및 승무
원 등에게 이롭지 않게 작용한다. 특히, 헬기 구조물의
수명 단축, 조종사의 피로도 증가에 따른 안전성 감소,
승객의 안락성 감소 등의 문제점 때문에 끊임없이 진
동을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
었다. 헬기의 진동을 유발하는 구성품 중 특히 로터 시
스템은 헬기 진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
으로서설계단계에서부터진동저감을위한가능한요
소를 최대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로터에서
발생되어 동체에 전달되는 N × Ω (블레이드 개수 ×
로터 회전속도) 주파수의 진동 하중이 가장 큰 진동으
로주요저감대상이다. 따라서 동체진동을줄이기위
한 우선적 방법으로 로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진동
하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로터 진동제어
를 위한 다양한 개념 및 하드웨어 장치들이 개발되었
다.
로터진동/소음제어방법은크게수동적제어방법
과능동적제어방법두가지로분류할수있다. 수동식
제어 방법은 고정된 방식으로 특정 주파수의 진동/소
음만 줄여주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로터 설계시 질
량 및 강성 분포를 최적화하여 설계하는 방법, 바이필
라(bifilar)와 같은 무게 밸런스를 부착하는 법, 래프트
(raft)와 같이 탄성체 재료로 만들어진 감쇠기를 부착
하는 법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 진동제
어방법은로터에서발생하는특정주파수에해당하는
진동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진동원이 있는
헬기에 적용하기에는제한적이다[1]. 능동적 진동제어
방법은 수동적 진동제어 방법과는 달리 여러 다양한
주파수의 진동을 줄여줄 수 있도록 변경이 용이한 장
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블레이드 뒷전에 플랩 장착
후 작동기와 연결하여 진동을 제어하는 Trailing Edge
Flap (이하 TEF) 방법, 블레이드 자체의 스파(Spar)나
외피구조에스마트재료를심어비틀림이발생하도록

하는 Active Twist Rotor (이하 ATR) 방법, 로터 시스
템의 피치링크를 작동기로 교체하여 진동을 제어하는
방법등이존재한다.
아래제시된 그림 1은헬기의진동 원인을개략적으
로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군에서 사용하는 무장
헬기의경우는총포사용에따른진동도추가적으로존
재한다.
Main Rotor
Turbulence
Gearbox

Tail Rotor

Vibration Response

Shafting

Gunfire
Landing loads

그림 1. 헬기 진동원인들

헬리콥터의 소음 문제는 크게 기내소음과 환경소
음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기내소음은 승객
의 안락감, 제품경쟁력등의면에서, 환경소음은법규
정에 따른 소음인증 및 운항제한, 제품경쟁력 그리고
군용기의 경우, 은닉성(Stealth) 등에서 이슈가 되어
왔다. 특히 민간 항공기의 형식증명을 위해서는 국제
민간항공기구나 미연방항공국의 소음규제기준을 반
드시 만족해야 하며, 최대인증이륙중량 7,000 파운드
급 이상헬리콥터의경우이륙, 수평비행, 착륙접근비
행시에 소음수준이 기준치 이하임을 증명해야 한다.
헬리콥터의주요 소음원으로는 그림 2 에도시된바와
같이 주로터 및 꼬리로터, 엔진과 동력전달계통을 꼽
을 수 있다. 특히 이중에 로터소음은 일반적인 두께,
하중소음 이외에 HSI(High Speed Impulsive)와
BVI(Blade Vortex Interaction) 소음과 같은 충격소음
을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그림 2 하단의 전형적인 헬
기소음 스펙트럼을 보면, 환경소음에서 중요한 원방
으로 전파하는 저주파 소음성분은주로 주로터 및 꼬
리로터 소음이며, 엔진, 동력전달계통 소음은 상대적
으로고주파여서환경소음 보다는 기내소음의주요원
인이 된다. 한편 소음원의 방향성에 따른 분석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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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륙, 수평비행시에는 꼬리로터 소음이나 엔진 소
음 등이 주요하며, 착륙접근 비행시는 BVI 소음이 주
요 소음현상이 된다. 그러므로 헬리콥터나 회전익기
의 경우 로터소음을 저감시키는 것이 전체 소음저감
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로터소
음저감에 관한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계획에 대
하여간략히기술하였다.

