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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helicopter wakes on helicopter aerodynamics are serious, but the wake

configuration is very complicated and hard to pred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detailed observation of wake using numerical methods. Vortex lattice method and freewake

method are used to track the vortices in the wake. In this paper, the wake configuration is

observed during hovering flight.

In the case of hovering flight at the moderate thrust level, besides tip vortex,

counter-rotating vortex can be observed at the inboard part of blade. When the vortices

move downward, tip vortex and counter-rotating vortex get close and influence to each

other. Therefore, vortices are highly distorted due to their own instability.

초 록

헬리콥터의 후류가 공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후류의 형상은 매우 복

잡하며 예상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인 방법을 통하여 후류를 자세히 관찰할

것이다. 후류에서의 와류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한 수치적 방법으로는 와류격자법과 자유

후류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자리 비행에서의 후류 형상을 관찰하였다.

적절한 추력계수를 갖는 제자리 비행에서는 익단 와류 뿐 아니라 블레이드의 안쪽에서

발생하는 counter-rotating vortex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와류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익단 와류와 counter-rotating vortex가 서로 가까워지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에 따라 와류들은 자체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형상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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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헬리콥터의 불안정성은 사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심각한 인적, 물적 손실을

야기한다. Fig. 1은 미 육군에서 2002년부터 2012

년까지 사고로 실추된 헬리콥터를 나타낸다.[1]

적과의 대치상황에서 48기의 헬리콥터를 실추한

것에 반해 적과의 대치상황이 아닐 때 179기의



762 전종혁․정인재․이덕주 韓國航空宇宙學會誌

헬리콥터를 실추하였다는 것은 헬리콥터의 본질

적인 불안정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간접

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사고율을 줄이는 것은 헬리콥터 산업의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헬리콥터에 작용하는 공력해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그 중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주로터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주로터에 대한 해석은 주로터에 의한 후류에

관한 해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후류에 의

해 성능이 변화하고 강한 후류에 의해 동체의 진

동과 조종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렇듯 헬리콥터 후류에 관한 예측은 공력해석에

필수적이지만 강한 와류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뭉

쳐있는 형태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다.

복잡한 후류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다. Landgrebe[2] 는 로터의 익단 와류와

와류면의 거동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Caradonna[3] 는 2블레이드 로터에서 익단 와류

의 pairing현상을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 이와

같이 블레이드의 끝에서 발생하는 익단 와류 이

외에도 블레이드 안쪽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관찰

한 실험도 수행되었다. Kim[4], Ghee[5] 은 블레

이드 안쪽에서 익단 와류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

는 counter-rotating vortex를 관찰하였다. 후류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 외에도, Na[6]는 정지비행시

의 후류 모형 비교를, Jain[7], 정기훈[8] 은 익단

와류의 pairing 현상을 수치적으로 관찰하였다.

Fig. 2는 익단 와류 이외에도 이와 반대방향의

회전을 갖는 counter-rotating vortex에 대한 실

험적인 관찰이고 Fig. 3은 익단 와류의 pairing

현상을 수치적으로 관찰한 그림이다.

이와 같은 후류의 형상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후류의 거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vortex

dynamics 측면에서의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Widnall[9] 은 나선형태의 와류의 불안정성에 관

한 연구를 하였으며, Crow[10]는 서로 반대방향

의 와류 강도를 갖는 와류 쌍에서의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미세교란이 있는 와류쌍이

특정 파형으로 모양이 변형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난류유동이 되어 감쇠된다는 Crow

의 불안정성 연구는 비행기 이륙 안전거리 추정

의 근간이 되었으며, 비행기 후류의 빠른 감쇠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자리 비행에서의 로터의 후

류를 와류격자법과 자유후류법을 사용하여 수치

적으로 관찰한다. 또한, 관찰한 와류형태와 관련

된 불안정성 현상에 대해 예측해 본다.

Fig. 1. Helicopter accidents in U.S. Army[1]

Fig. 2. Experimental observation of

Counter-rotating vortex[4]

Fig. 3. Numerical analysis about

Tip-vortex pairin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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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idnall instability mode shapes[9]

Fig. 5. Crow instability in the wake

of an aircraft (B-47)[10]

Ⅱ. 본 론

2.1 공력 해석 기법

2.1.1 와류격자법

임의의 형상의 3차원 물체 주위에서 물체와

후류를 제외한 영역은 특정 유동 조건 내에서 비

압축성, 비점성, 비회전 유동 영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유동은 Laplace 방정

식을 만족하는 포텐셜 유동이 되며, 포텐셜을 Φ

라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2 0Ñ F = (1)

포텐셜로부터 속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

다.

