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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erodynamic drag of a bearingless rotor hub was predicted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ethodology using unstructured overset mixed meshes. The

calculated results showed that the drag due to pressure forces rather than the viscous drag

act as a major factor on both the fuselage and rotor hub, and the drag acting on the

torque tube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in the hub drag. It was also found the hub

drag accounted for 39 ~ 41% of the fuselage drag. Finally, the result confirmed the drag

of the designed rotor hub satisfied the requirement of the aerodynamic hub drag by

comparing with the drag trend of developed helicopter.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비정렬 중첩 혼합 격자계를 사용하는 전산유체기법으로 무베어링 로터

허브의 공기역학적 항력을 계산하였다. 동체와 로터 허브 모두 점성 항력보다는 압력 항

력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토크 튜브의 항력이 허브 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브 항력은 동체 항력 대비 39~41%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헬리콥터의 항력 추세와의 비교를 통해, 설계된 무베어링

로터 허브의 항력은 요구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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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헬리콥터 로터시스템은 크게 블레이드와 허브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허브 시스

템은 블레이드에서 발생된 추력 및 모멘트를 동

체에 전달하는 핵심 서브시스템이다.

헬리콥터 비행 시 로터 블레이드는 플랩(flap),

리드래그(lead-lag), 페더링(feathering) 운동을

하게 되며, 블레이드 루트(root) 부위에서는 이

들 방향으로 큰 모멘트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

된 모멘트는 로터 허브로 전달되는데, 로터 허

브에 힌지(hinge)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감소시

킬 수 있다.

로터 허브시스템은 힌지 형태에 따라 시소형

(Teetering type), 관절형(Articulated type), 무힌

지형(Hingeless type), 무베어링형(Bearingless

type)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절형은

플랩, 리드래그, 페더링 방향에 대한 힌지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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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in Components of a Bearingless
Rotor Hub

Fig. 2. The Designed Bearingless Rotor
Hub

가지고 있고, 무힌지형은 페더링 방향만 힌지가

존재하며, 무베어링형은 모든 방향으로 힌지가

없는 형태이다. 무힌지형 허브에서 플랩, 리드래

그 방향의 힌지는 유연보(Flexbeam)가 역할을 대

신하며, 무베어링 허브의 경우 유연보가 플랩, 리

드래그 방향뿐만 아니라, 페더링 방향의 힌지 역

할까지 하게 된다.

Fig. 1과 같이 무베어링 로터 허브의 주요 구

성은 힌지 역할을 하는 유연보, 피치 조종력을

블레이드에 전달하는 토크 튜브(Torque tube),

지상 및 비행공진을 피하기 위한 리드래그 댐퍼

와 이들 구성품을 로터 회전축과 연결시켜주는

로터 허브 판(Hub plate)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로터 허브시스템과 비교할 때, 로터시스템의 경

량화, 유지보수비 감소, 조종/응답성 증가, 허브

항력 감소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중/소형

헬리콥터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 특

히 힌지가 모두 제거됨으로써 군용 헬리콥터의

경우 취약성 감소의 장점이 있어 경공격 헬리콥

터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무베어링 로터 허

브에 대한 국내 기술 자립화 및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최대 중량 5,000~7,000lbs급 유/무

인 헬리콥터에 장착 가능한 복합재료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

으며, 복합재료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스템의 설

계, 개발 및 지상시험 (구조시험, 훨시험)을 통한

기술 시현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무베어링 허브시스템 개발의 주요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공기역학적 허브 항력이 설정되어 있

으며, 관련 요구도는 “비행체 항력 중 허브 항력

23%이하, 입증방법 전산유체해석”으로 할당되어

있다[2]. 통계적으로 헬리콥터의 허브 항력은 헬

리콥터 전체 항력의 35%, 동체 항력은 30%를 차

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도전적인 수

치이다[3].

