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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optimization methods for adjustment of helicopter main rotor tracking and 

balancing (RTB). RTB is a essential process for helicopter operation and maintenance. Linear and 

non-linear models were developed with past RTB test results for estimation of RTB adjustment. Then 

global and sequential optimization methods were applied to the each of models. Utilization of the in-

dividual optimization method with each model is hard to fulfill the RTB requirements because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blade. Therefore an ensemble model was used to integrate every esti-

mated adjustment result, and an adaptive method was also applied to adjustment values of the linear 

model to update for next estimations. The goal of this developed RTB adjustment optimization pro-

gram is to achieve the requirements within 2 run. Additional tests for comparison of weight factor of 

the ensemble model are however necessary.

* 

기 호 설 명

 : 조절변수 또는 독립변수(notch, tab, weight)

 : 노치(notch) 조절량( ≤  ≤ )

 : 탭(tab) 조절량( ≤  ≤ )

 : 무게추(weight) 조절량( ≤  ≤ )

 : 종속변수(track, pitching moment)

 : 저피치에서의 트랙()

 : 고피치에서의 트랙()

 : 저피치에서의 피칭모멘트()

 : 고피치에서의 피칭모멘트()

 : 계수 행렬

 : 영향성 행렬

: 조절변수 행렬

1. 서  론

헬리콥터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싱 시험(RTB, 

rotor tracking and balancing)은 헬리콥터 운영/유지에 

필수적인 절차이다(1). 특히 복합재 블레이드의 생산 

편차 또는 운영간 발생되는 블레이드 간의 차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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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작업을 RTB 또는 rotor smoothing이라 한다. 

블레이드 복합재 성형으로는 외형, 질량 분포, 방향별 

강성 등이 완벽히 동일한 블레이드는 제작 불가능하

다. 이러한 블레이드간의 차이는 로터 진동의 원인이 

되며, RTB는 진동 저감에 큰 역할을 한다. 해외 헬리

콥터 선진국의 경우 HUMS 시스템 개발과 함께 동적

밸런싱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대부분의 헬리콥터 

선진기관들은 2000년대 초반에 헬리콥터 HUMS 시스

템의 일환으로 RTB 전용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2). 

대부분의 RTB 시스템은 neural network을 적용

한 조절변수 최적화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조절변

수 최적화 분야에 신경망기법과 선형 알고리듬 간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

며(3), 이전 RTB 시험 결과를 다음 단계 RTB 조절

변수 최적화에 적용하는 적응기법(adaptive method) 

등이 연구되기도 하였다(4).

국내에서는 수리온 헬리콥터 개발간, 건국대에서 

유전자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훨타워를 이용한 동적밸

런싱에 적용할 있도록 연구한 사례가 있다(5). 그러나 

당시에는 적용할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여 실제 

RTB 수행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후 건국대에서

는 시스템 식별을 통한 선형/비선형 모델 생성 및 최

적화를 통해 기체용 RTB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시뮬레이션까지의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해당 연구

에서는 선형, 비선형 모델의 최적화 결과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6).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RTB 조절변수 최적화 연구

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며 RTB 수행 횟수

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한다. 이

를 위해 기존 수행했던 RTB 데이터베이스(DB, data-

base)로부터 선형 및 비선형모델을 생성하였고 이 모

델로부터 RTB용 조절변수를 계산/추정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최종적인 RTB용 조절변수를 결정하

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블레이드별 특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일 모델 및 단일 최적화 기법으로는 

모든 블레이드에 대해 각각의 조절변수를 최적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헬리콥터 RTB

(1) 훨시험설비를 이용한 RTB

대부분의 헬리콥터 제작/운영 기관에서는 생산된 

블레이드의 RTB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 훨시험설비

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 훨시험설비를 이

용한 RTB를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기체에 장착하

여 RTB를 수행하기도 한다. Boeing사의 아파치 헬

리콥터(AH-64D/E)가 그 사례이다(7). 

훨타워 시험설비를 활용할 경우 마스터블레이드

를 이용한 RTB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간 유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서 세트간 상호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

이 좀더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기체에서 곧바로 

수행하는 RTB는 마스터블레이드를 적용할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2) 국내 RTB 수행 현황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리온 헬리

콥터(KUH) 개발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RTB를 수

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마스터 블레이

드를 선정하여 적용하고 있다(8,9). 