V = ÑF
ur

(2)

그리고 경계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속도 포텐셜을 Φ라하고 물체 고정 좌표계에 대

해서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0 0rV r V nÑF- -W´ - × =
uur ur r uur

(3)

lim 0
r®¥

ÑF =
(4)

비압축성 유동의 경우 교란의 전파 속도가 무

한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순간의 경계 조

건 변화에 대한 영향이 그 순간 전체 유동장으로

전파된다. 그러므로 매 시간 간격마다 변화 된

경계조건으로 식을 풀면 된다. 식(1)을 Green의

상반정리(Green's reciprocal theorem)를 이용하

여 적분하면 용출(source)의 세기 와 중첩

(doublet)의 세기 의 합으로 속도 포텐셜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물체 표면의 한 지점에서 거리

만큼 떨어진 위치 P점에서의 유동은 다음 식에

의해서 지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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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포텐셜을 미분함으로써 이 용출과 중첩

의 분포에 의한 속도장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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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께가 얇은 블레이드는 두께를 고려하지 않

고 블레이드의 형상을 대표하는 면에 특이값을

분포시킴으로써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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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

시간을 크게 절약하는 장점을 갖는다. 위 식을

미분한 식에서 용출을 분포시키지 않고 중첩만을

분포시킨 후 이 식을 공간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속도장을 계산 할 수 있고 물체의 경계조건 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근사화된 블레이드면에 분포하

는 중첩은 같은 크기의 순환(circulation) 강도

 를 갖는 와격자로 바꿀 수 있고, 이러한 방법

을 와류 격자법(vortex lattice method)이라고 하

는데, 그 유도 속도는 Biot-Savart 법칙을 이용하

여 구할 수 있게 된다.

식(6)을 식(3) 경계조건에 대입하여 블레이드

표면의 미지의 순환강도를 선형방정식으로 나타

내면,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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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ij iij
A u v w n= ×

ur

( )( )i w iij
RHS V t V n= - ×

uuuur uur ur

, 1, 2,...,i j N=

는 j-번째 와격자에 의해서 i-번째 와

격자의 조절점에 유도되는 속도성분이고, 는 i-

번째 와격자의 수직벡터 성분이며, 는 물체

고정 좌표계에 대한 블레이드 운동속도와 자유흐

름에 의한 속도의 제어점에서의 속도성분이고,
는 물체 고정 좌표계에 대한 후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제어점에서의 속도이다.

식(7)의 선형방정식을 품으로써 블레이드 표면

의 미지의 순환강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순환강도를 통해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공기력을

계산할 수 있다.

회전하는 로터는 비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블

레이드의 공기력은 비정상 Bernoulli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비정상 Bernoulli 방정식을 이

용하여 계산한 블레이드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차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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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첨자 i는 코드(chord)방향, j는 스팬

(span)방향을 가리키며, ∆는 코드방향 길이,

∆는 스팬방향의 길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와격자에 의하여 블레이드 몸체에 작용하는 하중

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ijij
F p S nD = - D D
ur uur

(9)

여기서 ∆는 와격자의 넓이이다. 이 식으로

부터 로터의 힘을 구할 수 있게 된다.

2.1.2 시간전진 자유후류법(Time-marching

Freewake Method)

로터 주위의 속도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후

류에 의한 유도속도를 계산해야 한다. 매 시간간

격마다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후류를 와류성분

으로 모사하고 그 유동의 유도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시간전진 자유후류법이라 한다. 와류성분

은 와선(Vortex filament)으로 모사하며 이 와선

에 의한 유도속도는 Biot-Savart Law를 통해 얻

을 수 있다. 길이 을 갖는 와선에 의하여 떨

어진 위치에서의 유도속도 을 아래의 식을 통

해 얻을 수 있다.

34
dl rdV
rp

G ´
=

r r
ur

r
(10)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0인 경우 속도에

대한 특이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물리적

인 가정을 통하여 회전중심 근처에서는 강체 회

전하는 와류모델을 적용한다. 대표적인 와류모델

에는 Scully 모델[11]과 Vatistas 모델[12] 등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와선 부근에서 무한대의 유도

속도가 계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Scully의

와류 모델을 적용한다. Scully의 와류 모델은 아

래의 식과 같다.