그림 2. 헬리콥터 소음원 및 스펙트럼

부위에감쇠기를장착하여동체에전달되는진동을줄
여주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댐핑이 존재
하는 탄성체 재료 (elastomeric materials)로 만들어진
감쇠부품을트랜스미션과동체장착부에부착하는방
법인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raft 방법이 있다. 이 방법
은웨스트랜드(Westland) 헬기사가개발한 W-30 헬기
에 적용되었었다. 이 외에도 유체의 점성을 이용하여
진동원을 고립시키는 LIVE 시스템, 상쇄 질량을 부착
하여 특정 주파수의 진동 진폭을 완화시켜주는 DAVI
시스템 등이 존재한다. 그림 4에는 Raft 장착 시스템의
적용예를보여주고있다.
그림 5에는 로터 헤드 완충기의 모습이 제시되었으
며, 부가적으로 적용시와 미적용시의 진동 수준을 비
교하여 제시하였다. 완충기를 부착하면 미부착시보다
진동이 50% 이상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Blade
Blade Trim
Trim Tab
Tab :: Balancing
Balancing

1.1 수동적 진동/소음 제어 방법

로터 진동의 수동적 진동제어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로터 트랙킹 및 밸런싱용으로 부착된 트림 탭
(trim tab), 원심력을 이용한 바이필라(bifilar), 스프링
을 이용한 로터 헤드 완충기(rotor head absorber) 등
의 방법이 존재한다. 현재 트림 탭은 대부분의 블레이
드에서동적밸런싱(dynamic balancing) 작업을할때
사용하며, 바이필라(bifilar) 방법은 로터 진동 저감을
위해 BO-105, WG-30 등 많은 헬기에서 적용되고 있
다. 또한로터 허브중심부에로터헤드완충기를장착
하여 로터 회전에 따른 진동을 줄여준다. 그러나 이러
한 수동적 진동제어 방법은 설계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제작 및 운용단계에서 적용되는 개념
으로서 중량 페널티(weight penalty) 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 3에는 트림 탭을 이용하여 밸런스를 잡는
방법과 바이필라를 적용하는 예가 제시되었다.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큰 중량 페널티가 있다는 것
을알수있다.
한편 로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것외에로터와트랜스미션에서동체에전달되는

Centrifugal
Centrifugal Pendulum
Pendulum Absorber
Absorber (Bifilar)
(Bifilar)

< Bo-105>

< Lynx>

그림 3. 수동적 진동제어 방법 적용 예
Raft mounting system : W-30

Elastomeric Mounts

그림 4. Raft 장착 시스템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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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
Rotor Head
Head Absorber
Absorber

<Flexispring Absorber : Lynx, W-30>

그림 5. 로터 헤드 완충기 적용 예

이러한 수동적 진동제어 방법은 앞서 기술한 것처
럼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장착되면 고정되는 형태로 다양한 진
동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능동
적 진동제어 방법과 달리 별도의 전원공급장치, 유압
장치 등과 같은 지원시스템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
므로 비교적 간단하면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로터 저소음화 기법에는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로터깃단속도 저감, 블레이드개수증가, 로터면적저
감, 총중량감소 등을 먼저 고려할 수있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는기본개념은 BVI 소음저감을위해서깃단와
류(Vortex)의 세기를 감소시키거나, 와핵(Vortex Core)
크기를 늘리거나 후 행 블레이드와의 이격거리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깃단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그림 6
에다양한깃단형상예가제시되었다.

그림 6. BVI 소음 저감을 위한 로터 깃단 형상

블레이드는 ONERA, DLR, Eurocopter
의 공동연구로 개발된 Aroacoustic Rotor
Optimization Programme (ERATO) 블레이드를 기반
으로한블레이드로써 BVI 발생시의 Parallel Collision
을 Incidence Collision으로 발생되도록 함으로써 BVI
소음을 저감을 획득하였다. Blue Edge 블레이드는
EC155에 장착한 비행시험을 통하여 3~4dB의 소음저
감을 확인 하였다. 그림 7과 8에는 프랑스의 ERATO
블레이드저소음형상이제시되었고, 유로콥터사의저
소음로터블레이드개발프로그램인 Blue Edge Blade
형상이제시되었다.
Blue Edge

