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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회전익기는 수직 이착륙 및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고유의 장점으로 다양한 유인 무인 항공기로 활용하고 /

있으나 기존 헬리콥터는 순항 속도 및 항속 거리에 , 

제한이 있다 항공 선진국은 이러한 기존 회전익기의 .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 로터와 보조 프로펠러의 , 

결합으로 전진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복합형 회전익기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합형 회전. 

익기의 실제 운용중인 사례는 없으나 빠른 시일 내에 , 

국내 관련분야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항공 선진국과

의 기술 격차를 좁힘으로써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

고 있는 소형무인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 

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복합형 무인 회전익기의 

개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복합형 무인 회전익기의   

로터드라이브시스템 개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연관 . 

를 선정하고 등의 인터넷 Key Word Google Patent 

사이트를 통해 관련 특허를 조사하여 분류하였다 또. , 

연관도가 높은 특허를 개의 유사한 그룹별로 나누어 10

세부적인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로터드라이브시스템 개

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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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urvey of patents and an analysis of a conceptual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rotor 
drive systems in combined unmanned rotorcraft in. The patents were classified into 10 cases with respect to 
the rotor drive system development, and these are reviewed and analyzed in detail. The results describe 
development concepts for rotor drive systems for vehicles obtained through the patent analysi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복합형 무인 회전익기의 로터드라이브시스템 개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특허를 로터드라이브시스템 개발의 관점에서 개의 유사한 그룹별로 나누어 세. 10
부적인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특허 분석 결과를 통해 비행체의 로터드라이브시스템 . , 
개발 개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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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연구 고려사항2. 

로터드라이브시스템의 개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전에 우선 개발 대상 , 

복합형무인회전익기의 개념 형상 을 고려한다(Fig. 1) . 

동축반전 하는 로터와 추력 (Coaxial Counter-Rotating)

향상을 위해 프로펠러를 비행체 후미에 배치하는 복합 

개념이다[1].

Fig. 1 Conceptual Configuration of 
Combined Unmanned Rotorcraft

다음은 대상 비행체의 기본적인 주요 정보와 사양을   

정리하여 제시한다[1].

 Initial Reference Model

 Sikorsky S-97 Raider Helicopter

 Baseline

 Propulsion: Electric Hybrid

 Engine Power: 35 hp

 MTOW: 125 kg

 Requirement

 Speed: 150 km/h

 Payload: 20 kg

 Flight Time: 60 min

한편 일반적으로 로터드라이브시스템의 기어박스   ,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검토하여 개발에 ,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기어 종류(Gear Type)

 효율(Efficiency)

 기어 속도비(Gear Speed/Ratio)

 요구 전달 동력(Power to be Transmitted)

 구동축 상대 위치(Relative Position of Shafts)

 비용(Cost)

또한 하이브리드동력시스템 설계 개념을 검토하여  , , 

기어박스 구동축의 상대적인 배치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동력시스템의 배치 개념은 와 . Fig. 2

같이 직렬형 시스템 혹은 병렬형 시스템 배치 방안을 , 

고려할 수 있다[1].

직렬형 시스템의 경우에 설계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중량 증가가 불가피하고 교차축, (Intersecting Shaft) 

배치를 통한 베벨기어를 활용한 기어박스가 적절하다. 

병렬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 설계가 복잡하지만, 

중량 감소 및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 

평행축 배치를 통한 기어박스 형태가 (Parallel Shaft)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분석을 통해 드라이브시스템의 개  

념 형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로터시스템과 추진, 

시스템의 형상 및 형식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드, 

라이브시스템 형상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대. 

비하여 관련 특허 기술을 분석하고 비용 경제성 중, ( ), 

량 인터페이스 효율 성능 등의 비교연구를 통한 최( ), ( ) 

적의 개발 요구조건 및 규격을 정립하는 것이 개념설

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업무이다.

Fig. 2 Concepts of the Hybrid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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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로터시스템과 추진시스템의 개념 설  

계를 완료한 후 특허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적정한 , 

드라이브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허의 조사 및 분석3.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관

련 핵심 기술과 개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시, 

스템의 특허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 

허의 조사 및 분석 방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

행한 미래형 항공기 개“ (PAV: Personal Air Vehicle) 

발 선행연구 지식경제부 에서 특허정보원의 협(2010, )”

조를 통해 수행한 경험이 있다[4].

개발 대상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절차는 다음 에 제시한다Fig. 3 .