본 연구에서는 Fig. 2의 최종적으로 설계된 무

베어링 로터 허브 형상에 대해, 비정렬 중첩 혼

합 격자계에 기반을 둔 전산유체기법을 사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동체 및 허브 항력을

계산하였다. 동체 형상은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

스템 개발”[2]에서 채택된 형상으로 “다목적 회

전익기 핵심 기술 연구”[4]에서 개념 설계를 통

해 생성된 형상이다.

동체 피치각에 따른 항력 변화, 압력 및 점성

항력 비교를 통해 허브 항력의 비율, 항력의 주

요 성분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무베어링 허브를

구성하는 각 파트별 항력을 조사하여 허브 항력

의 기여도를 판별하였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허

브 항력의 결과를 헬리콥터 전기체 항력 및 허브

항력의 추세와 비교하여,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

스템 개발의 공기역학적 허브 항력 요구도 충족

여부를 판별하였다.

Ⅱ. 수치해석

2.1 유동 해석 코드

로터 허브 및 동체 형상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비정렬 혼합격자 기반의 로터

해석용 유동 해석 코드[5]를 사용하였다. 본 유

동 해석 코드는 다양한 해석을 통해 검증되었

다[5-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터 해석용 유동코드는

Navier-Stokes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

며, 격자점 중심의 유한 체적법을 적용하여 지배

방정식을 차분화하였다. 제어 체적은 메디안-듀

얼(median-dual) 방법을 사용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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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face Meshes on the Fuselage
and the Rotor Hub

Fig. 3. Main and Sub Meshes for the
Drag Prediction

Table 1. Mesh Information for the Check of Mesh Dependency

비점성항의 대류항은 Roe의 FDS (Flux

Difference Splitting)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이차

정확도 확보를 위해 최소자승법에 기초한 유동

변수 재구성기법을 사용하고, 비물리적인 수치진

동을 억제하기 위해 Venkatakrishan의 기울기 제

한자가 적용되었다. 점성 대류항은 중심차분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유동변수의 1차 미분 값

은 Green-Gauss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난류모델은 Spalart-Allmaras의 1-equation 난

류 모형을 사용하였다.

시간 적분은 이차 정확도 Euler 후방 차분에

근거한 내재적 기법을 사용하며, 선형시스템은

point Gauss-Seidel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고정된 동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로터 허브

의 상대운동을 모사하기 위해 중첩격자기법[6]을

사용하였으며, 계산시간의 절감과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치적 방법들은 영역 분할법을

사용하여 병렬화 하였다. 해석 격자의 영역분할

은 MeTiS library를 사용하였고, 각 분할 영역간

의 유동 변수에 대한 자료 교환은 MPI library를

사용하였다.

2.2 해석 조건 및 격자

해석 조건으로 대기 조건은 해면고도, ISA+2

0℃, 항공기 속도는 최대 순항 속도 250km/h가

적용되었다.

Fig. 2의 무베어링 로터 허브 형상에서 볼트류

와 피치링크 접합부는 공력에 미치는 영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산 효율성을 위해 해석

형상에서는 제외되었다.

허브 항력 계산을 위한 격자계는 Fig. 3과 같

이 로터 허브를 포함하는 부 격자계와 동체를 포

함하는 주 격자계로 구성된다. 수치해석에 적용

된 경계 조건으로는 허브와 동체 표면에는 점성

벽면 조건을 부여하였고, 주 격자계의 원방 경계

면에는 Riemann Invariant를 사용하는 특성치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원방 경계면은 허브 반

경대비, x, y, z 방향으로 43R, 10R, 13R에 위치

하고 있다. 주 격자계와 중첩되는 부 격자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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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vergence History

Table 2. Calculated Drag with Various
Pitch Angle of the Fuselage

Fig. 6. Mesh Dependency of the Drag

원방 경계면은 허브 중심으로부터 2R에 위치하

고 있다.