그림 7. ERATO 블레이드 저소음 형상

그림 8. 유로콥터사 Blue Edge Blade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gusta-Westland)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블레이드 끝단 형상 및 다
양한 익형을 사용함으로써 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소
음 저감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림9에
BERP IV 블레이드끝단형상이제시되었다.
BERP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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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블레이드에 장착하는 형태가 존재한다. 별도의
작동기 형태도 힘을 발생하는 원리에 따라 적층형
(stack type), 굽힘형(bender type) 형등이존재한다.
그림 10은로터제어를위한방식, 스마트재료및스마
트작동기와의상호관계를보여주고있다.

그림 9.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 BERP IV Blade

Smart Materials

Blade Root
Servoflap
Twist
Camber

Piezoelectric (PE)
Magnetostrictive [MS]
Shape Memory Alloys [SMA]
Electrorheological Fluids

Smart Actuators
Discrete vs Imbedded
Stack (normal)
Multilayer (in-plane)
Bender

1.2 능동적 진동/소음 제어 방법

로터 진동 제어를 위한 능동적 진동제어 방법은 효
율적인진동제어를위한작동기의개발을중심으로발
전하였다. 초기에는일반적인유압식작동기를장착하
여 진동 소스를 제어하였으나, 이런 유압식 작동기는
부피뿐만아니라질량도상당히크며부수적인유압공
급장치 등이 병행되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헬기
성능을저하시키는주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압
전재료와 같은 스마트 재료들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응용한다양한작동기들이개발되어헬기로터진동제
어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스마트 재료들 중
대표적인 것은 압전재료(PZT), 자왜재료
(magnetostrictive, MS),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SMA), 전기유변유체(electrorheological fluids)
등이 존재한다. 이 중 압전재료의 경우 헬기 로터 진동
제어를 위한 작동기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2005년에는 BK117 헬기 로터 시스템에
장착하여 비행시험까지 성공하였다[2]. 이처럼 스마트
재료를로터시스템에적용하는방법은로터진동을제
어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블레이
드 루트(root)에서 블레이드 전체의 피치를 제어하는
방법, 블레이드에 플랩을 장착하여 일부만 제어하는
방법, 블레이드 외피나 스파에서 비틀림 각을 제어하
는 방법 및 블레이드 익형의 캠버를 변형시키는 방법
이존재하게된다.
또한 스마트 재료를 적용한 작동기의 종류 및 형태
도다양하게존재하는데크게블레이드내부구조물에
심어 넣는(embedded) 형태와 별도의 작동기를 제작

Rotor Control

그림 10. 로터 제어, 스마트 재료 및 스마트
작동기와의 상호관계

앞에서 로터 진동/소음 제어방법에 대하여 개략적
으로 설명한 수동적 진동제어 방법과 능동적 제어 방
법은 대부분이 설계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헬기의 시제 및 운용단계에서 적용된다. 현재는 헬기
운용단계에서 로터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능동적
진동제어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BK117 헬기의 비
행시험 성공을 계기로 조만간운용단계에서의 적용이
예상된다.
2. 능동적 진동/소음 제어 방법
2.1 Active TEF (뒷전 플랩)

바이모프 굽힘형 TEF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University of Maryland,
UMD)에서는 바이모프 굽힘형 작동기를 개발하여 로
터 시스템 진동제어 및 성능 향상에 적용하고 있다. 대
표적인 적용 기술을 소개하면, 블레이드 스파에 바이
모프 한쪽 끝단을 지지하여 외팔보로 만든 다음, 다른
쪽 끝단은 기계적 링키지를 통해 플랩 힌지와 연결되
어 있어 바이모프에 전압을 가해주면 한쪽 끝단에서
처짐이 발생하여 플랩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
다. 이러한회전은플랩각을발생하도록한다. 그림 11
에는이러한바이모프굽힘형작동기의원리를설명해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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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그림이 제시되었다. 한편 블레이드 스파 뒤로 바
이모프 작동기를 장착함으로써 시위방향의 무게중심
이 뒷전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블
레이드 앞전에 상쇄 웨이트를 심어주게 된다. 그림 12
에는블레이드에설치된바이모프굽힘형작동기예를
보여주고있다.

