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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merical analysis for the performance of compound gyroplane in forward flight was

performed. TSM(Transient Simulation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autorotating rotor. CFD was conducted for the fuselages to recognize the variation of

aerodynamic performance according to flight speed. At given conditions; airspeed, shaft

angle and collective pitch, the quasi-static states of autorotation were determined and the

variation of rotor performance was observed.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aerodynamic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shape of fuselage is so

important that the streamlined fuselage is essential to fly fast. Forward flight speed limit is

dependent on the autorotation performance of rotor

초 록

복합 자이로플레인의 전진 비행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자동회전하는 로터의 성능을

해석하기 위하여 과도모사법(Transient Simulation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비행 속도 증가

에 따른 동체의 공력 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체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주

어진 속도와 샤프트각, 그리고 콜렉티브 피치 조건에서 준 정상 자동회전 상태를 판정하

고 로터의 성능 변화를 관찰하였다. 성능해석 결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체의 형상에

따른 공력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속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유선형의 동체가 필수적이고 전진 속도 한계는 로터의 자동회전 성능에 종속적이었다.

Key Words : Compound Aircraft(복합항공기), Compound Gyroplane(복합 자이로플레

인), Autorotation(자동회전), Transient Simulation Method(과도모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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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이 많고 제한된 활주로를

갖는 항공환경으로 V/STOL 항공기가 그 대안으

로써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

리나라에서는 소방·군 전술 운용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헬리콥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

후된 UH-1H를 대체할 목적으로 KUH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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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수행하여 2009년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

였다[1].

현재까지 개발된 V/STOL 항공기의 경우 헬리

콥터가 이·착륙 및 제자리 비행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진 속도의 한계와 고가의 구

입비용 및 유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단점이 있

다. 이에 따라 제자리 비행 성능을 유지하면서

고속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복합 항공기가

고려되고 있다. 복합항공기의 대표적인 예로 회

전익과 고정익을 함께 사용하는 Carter Copter,

X-1, X-49A, 16H-1가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주 양력발생 수단으로 자동회

전하는 로터를 채택하고 고속 비행에서 부족한

양력을 보조하는 고정익을 부착한 복합 자이로플

레인 방식의 항공기에 대한 공력해석을 수행하였

다. 자동회전하는 로터의 속도에 따른 성능 변화

를 해석하기 위하여 과도모사법(Transient

Simulation Method)을 사용하였고, 동체의 형상

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두 형상의 동체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Ⅱ. 본 론

2.1 복합 자이로플레인 정의

본 논문에서 다루는 복합 자이로플레인은 이·

착륙 및 저속비행 시에는 헬리콥터 방식으로 로

터를 회전시켜 비행하고, 고속비행 시에는 별도

의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전진추력을 발생시키며

고정익과 회전익으로부터 비행에 필요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비행체이다. Fig. 1에 복합 자이로플

레인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형상이나 성능

을 계산하기 보다는 요구도를 만족시키면서 효율

적인 개발이 가능한 설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탐색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복합 자

이로플레인을 로터, 고정익, 동체, 엔진으로 나누

고 성능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헬리콥터 방식과 복합 자이로플레인 방식의 비

행 성능 비교를 위해 BO-105 헬리콥터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로터와 엔진을 사용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BO-105 로터에 대한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복합 자이로플레인에서 고정

익은 고속에서 부족한 양력을 얻는 수단으로 사

용된다. NACA 23012 익형을 가지는 후퇴각이

없는 테이퍼 날개를 기본 형상으로 정의하고 테

이퍼비 0.8, 가로세로비는 8로 설정하였다. 최대

Fig. 1. Compound Gyroplane Concept

항 목 값

Blade Airfoil NACA 23012

Main Rotor Diameter 9.84m

Airfoil Chord 0.27m

Number of Blade 4

Flapping Hinge Offset 0.6888m

Blade Twist -8° (Linear)

Table 1. BO-105 Rotor Characteristics[4]

전진 속도에서 고정익의 양력분담률을 50%로 설

정하였다.