( )( )2
/

2 1 /
c

c c

r rv
r r r

q p
G

=
+ (11)

 : 와류 심(core)의 반경

후류의 곡선을 일반적인 직선으로 생각하여

해석할 수 있으나 곡선으로 매개화하여 후류 영

향을 고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차 스플라인

곡선(cubic spline curve)를 생각 할 수 있으나,

스플라인 곡선은 완전한 원을 이룰 수 없으며,

접선방향 벡터가 비직관적인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와선을 정의하는 점의 개수가 증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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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크기가 큰 삼각 대각행렬을 풀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

개혼합 함수(parabolic blending function)를 이용

할 수 있다[13].

매개혼합함수 는 아래와 같다.

( )( ) 1 ( ) ( )C p r q sx x x= - + (12)

여기서 는 매개변수들이다. 와 는

와 을 각각 지나는 매개 포물선

(parametric parabola)이다. 일반화된 매개 혼합

곡선은 위치 매개변수 r과 s가 코드 길이로 무차

원화 되며, 에 대한 선형 관계를 갖는다.

순환(circulation)강도  를 갖는 곡선으로 모

사되는 와선의 유도 속도는 Moore-Rosenhead

식에 의하여 아래와 같다. 위의 과정은 임의의

지점의 유도 속도뿐 아니라 와선 자체에 유도되

는 유도속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와선의 자체 움

직임 모사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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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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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선 상의 좌표이며, 는 와선의 특

이성을 제거하기 위한 Rosenhead의 절삭(cut-off)

변수 이다.

2.2 수치 방법의 검증 및 연구 결과

2.2.1 UH-60A 익단 와류 궤적 및 sectional Ct

를 통한 수치적 방법의 검증

UH-60A에 대한 검증을 위해 알려져 있는 실

험 조건에 대해 해석하여 비교해 보았다. 우선

UH-60A에 관한 실험으로는 1989년도 P.F.

Lorber에 의해 수행된 실험이 있다[14]. 1:5.73 의

비율로 축소된 UH-60A의 model rotor에 대하여

공력 측정 및 유동가시화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Lorber는 이 실험을 통하여 특정 추력계수에

서의 sectional 를 측정하고 익단 와류의 궤적

을 추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와류

격자법과 자유후류법으로 동일한 조건을 해석하

여 실험치와 비교해 보았다.

기준이 되는 실험의 조건은 =0.085, 

=0.628로 제자리 비행조건과 유사한 추력계수를

갖는 상황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블레이드의 와

류격자는 코드 방향으로 19개 스팬 방향으로 28

개이며 시간전진 방법은 Runge-Kutta 4차를 사

용하였다. 초반에 발생한 후류가 뒤쪽으로 빠져

안정화 된 이후의 추력을 보기 위해 12 바퀴 이

후의 추력 및 sectional 를 관찰하였으며 1바

퀴를 36번의 시간간격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실험의 조건인 =0.085를 만족시키기 위한

콜렉티브 피치는 8.6°로 이는 실험에서의 콜렉티

브 피치인 10.2°와는 차이가 있지만 전산유체역

학을 이용한 다른 해석 결과(Jung : 9.2˚, Ahmad

: 9˚)와는 유사하다.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Fig. 6, 7은 자유후류법

을 통해 구한 익단 와류의 궤적과 실험에서의 익

단 와류의 궤적을 비교한 것이다. 실험은 네모난

점으로 자유후류법을 통한 익단 와류의 위치는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8은 제자리 비행에서의 블레이드 스팬

방향으로의 sectional 를 보여준다. 동그란 점

은 실험값이며 실선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와류

격자법과 자유후류법을 이용한 해석 결과를, 점

선은 Jung 과 Ahmad의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Fig. 9는 sectional 가 해석 바퀴수가 증

가함에 따라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Sectional  그래프에서 익단 부근에서 추력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쪽

Fig. 6. Tip-vortex location of UH-60A
model rotor (z/R)

Fig. 7. Tip-vortex location of UH-60A

model rotor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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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ctional 

Fig. 9. Sectional  convergence

during hovering flight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후류가 뒤쪽 블레이드의 익

단 부근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2.2 제자리 비행 후류 형상

UH-60의 주로터는 twist와 sweep이 있는 4

블레이드 로터이다. 아래는 UH-60 주로터의 전

체적인 모습과 블레이드의 와류격자를 나타낸다.

