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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on of the rotor blade performance is important for determining design factors such as weight and 
size in development of a small-scale helicopter. Generally, prediction of helicopter performance means the 
estimation of the power required for a given flight condition. However, due to lack of test data and analyzed 
results for small-scale rotor blade operated at low Reynolds numbers (Re ≈10^5), this is not an easy task. As 
an initial research, this work performs a modeling of a single rotor configuration with FLIGHTLAB and a 
experimental research with rotor test bed. In this process, we performed small-scale isolated single rotor by 
experimental and numerical method and achieved good agreement of the hover performance on the test data 
and simulation results. 

1. 서 론 

무인항공기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민
간부분에서의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한 무인항공
기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약살포를 위한 무인항공기를 포함하여 단순하
지만 다양한 임무환경을 가지는 민간 무인항공기
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의 형태 및 기
능에 대한 요구도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민간에
서 개발중인 무인항공기의 임무는 주로 단순한 
공중 감시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무 
특성상 공중 정지 및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회전
익 비행체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 현재, 

부산대학교 무인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현재, 부
산대학교 무인시스템 실험실에서는 회전익 비행
체 중에서 단일로터 헬리콥터에 비해 뛰어난 이
륙중량을 가지는 동축반전 헬리콥터(Coaxial 
Helicopter)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거리 
정찰 및 감시를 위한 소형의 동축반전 무인 헬리
콥터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소형 UAV
로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 본 논문은 동축반전 무인 헬리콥터 개발을 위
한 선행 연구로써, 독립된 단일 로터 블레이드
(Isolated Single Rotor Blade)의 제자리 비행 성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헬리콥터 시스템의 개
발에 있어서 무게 및 크기와 같은 설계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로터 블레이드의 성능을 예측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헬리콥터의 성
능을 예측하는 것은 로터 블레이드의 성능 예측
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주어진 비행 조건에 
따른 요구동력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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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낮은 레이놀즈수(Low Reynolds Number)에서 
운용되는 소형 로터 블레이드의 시험 데이터 및 
해석 결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능 예측에 어
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체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
서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모델링 및 해석
이 가능한 적절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ART 사의 FLIGHTLAB 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진
행하였다. FLIGHTLAB 은 table look-up 을 기반으
로 하는 대표적인 회전익 상용해석 프로그램으로
써, NAVAL POSTGRADUATE SCHOOL 에서는 
FLIGHTLAB 을 이용하여 OH-6A 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능 해석의 신
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나 기존
의 해석결과등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형 로터 블레이드의 성
능예측을 위해 FLIGHTLAB 을 이용하여 모델링
을 수행하였고,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 로터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동력 예측에 중요한 
공력인자들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실험적 수치적 
방법을 통한 해석 결과에 대한 비교 검증을 통해 
소형 로터 블레이드에 요구되는 동력을 추정하였
고, 향후 진행될 소형 무인 헬리콥터에 대해 적
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2. FLIGHTLAB 을 이용한 수치적 모델링 

2.1 FLIGHTLAB 개요 
FLIGHTLAB 은 다물체 동역학 기법을 이용하
는 상용의 회전익 항공기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으로서 사전에 정의된 단위 요소들에 특정 값을 
부여하고 이러한 단위 요소들의 조합을 통하여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또한, 편리한 모델링을 위하여 GUI 
환경을 제공하며 모델링 및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해 빠른 입력과 수정을 위한 해석 환경을 제공
한다. 완성된 모델링을 바탕으로 하여 비행체의 
성능, 안정성, 조종성 및 비행 시험 등의 시뮬레
이션 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성능 예측 및 최적화
를 가능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FLIGHTLAB은 Fig. 1과 같이 FLIGHTLAB Model 
Editor (FLME), Control System Graphical Editor 
(CSGE) 그리고, X-analysis로 구성되어 있다.  

 
(a) FLME (FlightLab Modeling Editor) 

 

 
(b) CSGE (Control System Graphical Editor) 

 

 
(c) X – Analysis Window 

 
Fig. 1 Components of FLIGHTLAB ; FLME, CSGE 

and X-analysis 
 

2.2 로터 블레이드 모델링 
본 연구는 향후 기체 개발시 사용될 로터 블레
이드에 대한 선행 연구이므로 상용 RC 헬리콥터 
및 로터 블레이드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일
반적인 소형의 모형 헬리콥터에 많이 사용되는 
블레이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로터 블레이드는 
직경이 1560mm이고 사각형 형태의 NACA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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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commercial Rotor blade 

Property Unit Spec. 