수리온 헬리콥터의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밸런싱 

시험을 위해서는 3개의 조절변수와 4개의 종속변수

가 있다. 3개의 조절변수는 notch(), tab(), 

weight()로 종속변수 ∆(), ∆(), 

∆(),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참고문헌(10)에 기술되어 있다. 수리온 RTB의 요

구도는 다음 식 (1~4)와 같다.

 ∆    ≤ mm (1)

 ∆  ∆ ∆≤ mm

(2)

 ∆    ≤ Nm (3)

 ∆  ∆ ∆≤ Nm

(4)

Table 1은 각각의 조절변수별 종속변수를 단순회

귀분석하여 그 영향성을 정리한 결과이다. p-value

는 0.05이하인 경우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

하다고 판단하며, 좋은 추정모델은 결정계수(R2)는 

0.95 이상, 상관계수는 절댓값이 0.6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은 과, 는 와, 는 와 

강한 유의성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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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adjustment effect analysis

Statistic    



p-value 0.001 0.001 0.25 0.592

R2 0.8552 0.2028 0.0086 0.0019

r 0.92 0.45 0.09 -0.04



p-value 0.001 0.001 0.001 0.001

R2 0.0925 0.1221 0.8697 0.3244

r -0.3 -0.35 -0.93 -0.57



p-value 0.013 0.001 0.003 0.001

R2 0.0395 0.3578 0.0544 0.7364

r -0.2 0.6 0.23 0.86

R2 : determinant coefficient
r : correlation coefficient

Fig. 1 RTB procedure

결론적으로는 모든 종속변수는 모든 조절변수에 영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RTB 수행 절차는 Fig. 1에 제시하였다. 훨타워 

시험설비 회전준비와 측정시스템들의 교정이 끝난 

뒤, hub only test를 수행하여 피치링크에서 측정되

는 pitching moment의 tare value를 확보한다. 이후 

골드 마스터 블레이드를 기준으로 교정된 실버마스

터 블레이드 2개를 장착한 후, 나머지 슬리브에 생

산블레이드(대상 블레이드)를 장착하면 시험준비가 

끝난다. 

시험 준비를 마친 대상블레이드는 모든 조절변수

를 zero 세팅 후에 초기회전(0L)을 하며 종속변수인 

(~)를 측정한 후,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첫 

번째 조절변수 (~)를 선정한다. 이를 반영

하여 두 번째 회전(1L)을 하며 를 다시 측정한

다. 이때 측정된 를 요구도와 비교하여 다시 조절

변수를 조종할지 시험을 종료할지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RTB 수행 초기에는 5 L에서 15 L 

정도의 반복적 시도를 통해 요구도를 맞추어 왔으

나, 마스터블레이드를 적용하면서 시험자의 경험이 

늘어나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1 L에서 7 L정도의 시

험 횟수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절변수의 양을 

시험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으며, 좀 더 효

율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2.2 메타모델 기법

메타모델이란 기존 데이터(요인, 결과)로부터 상

관관계식으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수치해석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며 일반적인 메타모델방법으로

는 회귀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반응

표면법, 크리깅기법, 신경망기법 등이 최근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RTB를 수행해온 156개 블레

이드의 시험결과를 DB(database)화 하여 메타모델을 

생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적용한 메타모델기법은 선

형모델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고, 비선형 모

델은 반응면기법과 크리깅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조절변수 최적화를 위해 혼합모델(앙상블 모

델)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TB 조절변수 최적화는 복합재 블레이드 생산 및 

운용 중에 발생한 랜덤오차로 인한 특성차이가 존재

기 때문이다. 랜덤오차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단일 모델 및 단일 최적화 기법으로는 모든 데이터

를 만족하는 최적화를 할 수 없다. RTB 조절변수 

최적화 문제 역시 같은 개념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최대 2 L의 시도로 요구도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 다중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단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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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확장된 개념이다. 선형 모델

을 생성하는데 사용되었고 그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1).

         

(5)

이를 벡터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는 회귀계수이며, 식 (6)은 행렬식이다.

