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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Analysis around Tilt-rotor Aircraft at Various Tilt Angles

Suyean Kim and Jongwook Choi

Abstract. Tilt-rotor aircraft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because they have the capabilities of the ver-

tical take-off and landing and the high-speed cruise flight. In the present study, the flow analysis of a

tilt-rotor aircraft is conducted at various tilt angles. The lift and drag forces of the tilt-rotor aircraft are

obtained and the wakes by the rotor-blade are visualized. The result shows that the rotor-blade affects

the lift force in a hovering mode and the main wing has an influence on the lift force in a cruise mode.

Additional thrust is required at the tilt angle of around 40 degree due to the least lift force. The drag

force is dependent on the rotor-blade at overall tilt angles. The minus drag force appears between the

tilt angles of 90 degree and 55 degree. Also, the drag force is dramatically increased at the other tilt

angles. The wake by rotor-blade affects the flow around the fuselage of the tilt-rotor aircraft at the tilt

angles of 75 degree and 60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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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틸트로터 항공기는 두 개의 로터브레이드를 항공기

양쪽 주날개에 부착하여 수직이착륙을 수행하고, 로터

블레이드를 90도 회전시켜 전진비행을 수행하는 개념

이다. 이러한 이유로 틸트로터 항공기는 장기체공 성

능과 고속순항 성능을 동시에 갖는 장점이 있어, 군사

적 전술 목적과 특수한 지상운용 목적 등 다양한 분야

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틸트로터 항공기는 변속

장치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호버링모드와 고정익모드

로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최초의 틸트

로터 항공기는 XV-3로 헬리콥터 로터를 단순히 틸트

시킨 모델이며, 이러한 틸트로터 항공기에 대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XV-15 항공기(1)가 제작되었다. 그 후

틸트로터 항공기는 발전을 거듭하며 군사용으로 V-22,

상업용으로 BA609, 무인용으로 Eagle eye가 개발되면

서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 올라섰다. 틸트로터 기술

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았던 회전익 항공기 주력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 2002년도부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무인기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독자적인 틸트로

터 기술을 확립해가고 있다(2).

틸트로터 항공기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틸트로

터에 관한 연구에서는 헬리콥터와 틸트로터 유동해석

에 사용이 가능한 전산 유동해석 코드인 FPX(eXtended

Full-Potential)를 개발하고, XV-15 항공기에 대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3). 또한, V-22 틸트로터 항공기에

사용되는 1/4 크기의 단일 틸트로터 모델에 대하여 풍

동시험과 수치계산을 통하여 헬리콥터모드, 호버링모

드, 전진비행모드에서 성능, 공력, 구조하중, 공력소음,

후류유동형상 등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4,5). 더 나아가

V-22 틸트로터 항공기의 호버링모드에서 Isolated,

Half-span, Full-span 형상에 대하여 전산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Full-span 형상에서는 Half-span

형상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로터성능(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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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과 보다 낮은 항공기 본체의 내림하중

(Airframe download)을 보여주었다(6). 또한, 틸트로터

항공기 V-22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날개에 플랩

(Flap)시스템을 장착하여 에어포일(Airfoil)주위의 흐

름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7). 

우리나라 틸트로터 무인기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서

는 회전하는 로터블레이드는 고려하지 않고 날개

(Wing)와 나셀(Nacelle)의 독립형상에 대한 유동해석

과 날개-나셀의 결합형상에 대한 유동해석을 각각 수

행하였다(8). 그 연구에서는 틸트각이 0도, 45도, 90도에

대하여 독립형상과 결합형상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

으며, 특히 날개 끝단에 부착된 나셀의 경우 날개의 끝

단 와동(Wing tip vortex)을 제한하여 날개의 유효 종

횡비를 증가시키는 익단판(Wing end-plate) 효과가 나

타나 양력의 기울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틸트로터 항공기의 로터블레이드(프롭로터)는 일반