Airfoil  NACA 0015 

Diameter mm 1560 

Chord length mm 59 

Rootcut mm 205 (0.263R) 

Twist angle ° 0 

Taper  N/A 

Solidity  0.0457 

 
익형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FLIGHTLAB 을 이용한 단일로터 블레이드의 

모델링은 크게 형상을 포함하는 물리적 특성 및 
공력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로터 블레이드의 형
상과 로터 블레이드의 코드 길이 변화 및 질량분
포, 비틀림 각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Table. 1
에서 제시한 내용과 실제 측정을 통하여 FLME
에 직접 입력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로터 
블레이드의 구조는 탄성체가 아닌 강체로 가정하
여, 깃요소(Blade Element)로 정의하였다. 실제 로
터 블레이드는 탄성체이나,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로터 블레이드 자체의 움직임이나 진
동이 아니라, 로터 블레이드의 공력 성능을 예측
하여 전체 시스템에 전달되는 힘과 모멘트 등을 
추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탄성체가 아
닌 강체로 가정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로터 허브 타입은 소형의 상용 모형 
헬리콥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티터링(Teetering) 타
입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로터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공력 특성을 모델링에 적용하기 위해서 
비행 하중은 유도동력인자가 적용되는 Peters-He 
Six State inflow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단순히 로
터 블레이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실험을 진
행할 예정이므로 실험결과와의 정확한 비교를 위
해서 로터 후류(Inflow)가 기체나 다른 부분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델링을 완성
하였다. 

3. 로터 시험장치 및 방법 

3.1 로터 시험 장치 
실제 형상과 근접한 모델링을 구성하기 위해서
는 선정된 로터 블레이드의 공력 성능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에서 풍동 테스트를 통해 얻은 

NACA0015 익형의 데이터를 모델링에 적용하였
으나, (3) 로터 블레이드의 형상, 표면 거칠기 및 
테스트 조건의 상이함으로 인해 실제 해석하려는 
형상의 공력 성능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험
을 통하여 공력 table 을 보정하는 방법을 이용하
였다.  
소형 로터 블레이드의 성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로터 시험장치는 Fig. 2 에 나타내
었으며, 크게 회전장치부, 센서부, 데이터 획득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장치부는 티
터링 타입의 로터 허브구조와 동력 전달 시스템
으로 구성되었다. 센서부는 로터 블레이드의 회
전에 따라 허브 축에 걸리는 추력과 토크를 측정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추력 방향으로 
1.47kN, 토크 방향으로 45.6Nm 의 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센서부에는 로터 회전수
를 측정하기 위한 포토 센서와 전압 및 전류 측
정을 위한 계측기도 포함하였다. 로터 시험장치
는 모터 회전수(RPM) 및 콜렉티브 피치각
(Collective Pitch Angle)을 제어하기 위해 컨트롤 
서보를 구성하여 PC 상에서 원력으로 운용이 가 
능하도록 하였으며 측정된 로터 블레이드의 추력
과 토크값은 데이터 획득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일반적으로, 제자리 비행 효율을 표현하기 위
해서 FM(Figure of Merit)이 사용된다. FM은 제자
리 비행의 추력 효율을 표현하는 무차원 계수로
써, 식 (1)과 같이 제자리 비행에 필요한 실제 요
구동력과 이상적인 요구동력의 비로 나타낸다. 

 

(b) DAQ (Data Acquisition) 

(a) Whirl Tower (c) Control Panel 

Fig. 2 Organization of Whir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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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vertorequiredpowerActual

hovertorequiredpowerIdealFM     (1) Fig. 4 ~ 5 는 로터 블레이드의 콜렉티브 피치 
앵글에 대한 추력 계수와 추력계수에 대한 동력 
계수에 대한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
교하였다. Fig. 4 에서 보여지듯이 시뮬레이션에 
의한 추력계수가 실험 결과에 비해 약 13-18% 
정도 차이를 보이며 높게 표시된 반면, 동력계수
는 실험결과보다 낮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이로 
인해 Fig. 5 에서 보여지듯이 추력계수에 대한 동
력계수의 비가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Fig. 5 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래프의 시
작점과 기울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알 수 있는
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로터 블레이드와 모델링
에 적용된 NACA0015 익형 데이터가 맞지 않음
을 의미한다. (6) 

 
실제 비행 환경에서는 점성 효과(Viscosity 

effect) 등 비이상적 효과로 인해 요구되는 동력
이 커지므로 FM 은 1 이 넘을 수 없으며 실기의 
경우 0.4 ~ 0.7 정도의 범위에서 운용된다. FM은 
단순 운동량 이론(Momentur Theory)에 의해 유도
된 식 (2)로 표현되며, 주어진 동력에서 발생하는 
추력의 비로 계산된다. 여기서, CP,meas 와 CT,meas 
는 각각 측정을 통해 계산된 동력 계수 및 추력 
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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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이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실제 비행환경