(2) 반응면기법

반응표면은 반응변수(종속변수)와 설계변수(독

립변수)들과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며, 실험계획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실험계획

법에 의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 실험된 데이터

를 갖고도 반응표면을 생성할 수 있다. 다중반응

면으로 생성된 모델은 비선형항(제곱항, 교차항 

등)을 포함한 비선형 모델이다. RTB와 같이 조절

변수가 3개인 반응표면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이 역시 행렬식으로 표사하면 식 (6)과 동일하다(12).

(3) 크리깅기법

다중회귀분석이 1차 함수로 근사화, 다중반응면기

법이 2차함수로 근사화하는 기법이라면 크리깅 기법

은 3차 이상 고차함수로 근사화하는 기법이다. 모든 

실험점(또는 데이터)들의 반응을 보간할 수 있는 크

리깅 근사모델은 랜덤오차가 없는 경우 적절히 사용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크리깅 기법은 다음과 같은 근사모델식 (8)로부터 

식 (9)와 같은 추정식을 얻을 수 있다. 

    (8)

  
   (9)

여기서 는 추정모델이며, 는 상관벡터이며, 은 

상관행렬이고, 는 최소제곱추정량이다. 

(4) 혼합모델

혼합모델은 여러 수치모델 각각의 부정확성을 개

선하기 위해 혼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

이다(14). 이는 주로 일기예보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모델과 최적화 방법

으로 추정된 조절변수들을 혼합할 수 있도록 적용하

였다. 

  
  



 (10)


  



   (11)

여기서 는 추정된 혼합모델이며 는 번째의 가

중치, 는 번째 추정 모델이다. 이 연구에서는 모델

별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평균을 사용하였다.

3. 최적화 수행

3.1 조절변수 계산 프로그램

(1) 선형모델 조절변수 계산

선형모델은 종속변수()가 4개, 독립변수( , 조

절변수 : notch, tab, weight)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다.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해는 대수방정식을 사용하

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RTB 선형모델의 영향성

행렬 [C]는 [4×3]이므로 유사역행렬을 사용하거나 

또는 조절변수의 강한 영향성을 찾을 수 없는 식

을 제외하고 Jacobian을 적용하여 [C]를 [3×3]으로 

만든 후 아래와 같이 계산가능하다.

  ×  (12)

   (13)

(2) 선형/비선형 모델 조절변수 추정

비선형 모델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적해 방

법을 적용해야 하며 전역최적화와 순차적최적화의 2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역최적화는 모든 조절변

수의 영역으로부터 요구도를 만족하는 해를 찾는 방

법이며, 순차적 최적화방법은 조절변수를 단계적으

로 근사해를 찾는 방법이다. 이 개념으로 작성된 알

고리듬은 Figs. 2, 3에 제시하였다. Fig. 2에서 R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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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range이다. 전역최적화는 RR을 단계적

으로 줄여나가며 최적해의 개수를 10개 이내가 될 

때까지 탐색하도록 하였다. Figs. 4, 5, 6은 선형/비

선형 모델을 전역최적화 기법으로 조절변수의 최적

해를 추정한 후, 그 값을 다시 해당 모델에 대입하

여 얻은 결과이다. 그래프의 x축은 TR이며, y축은 

PM이고 적색 점선 네모가 요구도이다.

Fig. 2 Global optimization algorithm

Fig. 3 Sequential optimization algorithm

Figs. 7, 8, 9는 앞의 전역최적화와 동일한 방법으

로 순차적 최적화를 각 모델에 적용한 결과이다. 선형

모델과 RSM모델은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지

만, Kriging 모델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Kriging 모델의 특성상 모든 DB(156 EA)

를 적용할 경우 그 식이 매우 복잡하고 길어져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9 EA)만으로 

모델을 생성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모델별로 최적

화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모든 결과가 요구도를 만

족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

합모델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Fig. 4 Global optimization results of linear model

Fig. 5 Global optimization results of non-linear model
(RSM)

Fig. 6 Global optimization results of non-linear model 
(Krig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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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quential optimization results of linear model 

Fig. 8 Sequential optimization results of non-linear 
model(RSM) 

Fig. 9 Sequential optimization results of non-linear 
model(Kriging model) 