Fig. 4는 허브와 동체에서의 표면 격자를 보

여 준다. 점성 계산을 위한 물체 표면에서의 경

계층의 프리즘 격자는 1.25의 증가비를 가지고

20개의 격자층이 적층되도록 하였다. 초기 경계

층의 격자점 높이는 ≈×
 정도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계산에 의해 얻어진 Y+의 값은

1.6이하의 값을 가져 유동의 경계층 해석에 적절

하다고 판단하였다.

2.2.1 격자 의존성 및 수렴성

수치 해석은 총 700개의 CPU를 사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Fig. 5의 로터 회전수에 따른 항력

수렴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터 3회전 이후

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총 7회전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초기 1회전에서의 변화는 공간정확

도가 1차에서 2차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동체

와 허브의 항력은 로터 회전수 중 마지막 1회전

에 대해 평균값을 취하여 구하였다.

격자 의존성 점검을 위해 초기 600만개의 격

자점을 포함하는 성긴 격자부터 890만개의 격자

점을 포함하는 조밀한 격자까지 4종류의 격자계

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격자계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각 격자계에 대한 항력 해석 결과는 Fig. 6과

같다. 초기 성긴 격자에서 조밀한 격자로 갈수록

항력 계수값의 변화량은 줄어들고 있다. 동체 항

력 계수의 변화량은 초기 10%에서 격자가 조밀

해 질수록 3%이내의 변화량을 보이고 있으며,

허브 항력은 격자계에 따라 변화량이 1% 미만으

로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는 초기 격자계가 충분

히 조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자 의존성이 가

장 작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격자계를 최종 해

석 격자계로 선택하였다.

2.3 동체 피치각에 따른 항력 비교

최종 격자계에 대해 동체 피치각 -4 ~ 2도까

지 4가지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동체 피치각에 따른 항력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동체와 허브의 항력 상호비교를

위해 등가 평판 면적(Equivalent flat plate area)

으로 나타내었다.

동체의 받음각이 작을수록 동체 항력, 허브 항

력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동체 항력 대비 허

브 항력의 비율은 41.1%에서 38.8%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받음각이 작을수록 허브 항력 증가율

보다 동체 항력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이며, 동

체 형상의 특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항력은 압력 항력과 점성 항력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Fig. 7과 Fig. 8에 동체 피

치각에 따른 동체와 허브의 압력 및 점성 항력을

나타내었다. 동체 피치각이 증가함에 따라 동체

및 허브 모두 압력 항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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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Drag on the Fuselage
and the Rotating Hub

Fig. 8. Viscous Drag on the Fuselage
and the Rotating Hub

Table 3. Drag on Each Hub Part

Fig. 9. Main Parts of the Bearingless
Rotor Hub

Fig. 10. The Drag Ratio of Each Hub Part

성 항력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변

화량은 미세하다. 압력 항력에 있어, 동체의 압력

항력 변화보다 허브의 압력 항력 변화가 작게 나

타나는데, 이는 허브의 경우 회전하고 있기 때문

에, 동체 피치각의 변화에 따른 유동의 유입 각

도 효과가 허브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체의 경우 압력 항력은 전체 항력

대비 95 ~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체와 허브

모두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 항력 대비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2.4 항력 분포

허브를 구성하는 각 파트별 항력 기여도를 분

석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허브 판(Hub plate),

댐퍼(Damper), 토크 튜브(Torque tube), 블레이

드가 체결되는 토크 튜브 옆면(TT side)으로 구

분하여 항력을 계산하였다.