적인 헬리콥터의 로터나 고정익항공기의 프로펠러와

는 달리 틸트각 및 전진속도의 변화에 따라 극심한 공

력성능 변화가 예상되어, 로터(블레이드)-나셀의 결합

형상에 대한 공력특성을 파악하는 유동해석 연구가 진

행되었다(9). 그 연구에서는 비행조건별 공력성능 데이

터를 획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호버링모드와 전진비

행모드에 대한 경계조건을 일반적인 유입/유출(Inflow/

Outflow)조건으로 적용한 관계로, 전진비행모드의 경우

해의 수렴이 빠르게 이루어진 반면 호버링모드의 경우

로터의 다운워시(Downwash)가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계산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

다. 이와 관련하여 호버링모드에서는 원방경계조건을

나머지 틸트각도에서는 전진비행 속도를 고려한 경계

조건을 각각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0). 그 연구에

서는 틸트로터 각도에 따른 로터블레이드 주위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로터블레이드에 대한 추력계수

값도 구하였다. 이때 호버링모드에서의 추력계수 값은

기존의 실험결과와도 비교되었다. 

한편, 틸트로터 항공기 전체 형상에 대한 호버링모

드에서의 유동해석이 수행되었다(11). 그 연구에서는 스

마트 무인기 TR-S1의 1/4스케일 모델에 대하여 3가지

계산모델로 구분하여, 호버링 상태에서의 로터블레이

드에 대한 공력성능을 예측하였다. 이때, 3가지 모델은

로터블레이드와 나셀로 구성된 부분 형상, 주날개의

플랩을 고려하지 않은 틸트로터 항공기 전체 형상, 플

랩을 고려한 틸트로터 항공기 전체 형상으로 각각 구

성되어졌으며, 플랩유무에 따른 하방추력의 크기 비교

와 회전하는 로터부 주위의 유동장에 대한 가시화 작

업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틸트로터 항공기에 대

하여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틸트로터 항공기 전체형

상에 대하여 틸트 각도를 90도(호버링모드)부터 15도

간격으로 0도(전진비행모드)까지 변화시키면서 전산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틸트각에 따른 양

력과 항력을 틸트로터 항공기의 주날개(플랩포함), 본

체와 꼬리날개, 로터블레이드(나셀포함)부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구하였다. 또한, 전체형상에 대한 압력분포

를 구하고 로터블레이드 후류 유동에 대한 가시화를

수행하였다.

2. 전산유동해석

2.1 형상설계 및 계산조건

유동해석에 사용되는 틸트로터 항공기의 형상은 틸트

로터형 소형 스마트 무인항공기 모델인 TR-S1 형상(11)을

바탕으로, 틸트각을 0도에서 90도까지 15도 간격으로 구

분하여 총 7가지 형상에 대하여 Fig. 1과 같이 나타내

었다.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값은 Table 1과 같으며, 틸

트로터 항공기 주날개와 로터블레이드에 대한 에어포

일 형상은 NACA0012, 나셀의 형상은 타원형으로 각

각 설계하였다. 틸트로터 블레이드의 형상에 대해서

테이퍼 비, 비틀림 각, 두께 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호버링 모드에서 로터블레이드 주위의

Fig. 1. Configurations of tilt-rotor aircraft at various til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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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해석시 사용되는 원방경계의 크기는 경계의 영향

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로터블레이드 길이의 5배로 설

정되고 있다(10).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틸트로터

항공기의 유동해석의 경우 항공기의 주날개 길이를 기

준으로 가로방향(L)으로 30배, 세로방향(W)으로 10배,

높이방향(H)으로 20배의 길이로 각각 설정하여 Fig. 2

에 나타내었다. 틸트각도에 따라 호버링모드부터 전진

비행모드까지 동일한 경계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입

구(Inlet)와 출구(Outlet)의 경계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이때 호버링모드에서는 입구속도를 0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틸트로터 항공기의 대칭(Symmetry)면을 기준으