3.2 조절변수 최적화 알고리듬

앞절에서 언급한 선형모델의 해법과 선형/비선형 

모델의 최적화방법으로 조절변수를 각각 구할 수 있

도록 LabVIEW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렇게 각각의 방법으로 구해진 조절변수를 혼합하기 

위해 식 (10, 11)을 Fig. 10과 같은 개념으로 RTB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Kriging모델은 조

절변수 최적해 검증 과정에서 정확도가 낮아 혼합모

델 생성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RTB 수행 횟수를 2 L로 하는 것

이 목표이기 때문에 혼합모델과 더불어 적응기법

(adaptive method)을 함께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0L

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추정된 조절변수()

Fig. 10 Ensemble method algorithm 

를 1 L에 적용한 결과()로부터 영향성 행렬의 주

요 계수인 , , 를 새로 추정하고 이를 다

시 선형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의 

적응기법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영향성 행렬 [C]의 

주요 계수를 구하고 그 계수를 다음번 조절변수 계

산용 선형 모델에 반영하도록 적용하였다.

    (14)

  
 

 (15)

  


(16)

앞서 기술한 혼합모델과 적응기법을 RTB 조절변

수 최적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Fig. 10과 같이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LabVIEW 프로그램

을 작성하였다.

3.3 조절변수 최적화 결과

적응기법과 혼합모델을 적용한 RTB 조절변수 최

적화 프로그램은 LabVIEW로 작성하였다. 이를 실

제 RTB 수행에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는 Figs.  

12, 13에 제시하였다. TR과 PM을 각각 x, y축으로 

하였고, 편의상 고피치조건에서의 결과만 제시하였

다. 그림에서 가운데 네모칸이 요구도의 범위이다.

Fig. 11은 기존 사례이며 SN은 serial numb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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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TB result of SN0169

Fig. 12 RTB result of SN0201

Fig. 13 RTB result of SN0202

Fig. 14 RTB result of SN0203

SN0169는 169번째 생산된 블레이드를 뜻한다. 그

림에서는 요구도내에 여러 만족하는 시험 회차가 도

시되었지만, 저피치 조건에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

에 재수행하여 시험회수가 많아진 것이다.

Figs. 12, 13, 14는 작성된 RTB 조절변수 최적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험 결과이다. 3개의 블레이드

에 각각 적용해 이 결과, 모두 2L에 요구도를 만족

하였다. Fig. 12의 SN0201 경우 첫 조절변수를 적용

한 결과 요구도를 넘어섰으나, 두 번째 값을 적용한 

결과 요구도내에 만족하였다. Fig. 13의 SN0202는 

첫 조절변수 적용 시 요구도에 약간 부족하였으나, 

두 번째 조절변수 적용후 요구도에 만족하였다. Fig.

14의 SN0203은 1회의 조절변수 적용만으로 요구도

에 만족하였다. 이는 초기 측정값이 요구도와 상대

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블레이드별로 최적화 정도가 다른 것은 

블레이드별 특성차이에 기인한다. 특히 weight의 이

동량에 따른 TR과 PM의 변화량이 블레이드별로 매

우 상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기법화 혼합기

법이 매우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운영/유지에 필수적인 

RTB를 위해 조절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조절변

수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일 방법으로는 각

각의 블레이드의 개별 특성차이를 극복하여 요구도

를 만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각각의 조절변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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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혼합모델을 사용하였고, 

또한 앞전의 수행 결과로부터 다음 조절변수 계산에 

필요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적응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개발된 RTB 최적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목

표인 2 L에 모두 요구도를 만족하는 결과를 확보하

였으나 최적화 정도가 각각의 블레이드마다 다르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블레이드별 객체 특성 차

이라  판단된다. 이로서 1차적인 연구목표는 달성하

였으나, 아직 적용 횟수가 많지 않아 추가적인 검증

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혼합모델 생성을 위해 가장 기본

적 가중치인 평균을 사용하였지만, 차후 혼합모델의 

가중치기법(GMSE, variance, etc)별 정확도를 비교

해 볼 예정이다. 또한 모델 생성에 사용된 DB가 계

절 구분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여름과 겨울을 구분

하여 온도에 대한 영향성 행렬 분석도 수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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