기본 동체로 BO-105 동체를 채택하고 유선형

동체와 비교하여 동체의 항력이 최대속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유선형 동체는 고

속에서 비행하는 Cessna사의 Citation 항공기로

선정하였으며, 동체형상을 전산유체해석하여 복

합 자이로플레인이 BO-105 동체를 가지는 경우

와 유선형 동체를 가지는 경우의 동체 항력 변화

를 추적하였다.

2.2 로터의 자동회전 성능해석

고속에서 로터의 자동회전을 이용하는 항공기

개념은 오래 전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적으로 정확한 성능을 예측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실험비행수준의 연구 결과만이 존재하였다[5]. 이

후 김[6]의 연구를 통해 자동회전의 해석기법이

개발되었다. 복합 자이로플레인은 회전익과 고정

익을 함께 사용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

식의 비행에서 달성 가능한 속도의 한계가 어디

까지인가에 대한 해석적 예측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익의 자동회전

성능을 예측하고자 과도모사법을 사용하였다.

과도모사법은 로터의 자동회전 상태에 적합한

속도와 샤프트각, 피치 범위를 찾기 위해 시간전

진기법에 의해 플래핑 방정식과 회전운동방정식

을 수치 적분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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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 거동 과정에서 유도속도가 비균일 유동

장을 보이는데, 과도 과정에서 유도속도장을 공

급하기 위하여 Pitt/Peters의 동적유도흐름 이론

(dynamic inflow theory)이 사용된다.

과도모사법의 결과는 두 방정식의 주기해가

되며 판정조건에 의해 추출된 변수의 조합은 자

동회전 변수의 범위가 된다[7].

과도모사법은 깃 요소에 대한 공력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받음각과 마하수에 대한 양·항력

계수를 요구한다[8,9]. 따라서 BO-105 로터에 사

용되는 NACA 23012에 대해 2차원 압축성

Navier -Stokes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여 받음각

/마하수에 대하여 2차원 배열 형태로 구성된 공

력계수 룩-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동회전 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진비

행속도 100∼600ft/s(109.7∼6587.3km/h), 샤프트

각 2°∼20°에 대하여 콜렉티브 피치각을 0.5°씩

스위핑시켜 자동회전이 가능한 변수의 조합을 탐

색하였다. 고속에서 자동회전하는 로터는 트림에

따라 민감한 거동을 보이며 진동하는 플레핑 운

동을 보인다. 과도한 플레핑 운동은 로터의 양력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진

동 플레핑 발산 조건을 -5°<<5°로 설정하였고,

3초 동안의 회전수 변화량 ∆가 0.1 이하

일 때 자동회전에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2.3 동체 전산유체해석

헬리콥터 동체는 특수목적 수행에 적합한 형

상으로 설계되므로 고속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일반론이지만 유선형 동체와 정량적으로 항력특

성이 비교된 바는 없다. 따라서 BO-105와 유선형

동체에 대한 속도에 따른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

여 공력특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2.3.1 동체 형상

기본 동체 형상은 BO-105와 동일한 형상으로

정의하였으며 길이 8.8m, 폭 1.58m, 높이 3m이

다. 유선형 동체 형상은 Cessna사의 Citation 2

동체 형상을 수정하여 설계하였으며 길이 13.7m,

폭 1.67m, 높이 1.67m이다. Fig. 2에 BO-105와

유선형 동체의 동체 형상을 나타내었다.

2.3.2 격자 생성

본 연구에서는 Ansys 사의 ICEM-CFD 사용하

Fig. 2. Geometry of BO-105 and
Streamlined Fuselages

Fig. 3. Grid generation of BO-105
and Streamlined Fuse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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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계산영역은 사각 박스 형

태로 전방으로 동체길이의 10배, 후방으로 12배,

측면으로 5배의 크기로 구성하였다. 비정렬 격자

를 사용하여 약 700만개의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y+값이 5이하가 되도록 벽

에 인접한 격자를 조밀하게 하였다.

2.3.3 전산유체해석

Ansys사의 Fluent를 이용하여 동체에 대한 정

상상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

Velocity Inlet , Pressure Outlet을 설정하고, 해

수면 대기조건으로 자유류 속도를 30.48m/s로

설정하였다.