로 대칭 유동장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여기서는 틸트로

터 항공기의 대칭 형상만을 고려하였다. 나머지 경계

조건은 유동의 일정한 압력조건에서 입출입이 자유로

운 Opening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틸트로터

각도에 따른 전진비행속도를 구하기 위하여 전진모드

(0도)에서의 틸트로터 항공기 속도를 250(km/h)로 가

정하였으며, 또한 틸트로터 각도에 따른 전진비행속도

는 로터블레이드의 후류속도를 기준으로 코사인

(Cosine)함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호버

링모드(90도)에서의 로터블레이드 후류속도를 구한 결

과 646(km/h)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진모드

(0도)에서의 전진속도를 250(km/h)로 설정하기 위하여

보정계수 0.387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

한 틸트각도에 따른 틸트로터 항공기의 전진속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로터블레이드의 회전에 따른 유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동장을 정지영역(Stationary region)과 회전

영역(Rotating region)으로 구분하였다. 회전영역은

Fig. 2의 확대영역 내에서 로터블레이드 주위의 실린더

형상이다. 이 때 회전영역에서의 속도는 로터블레이드

의 분당회전수인 1605(RPM)로 설정하였다. 유동해석

을 위한 격자는 Fig. 2의 형상에 대하여 ICEM-CFD 프

로그램(12)을 이용하여 생성하였으며, Fig. 3은 틸트각

45도에서 틸트로터 항공기 주위의 격자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틸트로터 항공기 표면 주위에 대하여

Table 1. Geometric data of tilt-rotor aircraft

Parameter Values

Length of fuselage 4.44(m)

Height of fuselage 0.80(m)

Length of horizontal tail wing 1.40(m)

Length of vertical tail wing 0.73(m)

Distance between nacelles 4.11(m)

Length of nacelle 0.30(m)

Height of nacelle 1.50(m)

Length of main wing 1.50(m) / AR=4.66

Angle of main wing 9o

Length of flap 0.08(m)

Angle of flap 67o

Radius of rotor blade 1.45(m) / AR=4.53

Angle of rotor blade 10o

Number of blades 3

Fig. 2. Boundary conditions and regions.

Table 2. Aircraft velocities with tilt angle

Tilt angle(deg) Velocities(km/h)

90 0.0

75 64.7

60 125.0

45 176.8

30 216.5

15 241.5

0 250.0

Fig. 3. Grids around the tilt-rotor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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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밀한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로터블레이드 날개

부분과 항공기 주날개 부분에서 격자간격을 조밀하게

구성하였다. 사용된 총 격자수는 약 330만개이며, 대부

분 사면체(Tetrahedron)격자로 구성하였으나 속도 및

압력구배가 큰 구간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유동계산

을 위하여 프리즘(Prism)격자를 사용하였다. 한편, 유

동해석은 ANSYS CFX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난

류모델은 회전하는 로터블레이드에 대해 비교적 정확

한 예측이 가능한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적용하였다(13).

2.2 결과 및 고찰

회전하는 로터블레이드에 대한 유동해석방법 및 결

과에 대한 검증작업은 선행연구(14)에서 수행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유동해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

전하는 로터블레이드 주위의 유동해석을 수행한 결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약 2.4%의 오차범위 안에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

서 사용하고 있는 유동해석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작

업은 생략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은 틸트로

터 각도가 변화할 때 틸트로터 항공기에 작용하는 압

력분포를 근거로 수직방향의 힘과 전진방향의 힘을 구

하고, 로터블레이드에 의한 후류분포 가시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틸트로터 항공기 각 부분에 대한 역할을 고

찰하기 위하여 틸트로터 항공기를 주날개(플랩포함),

본체와 꼬리날개, 로터블레이드(나셀포함)부분으로 구

분하여 고찰하였다.

2.2.1 주날개에 대한 결과

틸트로터 각도에 따른 항공기 주날개 위의 압력분포

는 주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으로 구분하여 Fig. 4와 같

이 나타내었다. 이 때, X축 방향은 틸트로터 항공기의

전진방향이고, Y축 방향은 항공기 본체에서 주날개쪽

방향이다. 틸트각이 90도인 경우에서는 호버링모드인

관계로 주날개 윗면에서 로터블레이드 후류의 영향으

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틸트각

도가 감소할수록 전진비행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

날개 윗면의 압력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주날개 아랫면

의 압력은 점차 증가하였다. 