그림 13. 3/rev 진동하중의 진폭 감소 효과
그림 11. 바이모프 굽힘형 작동기 원리

그림 12. 블레이드에 설치된 바이모프 작동기 (UMD)
UMD에서는 마하축소형 블레이드를 제작하여 시
험하였다. 총 8개층의압전재료를테이퍼지도록적층
하여 충분한 변위와 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두께
8mm, 길이 40mm의 작동기를 통해 구현되는 로터
3/rev 진동하중의 진폭은 50%이상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바이모프 굽힘형 작동기를 플랩에 적
용하여 TEF에 구현할 경우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랩의 크기는 반경 75%R부터
83%R에 위치하고 코드 길이의 20%C이다. TEF에 의
한 플랩 처짐각은 약 ±4°가 구현되었다. 그림 13에 바
이모프 작동기의 성능 및 마하 축소 실험을 통해 나온
3/rev 진동하중의진폭감소효과에대한결과가제시
되었다[3].

적층형 TEF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University of Maryland,
UMD)에서는 굽힘형 작동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층형작동기를개발하였는데, 이작동기는상대적으
로 작동력이 강한 반면 변위가 작다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작은 변위를 크게 하기 위한 증폭 시스템을 개발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L-L 형태의 작동기이다.
기본적으로 적층형 작동기를 적용하였으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double lever amplification 개념을
적용하여 L-L형 적층형 작동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내
부와 외부에 각각 Lever가 존재하여 2번에 걸쳐 변위
가 증폭되는 원리이다. Double Lever Amplification
원리가 그림 14에 도식화되어 설명되었다. 적층형 작
동기에서는충분한작동력을바탕으로기계적링키지,
지렛대 원리, 가위 원리 등의 부수적인 기계장치와 연
결되어 변위를 증폭시킴으로써 힘과 변위의 요구조건
이 충족되도록 발전되어 왔다. 그림 15에는 실제로 하
드웨어로 구현된 작동기와 블레이드의 TEF에 적용된
사례를보여주고있다[4].
2.1.2 L-L

그림 14. Double Lever Amplification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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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X-Frame 로터 블레이드 적용 예
2.1.4 APA TEF

그림 15. L-L 적층형 작동기 및 블레이드 설치 모습
2.1.3 X-Frame TEF

적층형 작동기 중 상용화되어 쓰이고 있는 대표적
인 압전재료 작동기에는 X-Frame 작동기가 로터시스
템의 TEF에 적용되고 있다. X자 형의 링키지를 이용
하고힌지가중앙에서한쪽으로치우쳐져서변위가짧
은 쪽에 압전재료 작동기를 설치하고, 변위가 큰 끝단
에는실제변위로사용되는출력부가되도록움직이는
원리이다. 그림 16에 X-Frame 작동기의 원리가 개략
적으로 기술되었다. 그림 17에는 로터 블레이드에
X-Frame 작동기를 장착하여 시험하는 장면을 제시한
것이다[5].

적층형 작동기 중 상용화되어 쓰이고 있는 또 하나
의 사례는 CEDRAT Amplified Piezo Actuators
(APAs)이다. 프랑스 ONERA 연구소에서 축소 로터
블레이드에장착하여기술시현을마쳤으며, 여러가지
모델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APA 작동기의
대표적인원리는타원형프레임내부장축에압전재료
적층형 작동기를 설치하여 큰 힘을 이용하여 변위를
발생시키면 단축에서약 2~5배의 큰변위가생기는 원
리이다. 그림 18에 APA 작동기의 작동원리 설명이 도
식화되어제시되었다[6].

