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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tone noise is generated at the rotary wing and helicopter. BVI(Blade-Vortex Interaction) 
noise is one of the helicopter’s tone noise. The BVI noise is governed by tip-vortex characteristics 
such as vortex size, strength and trajectory. To avoid BVI, many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nd 
proposed. In this paper, rotating blade with active tab was numerically investigated to reduce BVI 
noise. For flow and noise simulation, the lifting surface approach and the acoustic analogy were 
used. Using numerical methods, the noise directivity and maximum noise position were predicted.   

1) 
기 호 설 명

 : 헬리콥터 추력계수

 : x축 모멘트

 : y축 모멘트

 : 헬리콥터 추력계수

 : 헬리콥터 단면 하중계수

 : 단면 유입속도(음속)
 : 회전 방위각

max : 능동 탭의 최대길이

 : 능동 탭 위상차

 : 능동 탭 주기

1. 서  론

헬리콥터와 같이 회전하는 날개를 갖는 비행체의 

경우 회전날개 특성에 의한 톤 소음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회전날개에서 발생되는 와류와 

블레이드가 서로 간섭하여 일어나는 BVI(Blade-V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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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소음은 헬리콥터의 주요한 톤 소음원이 된

다. BVI는 저속 전진비행이나 하강비행 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블레이드 익단에서 발생되는 와류의 강도와 위

치에 의하여 그 특성이 바뀌게 된다. 특히 헬리콥터가 

저속으로 하강 비행할 경우에는 익단와류의 위치와 형

태가 블레이드와 평행하게 되어 간섭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또한 저속하강 비행 시에는 다중의 익단와류들이 

블레이드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간섭의 빈도수가 증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와류 간섭에 의한 BVI 소음이 헬리콥터

의 주요한 소음으로 인식되면서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소음과 그에 따른 소음규

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음 저감 기술은 주요한 

기술 요구조건이 되고 있다.
헬리콥터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블레이드의 형상 변화를 통하

여 소음을 저감하는 수동형 방법과 다양한 부속장치를 

이용하여 소음을 저감하는 능동형 방법이 있다. 
수동형 방법은 블레이드 설계 시 블레이드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고속 회전 

시 발생되는 HSI(High Speed Impulsive) 소음이나 두

께 형상에 의해 발생되는 두께소음을 줄이기 위해 제

안되고 있다. 능동형 방법은 능동(active) 플랩(flap)이
나 탭(tab)을 블레이드의 끝단에 설치하고 회전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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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기적인 길이 변화를 줌으로써 블레이드 공력소음

을 줄이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능동형 소음저감방법 중 하나인 능동 

탭 블레이드의 공력소음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력예측은 수치적 공기역학 방법인 와류격자

법(Vortex Lattice Method)을 이용하였고 소음예측은 

음향상사기법(acoustic analogy)을 적용하였다.   

2. 수치해석 및 결과

2.1 해석 모델
(1) 능동 탭 로터 블레이드

능동 탭에 대한 연구는 2002년부터 JAXA[1]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JAXA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공동연구에 사용되는 모델로 해석에 

맞게 수정하였다. 로터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2개의 

블레이드를 갖고 회전하며 블레이드 익단에 탭을 장

착하게 된다. 로터 블레이드와 주요사항은 표 1과 

같으며 이와 같은 조건에서 전방에서 속도 31 m/s 
가 불어오게 된다. 본 로터 모델을 전진 하강비행 

조건에서 해석하게 되며 이때 나타나는 비정상

(unsteady) 공력특성과 공력소음을 관찰하게 된다.

Figure 2 Rotor blade

Table 1 Blade Parameter
Radius(R) 1.5m
Chord(C) 0.12m

Airfoil Symmetric airfoil
Twist -8°

Max. Tab length(lmax) 0.012m
Rotating tip speed 204m/s

2.2 수치기법
(1) 헬리콥터 공력해석

일반적인 헬리콥터 공력소음 예측은 공력하중을 

이용한 음향상사식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음향상사식에 필요한 공력하중을 와류격자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와류격자법은 블레이드를 양

력면(lifting surface)으로 모사하여 블레이드에 가해

지는 공력하중을 얻게 된다.
로터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공력은 와류격자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로터 블레이드에서 발생되는 후

류는 자유와선(free-vortex filaments)들에 시간에 대

한 변화를 계산하는 자유후류법(freewake method)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후류를 모사하였다[2]. 