Fig. 3 Procedure for Patents 
Survey and Analysis

특허 조사 방법 및 기간3.1 
특허를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연관어 의   (Key Word)

선정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다수의 중복성을 , 

배제하기 위해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선정한 연관어는 다음 에서   Table 1

제시한다 단 조사 범위 설정을 위해 연관어 그룹을 . , 

일반적인 항공기 체계를 따라 구분하였다.

이번 특허를 조사하기 위한 웹 사이트는 와   Table 2

같이 선정하여 사이트를 기본 검색 , Google Patent 

사이트로 사용하고 관련 자료의 정보 확보가 어려운 , 

경우에는 다른 보조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그룹 연관어(Key Word)*

Group 1
(Rotor) Drive System, Transmission, 

등등Gearbox, 

Group 2 등등Coaxial, Counter-Rotating, 

Group 3 등등Helicopter, Rotorcraft, 

검색 연관어의 파생어도 모두 검색 대상으로 선정* 

예  ( : Gearbox, Gear-Box. “Gear Box”)

Table 1 Key Word

구분 사이트

기본 https://patents.google.com/

보조

http://www.freepatentsonline.com/

http://www.wipo.int/patents/

http://www.uspto.gov/patent/

https://www.epo.org/

http://www.kipris.or.kr/

Table 2 Web Sites for Searching Patents

이상과 같이 특허 조사에 앞서 필요한 사전 작업을   , 

수행한 다음 년 월 하순경부터 년 월 중, 2016 2 2016 4

순경까지 약 주간에 걸쳐 특허 조사를 수행하였고8 , 

특허 조사 과정에서 간단한 검토를 통해 대상 항공기 

형상과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배제하였으며 각각의 , 

검색 연관어 조사에서 연관성이 높은 순위로 개를 100

넘지 않도록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특허 . , 

분석 과정에서 인용 등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에는 추

가적으로 관련 특허를 다시 추적 조사하였다.

특허의 분류 및 분석 대상 특허의 선정3.2 
특허 조사를 통해 확보한 특허는 추가적인 조사를   

포함하여 모두 개의 특허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를 465 . 

국가별로 구분하여 에 제시한다Table 3 .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특허는 미국에서   

출원한 것으로서 다른 국가별 출원 특허는 역사적인 , 

배경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출원한 특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에서 출원한 특허와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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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 특히 세계 특허의 경우는 지적재산권 보호. , 

를 위한 차원에서 각 국가별로 출원한 특허와 거의 동

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
특허

개수 개[ ] 비율 [%]

USA 350 75.3

Europe 36 7.7

World 36 7.7

Russia 15 3.2

Canada 11 2.4

China 10 2.2

Germany 7 1.5

합계 465 100.0

Table 3 Result of Patents Survey (Area)

다음은 조사한 특허를 연관어 그룹별로 분류하고   

에 그 결과를 각각 제시한다Table 4 .

그룹
특허

개수 개[ ] 비율 [%]

Group 1 132 28.4

Group 2 156 33.5

Group 3 278 59.8

Group 1 & 2 -35 1.5

Group 1 & 3 -54 -13.3

Group 2 & 3 -62 -7.5

Group 1 & 2 & 3 7 -11.6

연관어 포함* 422 90.8

연관어 미포함# 43 9.2

합계 465 100.0

연관어 포함은 그룹별 어느 하나라도 포함하는 * 개수

연관어 미포함은 어떠한 연관어도 포함하지 않는 개수# 

Table 4 Result of Patents Survey (Key Word)

다음으로 검토 및 분석 대상 특허를 선정하여 서로   , 

유사한 특허를 묶어 총 경우의 케이스로 구분하고10 , 

로터드라이브시스템 개발의 개념 정립 관점에서 특허 

공표일 순서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허의 검토 및 분석3.3 

[Case 1] 

이 특허 에서 제시한 동력 전달 개념은 와   [5] Fig. 4

같이 동축 구동축 상에 설치한 (Coaxial) (Drive Shaft) 

상하 로터마다 각각의 엔진 및 기어박스를 구비하고, 

각 로터 허브에서 체인을 통해 연동시키는 개념이다. 

각 엔진 모터 은 웜기어 를 통해 구동축을 ( ) (Worm Gear)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엔진으로부터 기어박스는 , 

클러치와 스프로킷을 통해 로터에 필요한 동력을 전달

한다.