허브의 각 파트별 항력은 Table 3, Fig. 10과

같이 허브 판 3%, 댐퍼 8 ~ 9%, 블레이드 체결

부위는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크 튜브는 72

~ 73%로 허브 항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동체의 피치각에 관계없

이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토크 튜브의 항력이 가장 큰 이유는 허브를

구성하는 파트 중 가장 큰 면적(frontal area)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크 튜브의 앞전

(leading edge)에서 유동 정체점(Sta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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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urface Pressure Contours on the
Rotating Hub at AOA = -2 deg.

point)이 존재함으로써 압력이 높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특히 블레이드가 체결되는 토크 튜브의

끝단은 유동 흐름과 수직하게 사각형 단면 형상

을 가짐으로 인해 높은 표면 압력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항력의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허브 표면에서의 압

력 분포를 나타낸 Fig. 11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로터 회전 속도로 인해 후퇴면 보다 상대적으

로 유입류 속도가 큰 전진면에 있는 토크 튜브

상부의 표면 압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크

튜브의 끝단과 동일한 형태의 사각형 단면을 가

지는 안쪽 부위에서는 작은 회전 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입류 속도가 작으므로 높은 압력

분포를 보이지는 않는다.

허브에 블레이드가 체결되는 실제 형상을 고

Fig. 12. Surface Pressure Contours on
the Fuselage at AOA = -2 deg.

려한다면, 토크 튜브 옆면(TT side)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허브 항력은 계산된 허브 항력보

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되며, 블레이드가 체결됨

으로 인해 블레이드와 토크 튜브간의 간섭 항력

(Interference drag)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허브 항력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항력을 차지하고 있는 토크 튜브의 항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각형 단면

을 가지는 블레이드 체결 부위와 댐퍼 체결 부위,

즉 토크 튜브의 끝단과 안쪽 부위의 단면 형상을

사각형에서 타원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Fig. 12는 동체 표면에서의 압력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유동 정체점이 존재하는 동체 앞전

부분에서 압력이 높게 나타나며, 곡률을 가지는

동체 형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부 낮은 압력

을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좌우 대칭형인 동체

형상과는 달리, 로터 허브와 근접한 동체 상부에

서는 로터 회전에 기인하여 좌우 비대칭의 압력

분포를 보인다.

2.5 허브 항력 평가

일반적으로 헬리콥터 전진 비행 시 동체 피치

각은 -2~-3도 범위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체

피치각 -2도에서의 항력값을 선택하여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스템 개발에서의 공기역학적 허브 항

력 요구도 “비행체 항력 중 허브 항력 23%이하”

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Fig. 13의 헬리콥터 중량 대비 전기체 항력 추

세선 으로부터 5,000 ~ 7,000lbs 급 헬리콥터의

전기체 항력은 대략 8 ~ 16ft2의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9]. 따라서 무베어링 로터 허브 항력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허브 항력이 1.84 ~

3.68ft
2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해

계산된 허브 항력은 2.92ft2(=0.2710m2)이므로 요

구도 충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 Trend of Airframe Drag With
Helicopter Gross Weight[9]



第 40 卷 第 8 號, 2012. 8 무베어링 로터 허브의 공기역학적 항력 예측 661

Fig. 14. Trend of Rotor Hub Drag With
Helicopter Gross Weight[9]

또한 Fig. 14의 허브 항력 추세와 비교를 하면

5,000~7,000lbs 급 헬리콥터의 허브 항력은 약

2.6~ 5.8ft2의 범위에 있으며[9], 설계된 허브의 항

력은 추세의 낮은 범위 값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절형 허브시스템 대비 부품수 감소로 인

해 형상 단순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

브 항력이 감소되는 무베어링 허브시스템의 특성

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 론

설계된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스템에 대해 비

정렬 중첩 혼합 격자계를 사용하는 전산유체기법

으로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동체 및 허브

항력을 계산하였다.

허브 항력은 동체 항력 대비 동체 피치각에

따라 약 39 ~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성 항

력보다는 압력 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베어링 허브를 구성하고 있

는 각 파트별 허브 항력 기여도 조사를 통해 허

브 항력 중 토크 튜브 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허브 판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된 허브 항력은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스

템 개발의 공기역학적 허브 항력 요구도 “전기체

항력 대비 23%이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존 헬리콥터의 허브 항력 추세와 비교하

였을 때 무베어링 로터 허브시스템의 허브 항력

감소의 특성이 잘 반영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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