그림 18. APA 작동기의 동작원리

그림 16. X-Frame 작동기의 작동원리

그림 19에는앞에서언급된로터시스템의 TEF에적
용되는 여러 가지 작동기에 대한 사양을 개괄적으로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다. 각각 사용 목적에 따라 요구
되는 압전재료의 전압 및 전류 등이다르고 이에 따라
구현되는힘과변위도다르지만설계시필요한요구사
항에 따라 적절한 작동기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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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S test rig>

그림 20. TEF 장착 위치 및 형상

그림 19. APA 작동기의 로터 블레이드 적용 예

로터시스템 비행시험 성공
최근에 압전재료 작동기를 이용한 TEF를 실제 헬
기의 로터시스템에 적용하여 비행시험에 성공하였다.
2005년 유로콥터 독일(Eurocopter Deutschland,
ECD)사에서는 BK117 헬기에 TEF가 장착된 로터를
달고 제자리 비행 및 전진비행 등 다양한 비행조건에
대한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장착된 로터 시
스템을 ADASYS( Adaptive Dynamics System)로터
라고명명하였으며, TEF의크기및위치에따라 7개의
다양한 형상에 대한 시험을 통해 최종 형상을 확정하
였다. 이번 비행시험 성공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전의 TEF가 단일 플랩(Single Flap)을 사용하였지
만 이번 ADASYS 로터의 경우 다중 플랩(Multi Flap)
을사용한것이 특징이다. 이는 플랩조종력크기의한
계를 극복하기위해 기존단일플랩을 2개로분리하여
각각의 플랩에 작동기를 부착하여 움직이도록 하였
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동기 크기를 줄였을 뿐 아니라
원하는 작동기의 힘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BK117에 장착되어 비행시험에 성공하기 까지는
BO105헬기에 기술 적용 가능성을 선행적으로 연구했
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수행 결과로 비행시험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 20에 후보로 선정된 TEF 위치
및 형상이 제시되었으며, 그림 21에는 비행시험 장면
을보여주고있다[2].
2.1.5 TEF

그림 21. BK117 ADASYS 비행시험 장면
2.2 비틀림 각 제어(Active Twist Blade)

능동적비틀림각제어를통한진동/소음저감에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방식은 외부에 작동기를
장착하여 피치각을 제어하였지만, ATR 개념은 블레
이드내부구조물에작동기를심어서구조재료역할을
하면서작동기역할을하도록설계된개념이다.
미국의 NASA, US Army, 보잉사 및 MIT가 공동으
로수행한 ATR 개념은블레이드스파(Spar) 구조에압
전재료를 심어서 전기에너지를 부과하면 운동에너지
로 변환되어 스파 구조 자체를 비틀리게 함으로써 블
레이드 피치각을 변화시켜준다. 비틀림이 최대한 잘
발생되도록 ±45° 방향으로 작동기가 움직이도록 배열
한다. 상기 연구에서 NASA Langley 연구소의 풍동시
험을 통해 4개 블레이드 장착 형상에 대한 시험결과
3/rev에 대한 진동감소 효과를 보았으며, 4/rev과
5/rev 진동감소는덜효과적인것으로나왔다.
프랑스의 ONERA 연구소는 2개의 쌍둥이 작동기
를 블레이드 스파에 심어 서로 상호 반대방향으로 움
직이게 하여 블레이드의 워핑(Warping)이 발생하게
하고, 이러한 워핑 효과에 의해 블레이드 비틀림 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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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게 된다. 이러한 모델 연구를 통해 TWISCA 로터
모델을 통해 능동적으로 제어되는 비틀림 각도가
3/rev 진동으로 3.8도까지 제어가 가능하였다. 4/rev
진동으로는 1.5도정도만보여주었다. 따라서 3/rev 진
동에보다효율적으로제어가가능한시스템임을확인
하였다.
독일 DLR 연구소는 블레이드 외피에 작동기를 심
어블레이드외피를변형시켜줌으로써비틀림각효과
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블레이드 외피에서 적층각도
스파개념과 유사하게 ±45° 방향으로 적층하였다. 독
일 DLR 연구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4/rev 진동으로
3.5도까지제어가가능했으며, 3/rev에서는 3.2도정도
제어가 가능하였다. 그림 22에 ATR의 다양한 형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ATR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적으로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시험에 앞서 해석적으로도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23에는 해석적으로 비틀
림 각 생기는 양을 계산하고, 훨타워에서 시험하는 장
면을보여주고있다.
독일 DLR 연구소는 가장 활발하게 ATR 연구를 진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발전 형태가 그림 24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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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ctive Twist 비틀림 각 해석 및 훨타워
시험

그림 24. DLR Active Twist Model Rotor 발전과정
2.3 스와시플레이트리스 로터
(Swashplateless Rotor)