Fig. 4 Case 1, Power Transmission Concept

[Case 2] 

이 특허 에서 제시한 동력 전달 개념은 와   [6] , Fig. 5

같이 두 대의 엔진으로부터 각각의 클러치를 통해 동, 

축로터 구동축으로 동력을 전달하고 (Coaxial Rotor) 

등속조인트 와 틸팅장치 를 통해 상(CV Joint) (Titables)

부와 하부의 로터를 각각 구동하기 위하여 구동축과 

동력전달장치 를 연결한다(Transmission) .

Fig. 5 Case 2, Power Transmiss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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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박스는 유성기어 로 이루어지며   (Planetary Gear)

하우징의 완전한 밀봉을 통해 습식섬프 의 (Wet Sump)

윤활 방식을 가진다.

[Case 3] 

Fig. 6 Case 3, Power Transmission Concept

이 경우 개의 유사한 특허 를 포함하며  6 [7~12] , 

과 같이 단 감속 기어박스로 이루어져 있다Fig. 6 2 . 1

단 기어는 상부 로터 단 기어는 하부 로터를 각각 , 2

구동하며 동력원으로부터 클러치와 피니언기어, (Pinion 

를 통해 단 기어에 고정시킨 공전기어Gear) 1 (Idler 

로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한다 단 기어와 단 Gear) . 1 2

기어는 내부 구동축과 동시에 맞물려 작동한다.

[Case 4] 

이 경우 모두 개의 유사 특허 를 포함하며  6 [13~19] , 

동력의 전달 개념은 에서 도시한 것처럼 벨트 Fig. 7 , 

구동과 기어박스를 통한 두 단계에 걸쳐 동력 전달이 

이루어진다 단계는 엔진으로부터 클러치와 구동축을 . 1

통해 벨트로 로터 구동축 풀리 를 구동하고(Pulley) , 2

단계는 구동축을 등속조인트와 짐벌 을 통해 (Gimbal)

기어박스와 연결하여 동축로터를 각각 구동한다.

기어박스는 개의 베벨기어 와 개의   2 (Bevel Gear) 4

공전기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전기어를 통해 상부 , 

베벨기어는 하부 로터 하부 베벨기어는 상부 로터를 , 

각각 구동한다.

Fig. 7 Case 4, Power Transmission Concept

[Case 5] 

Fig. 8 Case 5, Power Transmission Concept

이 특허 에서는 과 같이 동력원 내부에서   [20] Fig. 8

먼저 차로 감속기어장치와 클러치를 통해 속도를 감1

속하고 차로 베벨기어장치를 통해 로터를 구동하기 2

위한 구동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서 베벨기어장치는 개의 피니언기어와 상부의   1

로터와 하부 로터를 각각 구동하는 개의 베벨기어로 2

이루어져 있다,

[Case 6] 

이 경우는 개의 유사한 특허 를 포함하며  3 [21~23] , 

와 같이 수평으로 배치한 동축로터를 구동하기 Fig. 9

위한 동력 전달 개념을 제시한다 이 경우 두 단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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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전달이 이루어지며 단계는 엔진을 통해 벨트로 , 1

구동축의 풀리를 구동하고 단계에서는 선택적으로 , 2

유성기어 혹은 베벨기어를 사용하는 기어박스를 통해 , 

동축로터의 각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Fig. 9 Case 6, Power Transmission Concept

[Case 7] 

Fig. 10 Case 7, Power Transmission Concept

모두 개의 특허 를 포함하는 이 경우는  5 [24~28] , 

에서 도시한 것처럼 동력원의 구동축으로부터 Fig. 10 , 

벨트로 동력전달장치에 차로 동력을 전달한 다음1 , 2

차로 동력전달장치에서 클러치와 기구 를 (Mechanism)

통해 동축로터 구동축을 회전시키는 두 단계의 동력 

전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단 여기서 기구는 로터의 . , 

조종을 위한 장치이다.

[Case 8] 

이 경우는 개의 유사한 특허 를 포함하며  5 [29~33] , 

과 같이 엔진에서 로터까지 두 단계로 동력 Fig. 11 , 

전달이 이루어진다 먼저 엔진에서 차 기어박스로 동. 1

력을 전달한 다음 커플링 및 클러치를 통해 차 기어, 2

박스로 동력을 전달하여 로터를 회전시킨다 차 기어. 1

박스는 특별한 내부 장치의 언급이 없으나 차 기어, 2

박스의 경우에는 베벨기어를 사용하고 있다.