이나 실험환경에서는 비정상적 흐름(Unsteady 
flow)과 깃끝 손실(Tip loss) 등과 같은 현상들로   

실험을 통해 FM 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추력, 
토크 그리고 회전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 구성한 로터 시험장치는 일정한 로터 회전
에서 콜렉티브 피치 앵글을 변화시키면서 토크와 
회전속도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데이터 획
득 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Fig. 
3과 같이 총 3번에 걸쳐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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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로터의 회전수를 1300RPM 에 고정시키고 콜렉티
브 피치 앵글을 0°~ 12°까지 변화시키며 추력과 
토크를 측정하였다. 이 때 로터 블레이드 75% 지
점에서의 레이놀즈 수는 3*105 이며 마하수는 
0.28 이다 이는 실기의 레이놀즈 수(≥107)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이며 MAV 의 레이놀즈 수(≤105)에 
근접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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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rotor blade and Test 

Fig. 4 Initial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 θ VS.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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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itial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 CT VS.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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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 따

구에서는 추력계수와 동력계수의 관계를 
통

요구동력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라서, 헬리콥터 성능 예측을 위해서는 로터 블레
이드의 회전에 필요한 동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형상항력계수 및 유도 
동력 인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형
상항력계수(Cdo)는 로터 블레이드의 평균 저항 계
수를 말하며, 유도 동력 인자(κ)란 앞서 설명한 
실제 비행환경에서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을 위해 
필요한 동력 이외에 손실된 동력으로 인해 추가
적으로 요구되는 동력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계
수이다. 
본 연
해 형상항력계수 및 유도동력인자를 추정하는 

Leishman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이 방법은 로
터 시험장치에서 측정된 독립된 로터 블레이드의 
추력계수와 동력계수 그리고, Table. 1에서 제시한 
고형비(Solidity, σ)을 이용하여 식 (3)에서 나타
낸 수정된 운동량 이론에 적용하여 원하는 인자
를 추정하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82

2/3 CC σκ ,
,

domeasT
measPC +=           (3) 

 
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한 유동 동력 인자 

및

4. 소형헬리콥터의 제자리비행 성능예측 

손실된 동력에 대한 요구동력인자 및 형상항력
계

측

 형상 항력계수는 각각 1.62 와 0.010093 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수의 추정을 통해서 새로운 공력 테이블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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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thod used to determine the induced power 

여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7 ~ 

여지듯이 추력계수에 대한 
동

factor and average profile drag coefficient. (2) 
 

성하

8 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높은 
콜렉티브 피치 앵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유사
한 경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피
치 앵글에서는 깃끝에서 생기는 와류로 인해 큰 
깃끝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
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높은 콜렉티브 피치 앵
글에서 헬리콥터가 운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
향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Fig. 8 에서 보
력계수의 비가 최대 3%의 오차를 가짐을 확인

하였고, 이는 향후 전진 비행을 포함한 많은 비
행조건에서의 해석 수행 시 그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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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nal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 θ VS.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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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nal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 CT VS.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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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T VS. FM of Experimental and Simulation 

 
력 테이블을 교정한 이후의 제자리 비행에 

대

비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축반전 무인 헬리콥터 개발
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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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연구(논문)는 2008 년도 제 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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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주어진 추력
에 비해 더 많은 동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계층이 두꺼워지며 생기는 블레이드의 스
톨(Stall)로 인해서 저항계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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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능은 FM 으로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로터 블레이드의 경우 Fig. 9 에 나타낸 것
처럼 0.5 ~ 0.55의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을 
Mu

한 선행 연구로써, 싱글로터 블레이드의 제자
리 비행 성능과 요구 동력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FLIGHTLAB 을 
이용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실제 로터 블레이드의 공력 성능을 정확하게 구
현하기 위해서 추력 및 토크를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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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운용되는 소형 로터 블레이드의 요구 동
력을 추정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요구
동력인자(κ)는 1.62 와 형상항력계수(Cd0) 는 
0.010093 를 획득하였다. 정된 공력 테이블을 
이용하여 NACA0015 익형에 대한 재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7 ~ 9에 나타낸 실험 결과와의 비교
를 통해 실험 결과와 유사한 해석 결과를 얻음으
로써, FLIGHTLAB 모델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
으로 낮은 레이놀즈 수에서 운용되는 소형 로터 
블레이드에 관한 동력 추정시 일반적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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