틸트각도에 따른 주날개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Fig. 4

의 압력분포를 이용하여 Fig. 5와 같이 수직(Z축)방향의

힘과 전진(X축)방향의 힘을 각각 구하였다. 여기서, 수

직방향의 곡선은 틸트각도에 따른 양력 변화를 의미하

며, 전진방향의 곡선은 틸트각도에 따른 항력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무차원수인 양력계수와 항력계

수를 사용하지 않고 차원을 갖는 양력과 항력으로 나

타낸 이유는 틸트각도에 따라 무차원수의 기준이 되는

전진속도가 변화하고, 전진속도가 없는 호버링모드의

값과 절대적인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틸트각도가

90도에서 60도인 구간에서는 주날개의 양력과 항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45도 이하인 구간에서는 전

진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주날개의 양력과 항력이 점차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틸트각이 0도인 경우에

서는 주날개의 양력과 항력은 약간 감소하였다. 이것

은 Fig. 4에서도 나타났지만 주날개 아랫면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였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현상

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본체로부터 바깥쪽(Y축) 방

향으로 주날개의 90%인 지점에서 유선분포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틸트각 90도의 경우 틸트로터 항공기 주

Fig. 4. Pressure distributions on the main wing at various

tilt angles.

Fig. 5. Lift and drag forces for main wing at various til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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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위에 로터블레이드의 후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75도와 60도에서는 로터블레이드의 후

류와 전진속도에 의한 후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45도, 30도, 15도에서는 전진방향의 속도

성분이 점차 크게 작용하는 유선분포가 나타났으며, 0

도에서는 전진속도에 의한 후류와 로터블레이드에 의

해 발생하는 회전 후류가 혼합되어 나타났다. 한편, 주

날개의 동일한 단면(90%)에서 틸트각도에 따른 주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선도는 Fig. 7과 같다. 90도의 경

우 윗면에 분포된 압력이 높아 (-)양력으로 작용하고,

75도, 60도에서는 윗면과 아랫면에서의 압력이 서로 상

쇄되어 양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45도, 30도, 15도에서는 아랫면의 압력이 윗면의

압력보다 높게 나와 (+)양력이 발생하며, 0도에서는 윗

면과 아랫면의 압력이 서로 상쇄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주날개 90%지점에서의 압력분포로

Fig. 5에서 나타낸 주날개 전체에 대한 양력분포와는

차이가 있다.

2.2.2 본체 및 꼬리날개에 대한 결과

틸트로터 항공기 본체와 꼬리날개를 윗면과 아랫면

으로 구분하여 압력분포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틸트

각 90도의 경우 꼬리날개를 포함한 본체의 윗면과 아

랫면에 대하여 압력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것은 로터블레이드가 주날개 끝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그 후류가 본체와 꼬리날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틸트로터 각도에 대해서는

전진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분포

가 변화함을 알 수 있었으나 뚜렷한 경향은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압력분포를 이용하여 틸트각도

Fig. 6. Streamlines around main wing at various tilt angles.

Fig. 7. Pressure curves around main wing at various tilt

angles.

Fig. 8. Pressure distributions on fuselage and tail wing at

various tilt angles.

Fig. 9. Lift and drag forces for fuselage and tail wing at

various til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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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양력과 항력의 변화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양

력은 틸트각 90도부터 45도 사이에서 증가하다가 감소

하였으나, 45도 이후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로터블레이드의 후류가 항공기 본

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에 언급하겠

지만, 로터블레이드 후류에 대한 유선분포(Fig. 15)를

보면 75도와 60도의 경우 그 후류가 항공기 본체에 영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력은 틸트각도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틸트각도가

감소함에 따라 전진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꼬리날개의 영향은 본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3 로터블레이드에 대한 결과

