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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본 연구는 무인 헬리콥터의 양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V1505A 및 V2008B 기본 두 익형의 

400 mm 블레이드 섹션에 해당하는 모델에 한 풍동실험을 실시하여 양력, 항력 및 동력특성을 분석하

고 CFD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고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은 풍동 실험과 유사하게 설정하기 위하

여 400 mm 블레이드 섹션의 양 끝을 벽으로 제한하여 3차원 와류현상을 억제하여 모델을 구성하였고, 시
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사용된 모델은 로터로부터   × 영역까지는 

Laminar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영역(  ×)은 양력 및 저항의 급격한 변화를 올바로 포

착할 수 있다는 S-A 모델을 적용하여 확장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격자는 유동 현상에 있어 박리로 야기된 

와류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익형 주변에 접하는 부분에 격자를 집중시켰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유속은 

36~141 m/s 까지 5 수준으로 하였으며, 받음각은 0~16°로 7 수준으로 변화 시키면서 공력계수 및 동력을 

분석하였다.
양력분석에 있어 익형 V1505A에 비해 익형 V2008B의 특성이 우수하였으나, 익형 V1505A는 실속 이

후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다. 익형 V2008B는 낮은 받음각에서 높은 공력과 

낮은 항력을 나타냈다.
동력 분석 결과로 익형 V1505A의 유도동력은 총 동력의 56~72%를 차지하고, 형상동력은 총 동력의 

27~43%를 차지하였다. 익형 V2008B는 유도동력은 총 동력의 66~81%를 차지하고, 형상동력은 총 동력

의 18~33%를 차지하였다. 익형 V2008B이 익형 V1505A보다 유도동력은 크며, 형상동력은 적게 나와 상

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헬리콥터 동력원의 규모는 법률적인 총중량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일반

적인 농용 소형 무인 헬리콥터 엔진의 사양인 24.5 kW (32PS)를 적용한다면, 익형 V1505A은 받음각 

8~10°에서 그리고 익형 V2008B은 7~9°정도에서 받음각이 제한되며 이때 총 양력은 1200~1300 N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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