그림 22. Active Twist Rotor 형태

헬리콥터 로터 피치각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기
계적 장치가 스와시플레이트(swashplate)이다. 이 장
치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중량도 많이 차지하기 때
문에단순화하고심지어는완전히제거하는연구도진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사례로 미국 벨사는 1982년
IBIS(Individual Blade Control Independent) 시스템
을 개발하여 최초로 Bell 412에 장착하여 시험을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Fly-by-wire를 장착하였으며, 4중
안전 유압작동기를 블레이드마다 장착하였다. IBI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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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허브 항력은 40% 감소하고, 중량 감소
는 245파운드감소, 정비주기는반으로줄어들고, 비행
안전성은 유지되도록 요구조건을 수립하였다. 그림
25에는 Bell 412에장착한로터형상이제시되었다.
독일 ZFL, DLR 연구소 등은 스와시플레이트를 제
거한 로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
재 비행시험을 위한 연구개발 준비 단계에 와 있다. 로
터 허브에 장착된 전기 모터에 의해 피치각을 직접 바
꾸는 개념이다. 그림 26에는 ZFL사의 Swashplateless
허브형상및개념이제시되었다.
2.4 각국의 진동/소음 저감 사례

미국 벨(Bell)사
미국 벨(Bell)사는 1962년에 UH-1A 헬리콥터를 개
조하여 진동 저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UH-1A
헬리콥터는 2개 블레이드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블레
이드 패싱 주파수(blade passing frequency)인 2/rev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기술
수준이 낮아 진동 저감에 대한 가능성은 확인되었으
나, 상대적으로 블레이드 조종력이 증가하는 단점이
생겼다. 또한 2/rev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서는 동체 위치별로 다른 위상 차이를 부과하도록 수
정하였으며, 또한 비행속도에 따라 위상도 차이가 남
을발견하였다. 그림 27에는 Bell사의 비행시험결과가
제시되었다.
2.4.1

그림 26. ZFL사의 Swashplateless 개념

그림 27. Bell사 UH-1A 비행시험 결과

미국 휴이(Hughes)사
미국휴이(Hughes)사는 1982년후반에조종석진동
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4개 블레이드를 장착
한 OH-6A 헬리콥터에 능동적 진동 제어 장치를 장착
하여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다. 수동 및 자동 모드에 대
하여 비행속도 100노트까지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수
행하였다. 이러한 시험에서 3, 4 & 5/rev 진동에 대한
제어를시도했으며, 최초로능동적진동제어의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행시험임을 입증하였다. 그림 28에
는 휴이사의 작동기 장착 전후의 결과 비교가 제시되
었다.
2.4.2

그림 25. Bell 412 Swashplateless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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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어로스페샬(Aerospatiale)사
프랑스 에어로스페샬(Aerospatiale)사는 1985년과
1988년 2차례에걸쳐 3개블레이드를장착한 SA349 헬
리콥터를이용하여능동적진동저감에대한연구를수
행하였다. 최대피치각도를 ±1°를부여하였으며, 폐쇄
회로(close loop) 제어를 적용하였다. 2, 3 & 4/rev 진
동을 제어하였으며, 뛰어난 효과를 얻었다. 착륙장치
에 소음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장착하여 BVI 소음을 측
정하였으며, 원래 소음 대비 -3.5dBEPNL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29에는에어로스페샬사의 SA349 능동진동소
음제어값의결과가제시되었다.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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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콜스키(Sikorsky)사
미국 시콜스키(Sikorsky)사는 1985년 4개 블레이드
를 장착한 S-72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능동적 진동저감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동저감을 위해 고차 조
화함수제어(Higher Harmonic Control, HHC)를이용
하여 개방회로(Open Loop)를 적용하였다. 수동적 진
동저감 방법인 바이필라(Bifilar)를 제거하고 객실 진
동 저감장치도 제거한 후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다. 수
평비행, 상승비행 및 하강 비행 등에서 뛰어난 진동 저
감 효과를 얻었으며, 성능이나 조종력 측면에서 역효
과는 없었다. 시콜스키사는 본 비행시험을 통해서
HHC 시스템에 대한 중량 증감이 115파운드 발생하였
으며, 5000만 HHC 사이클 수에서는심각한누유 또는
마모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HHC 제어장치
를 작동했을 때 수평비행에서의 조종석 진동은 0.5g에
서 0.1g 로 감소하였으며, 상승비행에서는 0.8g에서
0.4g로 50% 감소하였다. 그림 30에는 시콜스키사의
S-72 헬리콥터의능동진동제어값비교가제시되었다.
2.4.4