회전하는 로터블레이드의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분

포는 Fig. 10과 같으며, 화살표 방향은 로터블레이드의

회전방향을 나타낸다. 틸트각이 90도에서 0도로 변화

함에 따라 로터블레이드의 윗면에서는 압력이 증가하

였으며, 아랫면에서는 압력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호버

링모드에서 전진모드로 변화하면서 전진속도가 증가

하기 때문이다. 틸트로터 각도에 따른 회전하는 로터블

레이드의 힘을 수직(Z축)방향과 수평(X축)방향으로 분

리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수직방향으로의 힘은 호

버링모드에서 전진모드로 변화하면서 점차 감소하지

만 15도와 0도에서는 약간 증가하였다. 이것은 로터블

레이드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평방향으로의 힘은 90도에서 50도까

지는 전진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그 이후의 각도에서

는 항력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이것은 로터

블레이드 윗면에서 작용하는 힘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틸트각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힘을 구하였기 때문

에 Fig. 10에 나타난 로터블레이드 표면의 압력분포와

는 연관되지 않는다. 한편, 나셀의 영향은 로터블레이

드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4 틸트로터 항공기에 대한 결과

지금까지 고찰한 틸트로터 항공기의 각 부분에 대한

압력분포를 전체 형상에 대하여 나타내면 Fig. 12와 같

다. 틸트로터 항공기의 본체 앞, 주날개, 로터블레이드

부분에서 가장 큰 압력분포가 나타났으며, 본체중앙과

나셀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분포가 나타났

다. 틸트각에 따른 틸트로터 항공기 전체형상에 대한 양

력과 항력의 변화는 Fig. 13과 Fig. 14와 같다. 양력의 경

우 주날개와 로터블레이드가 항공기 본체와 꼬리날개보

다 양력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Fig. 10. Pressure distributions around rotor blade at various

tilt angles.

Fig. 11. Lift and drag forces for rotor blade and nacelle at

various tilt angles.

Fig. 12. Pressure distributions on tilt-rotor aircraft at various

til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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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버링모드에서는 로터블레이드가 양력을 만들어내는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전진비행모드에서는 주날개가 주

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이구간인 40도

근처에서는 항공기 전체의 양력이 가장 낮게 나타나

로터블레이드에 의한 추력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항력의 경우 로터블레이드의 영향이 항공기 본

체와 주날개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틸

트각이 약 55도부터 0도까지는 항력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호버링모드 근처에서는 오히려

로터블레이드에 의한 (-)항력이 발생하였다.

회전하는 로터블레이드에 의해 발생하는 후류를 유

선(streamline)형태로 나타내면 Fig. 15과 같다. 호버링

모드인 90도에서는 수직방향으로의 후류가 지배적으

로 나타나 항공기 본체 주위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

았으나, 75도와 60도에서는 전진방향의 흐름의 영향을

받아 항공기 본체 주위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도 이후에서의 로터블레이드의 후류는 전

진방향의 흐름으로만 나타났다.

3. 결 론

 틸트로터 항공기 전체형상에 대하여 틸트각도를 변

화시켜 가면서 호버링모드에서 전진비행모드까지 전

산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틸트로터 항공기의

양력발생은 호버링모드의 경우 로터블레이드의 영향

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진비행모드의 경우 주날

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때, 항공기 본체

의 경우 양력발생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

타났다. 틸트각 40도 근처에서는 전체적인 양력이 가

장 낮게 나타나 로터블레이드에 의한 추력증가가 필요

한 구간으로 판단된다. 한편, 항력발생에 있어서는 로

터블레이드가 전체 틸트각도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틸트각 90도부터 55도

근처까지는 로터블레이드의 영향으로 (-)항력이 발생

하였으며, 그 이후의 각도에서는 급격한 항력증가가

나타났다. 이 때, 항공기 본체와 주날개는 항력발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동가시화 결과에서는 로터블레이드 후류가 틸트각 75

도와 60도에서 항공기 본체 주위의 흐름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유동해석결과는 틸트

로터 항공기에 대한 유체역학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0년도 순천대학교 공과대학학술재단

Fig. 13. Lift force for tilt-rotor aircraft at various tilt angle.

Fig. 14. Drag force for tilt-rotor aircraft at various tilt angles.

Fig. 15. Streamlines from rotor blades at various til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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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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