Fig. 11 Case 8, Power Transmission Concept

특이한 점은 초경량 급 비행체의 형상에   (Ultra Light)

대한 항공기의 규정에 따른 정량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Case 9] 

Fig. 12 Case 9, Power Transmission Concept

이 경우는 개의 유사한 특허 를 포함하며  7 [34~40] , 

와 같이 개의 덕트팬 을 가지는 Fig. 12 , 2 (Ducted Fan)

회전익기로서 두 단계의 동력전달장치를 제안한다 먼, . 

저 엔진 자체에서 감속을 위한 차 동력전달장치와 동1

축로터의 구동을 위한 차 동력전달장치로 동력을 전2

달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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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번 기어박스는 개의 덕트팬을 구  Figure 11 80 2

동하기 위한 것으로서 좌우의 덕프팬은 독립적인 기, 

어박스 번과 번 를 가지고 있다(86 88 ) .

[Case 10] 

Fig. 13 Case 10, Power Transmission Concept

이 경우는 개의 유사한 특허 를 포함하며  11 [41~51] , 

과 마찬가지로 엔진 자체의 동력전달장치와 [Case 10]

로터의 구동을 위한 동력전달장치로 동력을 전달하는 

개념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 같이 차 및 . , , Fig. 13 , 1

차 동력전달장치의 내부 기어 장치에 대해 좀 더 자2

세히 제시하고 있다 차 감속기어와 구동축을 통해 . 1 2

차 동력전달장치 상부와 하부의 링기어 사(Ring Gear) 

이에 배치한 피니언기어를 구동하여 하부와 상부의 , 

동축로터를 각각 구동하는 개념이다.

특허 분석 결과3.4 
지금까지 모두 여개의 케이스를 특허 관련 자료를   10

검토하고 로터드라이브시스템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성적인 개념이지만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 

개발 형상을 정립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의 경우에서 , [Case 4], [Case 8], [Case 10]

확보한 정보는 개발 시스템의 개념 연구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로터드라이브시스템 개념 연구4.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련 특허의 검토 및 분  3 , 

석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로터드라이브시스템에 대

한 개념적인 형상 정보를 확보하였다 또한 확보한 특. , 

허 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장에서 제시한 개념 연구 2

고려사항을 토대로 로터드라이브시스템의 다양한 형상

을 먼저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의 특허에서 제시한 의 경우  [33] Fig. 13 , 

개발하고자 하는 로터드라이브시스템의 기어박스 형상 

정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도이다.

Fig. 14 Example of a Gearbox Schematic[30]

에서 두 번째 기어박스의 개념적인 내부   Figure 14 , 

주요 구성품의 형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요성커플링5: (Flexible Coupling)

 스프래그클러치6: (Sprag Clutch)

 동축의 내부 외부 구동축13, 14: /

 베벨기어15, 16: 

 피니언기어17: 

 프리휠클러치18: (Freewheeling Clutch)

이 개념 외에도 베어링 및 기어박스의 윤활을 위한   , 

간단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 . [Case 8]

형상 개념을 참조로 개발 대상 로터드라이브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로서 로터드라이브시스템의 후보 형상으로   , 

다음 와 같은 형상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Fig. 15 . 

빨강색 타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로터드라이브시스템의 

기어박스와 그 내부의 베벨기어 장치를 개념적으로 모

델링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연구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념설계를 위  

해 다음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Drive System Architecture

 Function Flow Block Diagram

 Selection of the System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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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sibility Study

 Validation & Verification (V&V)

 Drive System Requirements

 Drive System Development Specification

Fig. 15 Rotor Drive System Conceptual Model

일반적으로 특허 분석을 통해 드라이브시스템의 개  

념 형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로터시스템과 추진, 

시스템의 형상 및 형식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드, 

라이브시스템 형상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대. 

비하여 관련 특허 조사 분석을 통해 얻은 드라이브 시/

스템 주요 구성품의 형상 및 기능 정보를 활용하여, 

비용 경제성 중량 인터페이스 효율 성능 등의 비교 ( ), ( ) ( ) 

연구를 통해 최적의 경제적인 개발 요구조건 및 관련 

규격을 정립하는 것이 개념설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업

무이다.

결    론4. 

이 논문에서는 드라이브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개발   

요구조건 및 관련 규격서의 수립을 위해 드라이브 시, 

스템 관련 특허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념 연구를 

수행하고 후보 개념 형상 및 향후 개념설계 방안을 ,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수행한 방식과 같이 시스템 개발을 위  , 

해 특허 분석을 통한 접근 방법은 향후 유사한 기술 

개발 분야의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개발 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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