블레이드의 와류격자의 경우, 팁 부분뿐만 아니

라 앞에서 발생한 와류가 근처로 지나가는 부분

에도 클러스터링을 통해 많은 격자를 삽입하였

다.

Figure 10, 11에서 sectional 가 0.9 근처에

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r/R=0.95 부근에

서 발생한 와류가 (-) 부호를 가지는 현상을 관찰

하였다. 이는 앞에서 발생한 강한 익단 와류

Fig. 10. Blade sectional 

Fig. 11. Blade vortices strength

Fig. 12. Trailed vortice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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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Numerical investigation of blade tip-vortex

Fig. 13. tip-vortex and inboard vortex of
UH-60 during hovering flight

가 블레이드 근처를 지나면서 sectional 와 와

류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방향의 강도를 가지는 와류는 후

류의 형상과 불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하여 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우선

후류의 형상에 반대방향의 와류를 함께 그려서

와류의 거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다.

Figure 13은 블레이드에서 익단 와류와 반대방

향의 와류가 어떤 형태로 발생되는지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다. Fig. 14는 각각의 케이

스에 대한 익단와류와 counter vortex의 위치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림이다.

Figure 15에서 (a) ~ (g)까지 각 케이스에 대한

익단 와류와 counter vortex의 위치를 확인하였

다. Wake age에 따른 z방향의 위치를 표현함으

로 두 와류의 움직임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대

부분의 경우, 두 와류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

는 모습을 보인 반면 (f) Blade 1 Tip - Blade 3

Counter에서는 360도 이후 익단 와류와 counter

vortex가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counter vortex는 익단

와류가 반대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와류이므로

두 와류가 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Crow는 서로 반대되는 강도를 갖는 두 개의

직선 와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와류의 불안정

성을 분석함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익단

에서 반대의 강도를 갖는 두 개의 와류가 보이는

형태는 Crow가 제안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형

태와 유사하다. 그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불안정

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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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rajectories of blade tip-vortices and counter-rotating vortices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H-60A 주로터의 제자리 비행

에서의 후류의 형상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제자리 비행에서 후류의 형상을 자세히 관찰

하기 위해 익단 와류와 블레이드 안쪽에서 발생

한 counter-rotating vortex를 함께 관찰하였다. 4

블레이드 로터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전방

의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익단 와류가 뒤쪽의 블

레이드의 익단 부근을 지남으로 익단에서 추력

상승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익단 부근에

서는 익단 와류와 반대방향의 와류가 생성되는

현상을 수치적으로 관찰하였다. 이러한 반대방향

의 와류는 비록 다른 종류의 로터이지만 Kim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Kim의 GIT 전진

비행 실험에서 counter-rotating vortex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UH-60A 로터에

대해서도 실험적으로 아직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반대방향 와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익단 와류 이외의 반대방향의 회전을

갖는 counter-rotating vortex의 존재는 후류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Crow는

직선의 와류쌍이 반대방향의 와류강도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의 와류에 영향을 주어 불안정해짐

에 따라 직선의 와류 형태가 사인파 형태로 교란

이 커지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블레이드에서의 익단 와류와 이와 반대

되는 counter-rotating vortex가 상호작용을 통해

불안정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Crow

instability에 기인한다. 따라서 강한 counter

vortex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후류를 더욱 빠르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UH-60A 제자리

비행 시에 익단 와류와 counter-rotating vortex

에 초점을 맞추어 후류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

제자리 비행에서는 180도의 각도 차이를 갖는 두

개의 블레이드의 익단 와류와 counter vortex가

가까운 거리에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가까운 거리의 와류 쌍

은 다른 와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상호간

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되며 이를 이용하여 헬리콥터 블레이드에서 강한

반대방향 와류를 발생시키면 후류를 더욱 빨리

불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난류

로의 천이가 빠르게 일어나 와류의 강도를 약화

시켜 후류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관찰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현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익단 와류 주변에 강한 counter

vortex가 발생하면 와류는 불안정한 모습을 띄게

되며 이는 난류로의 천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난류에서는 vortex diffusion이 빠르게 일어나며

이는 후류에 의한 유입류 속도를 감소시켜 로터

의 전체적인 성능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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