그림 28. 휴이사 OH-6 작동기 장착 전후 결과
그림 30. 시콜스키사 S-72 능동 진동제어값 비교
2.4.5 HART (Higher Harmonic-control
Aeroacoustic Rotor Test)

프로그램은 국제공동연구 로서
방법을 적용하여 헬
리콥터 로터의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제
어기법 개발 프로그램이다. HART I 사업은 DLR(독
일), ONERA(프랑스), US Army(미국), NASA LaRC
(미국), DNW(네덜란드) 5개국이 참여하였다. 시험기
획후 1994년시험을수행하였으며, HHC의소음-진동
HART
HHC(Higher Harmonic Control)

그림 29. 에어로스페샬사 SA349 능동 진동소음
제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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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효과에대한기초연구를수행하였다. 더불어최신
시험기법인 Laser Light Sheet와 Projected Grid
Method를 적용하였다. 후속과제가 계속 진행되었으
며, HART-II라는이름으로진행되었다. HART II 사업
은 HART-I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나라들이 참여하였
으며, 시험기획 후 2001년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
그램에서는 HHC 해석코드 개발을 위한 In-flow &

로 다중 구
성되어 소음 진동저감을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3에
는
블레이드의개념이제시되었다
Controlled Tip), APL(Actively Pitch Link)
/
.
SHARC
.

Out-of-flow Noise, Blade Tip Deflection, Model
Position
Dataset
.
, 3-Component PIV,
Stereo Pattern Recognition
.
31
HART-II
.

등 완전한
획득을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선진 신규 시험 기법인
을 적용하였다 그림 에
는
의시험장면이제시되었다
그림 32. 유로콥터사 Blue Pulse 블레이드

그림 31. HART II 풍동시험 장면

블레이드 개발
유로콥터(Eurocopter)사에 의하여 개발된 Blue
Pulse는 압전재료 작동기(piezoelectric actuator)에 의
해 구동되는 능동 제어 뒷전 플랩을 이용한 능동소음
제어 블레이드로써, Blue Pulse는 2005년에 EC145 헬
리콥터에 장착한 비행시험을 통하여 5dB의 소음 저감
및 70%의 진동저감을 확인하였다. 그림 32에는 유로
콥터사에서 수행한 Blue Pulse 블레이드의 훨타워 시
험장면이제시되었다.
2.4.6 Blue Pulse

블레이드
이탈리아)에서는 CANADA 및 유럽과 공
동으로 연구진행하여 SHARCS (Smart Hybrid Active
Rotor Control System)을 개발 중이며 이는
ACF(Active Controlled Flap)과 ACT(Active
2.4.7 SHARC
Agusta (

그림 33. SHARC 블레이드 개념

블레이드
일본)에서는 소음 저감을 위해 블레이드 끝
단 부위에 tab을 설치하여 tab을 능동적으로 제어함으
로써 소음 저감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2.4.8 Active Tab
J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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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개 블레이드를 장착하여 풍동시험 등을 통해 기술
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최근에는 2개 블레이
드를 장착한 실물크기의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능동
적 소음 제어를위한 실험에서 AT(Active Tab) 기술은
2.9dB 수준까지 제어가 가능하며, 실험을 통해서
2.0dB 수준까지 소음 저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음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전진면
(Advancing Side)에 존재하는 위상도 규명하였다. 향
후 추가적인 시험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림 34에는 JAXA에서 수행한 AT 시험
장면및결과가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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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는 진동 및 소음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과
거에는수동적방법으로특정주파수에해당하는진동
및 소음을 줄였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주파수를
변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동적 진동
및 소음 제어 방법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헬리콥터 진동 및 소음을 제어하는 능동적 방법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동향 및 사례를 기술하였다. 서론
에서는 헬리콥터 진동 및 소음을 제어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고, 본론에서는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사례 및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는 능동적 플랩구동장치 및 비틀림
장치등을중심으로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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