(2) 헬리콥터 공력소음해석

헬리콥터의 공력소음은 움직이는 물체에서 방사되

는 소음을 예측하는 Ffowcs Williams and Hawkings 
식을 이용하여 유도되는 음향상사식을 사용하여 하중

소음을 해석하였다. 소음 방사 방법은 소음원에서 방

사된 음압을 측정 위치에서 재구성하는 source-tim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음을 해석하게 된다.[3]

2.3 해석 조건
(1) 트림

원하는 추력과 모멘트에서 로터 블레이드를 회전

시키기 위하여 트림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본 해석에

서는 로터 블레이드를 강체로 가정하고 블레이드의 

pitching과 flapping 움직임을 트림해석을 통하여 얻

게 된다. 추력계수 CT=0.00406, 모멘트 Mx=0, My=0
을 기준으로 트림해석을 수행하여 공력해석을 수행하

였다.

(2) 해석 조건

공력계산은 방위각 2°간격으로 총 5회전 동안 이

루어 졌다. 이때 능동 탭의 길이 변화는 아래와 같은 

사인함수에 따라 주기적인 길이변화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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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의 길이 :   m axsin  

n = 1/rev~4/rev 주기로 길이변화를 주게 되고 위

상차 φ = 90°, 180°, 270° 위상차를 주어 탭의 길이

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달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능동 탭 길이의 주기성과 위상차를 갖게 

하여 변화시킴으로써 소음이 최소가 되는 작동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3 공력 및 소음 해석결과
(1) 공력

트림해석을 통해 얻어진 트림조건을 이용하여 공

력을 해석하였다. 그림 2 는 해석 후 얻은 로터 블레

이드 주변의 와선의 거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회전각 90° 부근의 전진부, 270° 부

근 후퇴부, 0° 부근에서 후류들과 강하게 간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 Rotor free-vortex wake

Figure 3 Section loading 
distribution(M2CN)

그림 3 은 마지막 회전동안 블레이드 단면 추력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방위각에 따른 블레이드 길이방

향의 단면 추력 변화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전진

부에서 후퇴부까지 익단와선과의 간섭에 따른 추력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후퇴부와 방위각 0° 부근

에서 와류와 강하게 간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해석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능동 탭의 주기와 

위상차를 달리하여 공력을 해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소음을 해석하게 된다.

(2) 소음

소음해석은 비정상 공력결과를 시간과 공간에 대

한 적분식 형태의 음향상사식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다. 그림 4 는 능동 탭이 없는 clean airfoil 상태의 

블레이드에 대한 소음해석 결과이다. 소음 측정 위

치는 회전면 아래 1.1Radius 위치이다. 소음이 최대

인 위치에서의 OASPL값은 123.0dB 이다.

Figure 4 Noise map (OASPL) 

clean 블레이드와 능동 탭이 장착된 블레이드의 

소음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탭을 주기적으로 위상

차 변화를 주어 해석하였다. 표 2 는 소음 지도 위

치에서의 최대 소음값을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2 Maximum noise of the noise map

φ       n 1 2 3 4

0° 123.4 124.8 123.4 122.4

90° 124.1 123.2 123.9 123.3

180° 122.4 122.1 122.2 124.0

270° 122.8 122.1 12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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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 소음값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음값이 

비슷하다. 또한 소음이 최소로 발생하는 경우는 

n=3, φ=270°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이때 발생

하는 소음지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소음저감이 크지

는 않지만 능동 탭을 이용하여 소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주기성과 위상차에서 소음

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적의 능동 탭 작동조건을 찾

기 위해서는 추후 더 많은 경우의 해석이 필요하다.

   Figure 5 Noise map 
       (Active tab blade)

3. 결  론

회전하는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의 소음을 저

감하기 위하여 능동 탭을 장착하여 소음을 해석하였

다. 다양한 비행조건에서 탭을 작동하여 소음저감이 

나타나는 탭 조건을 찾아야 하지만 본 해석에서는 

주어진 하강조건에서 소음이 최소가 되는 탭의 작동

조건을 파악하여 보았다. 본 해석은 추후 시험방법

으로 소음을 최소화하는 탭의 작동 영역을 파악할 

때 선행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본 논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요사업 “친환경 

저소음 로터기술 연구”과제 결과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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