유사해석사례[10]에서 회전익 항공기 동체의

전산유체 해석에서 RANS(Reynolds Average

Navier-Stokes)기반의  모델을 이용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었

다. 최초에 난류를 해석하기 위한 모델로 Wilcox

가 제안한 모델을 제안했으나, 이 모델은

강한 역압력 구배나 경계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

이는 문제가 있어 이를 Menter가 수정한 것이

  이다. 경계층에서는  , 자유 유동

에서는  으로 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11].

일반적인 회전익에서 로터의 공기 유입은 동

체의 공력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복합 자이로플레인에서 로터의 공기 유입은 아래

서 위로 향함으로 로터와의 간섭을 고려하지 않

았다.

2.4 해석 결과

2.4.1 로터의 자동회전 성능

자동회전하는 로터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는 샤프트각 와 콜렉티브 피치각의 조절에 따

른 로터의 자동회전 특성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야 한다. 로터의 성능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샤프

트각에 따른 양력, 양항비, 로터 회전수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가로축은 콜렉티브 피치로 설정하였

다.

해석 결과 로터 자동회전이 가능한 최대 전진

비행속도는 500ft/s(548.64km/h)로 예상되었으며,

블레이드 깃 끝에서의 최대 마하수는 1.07로 계

산되었다. 깃 요소의 공력 데이터는 마하수 0.0∼

1.1에 대하여 확보되어 있음으로 자동회전 해석

결과가 깃의 공력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에 샤프트각 2°부터 20°까지 로터의

양력성능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샤프트각 12°

까지는 양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2°에

서 20°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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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샤프트각이 증가함에 따라 로터의 양력이

높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샤프트각에 따

른 로터의 양력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전진 속도

420ft/s(460.86km/h)에서 트림 상태를 비교하였

다. 샤프트각 2°에서 약 1,500∼2,200lbs(680∼997kg),

4°에서 약 1,500∼2,700lbs(680∼1224kg), 6°에서 약

1,700∼4,100lbs(771∼1859kg)의 양력이 예측되었다. 비

교적 높은 샤프트각인 12°에서 약 3,000∼6,000lbs(1360

∼2721kg), 20°에서 약 5,600∼8,200lbs(2540∼271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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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utorotation performance at
shaft angle 2deg

의 양력이 예측되었다. 중량을 BO-105의 최대 운항하

중인 4620lbs(2095kg)로 가정하고 자이로플레인 방식

으로 비행할 때, 460ft/s (504.75km/h)의 속도로 전진

비행하기 위해서는 샤프트각을 12° 이상으로 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에 샤프트각에 따른 양항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샤프트각 2°에서는 양항비 10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샤프트각 6° 이상에서는 양항

비가 8이하로 감소하며, 샤프트각 20°에서는 양

항비가 3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터의

양력은 일정한 증가추이를 보이지만 항력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항력의 증가는 필요마력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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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utorotation performance at shaft
angle 4deg

시키는 요인임으로 적절한 양항비를 고려하여 고

속비행에 적합한 샤프트각을 선정해야 한다.

Figure 6에 로터 회전수와 콜렉티브 피치각의

그래프를 나타냈다. 낮은 샤프트각에서는 콜렉티

브 피치각에 따라 로터 회전수가 민감하게 변화

하고, 샤프트각이 증가함에 따라 콜렉티브 피치

각 트림범위가 넓어지며 로터 회전수 변화가 둔

감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최대 콜렉티브 피치각이 감소하며

로터 회전수가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로터

의 최대 회전수는 샤프트각 4°에서 439.2RPM, 6°

에서 460.1RPM으로 나타나며 속도 증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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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 회전수가 수렴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 결과 샤프트각이 감소하고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자동회전이 가능한 콜렉티브 피치각

트림의 범위가 감소하며, 자동회전하는 트림의

영역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다 한 점으로 수렴

해 나갔다. 이는 낮은 샤프트각으로 고속에서 자

동회전하기 위한 트림 조작이 매우 민감함을 나

타낸다. 따라서 고속에서 비행할 때 같은 양력

성능을 나타낸다면 높은 샤프트각을 사용하는 것

이 제어에 용이 할 것이다. 하지만 고속으로 비

행하기 위해서는 로터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감소

시켜야 함으로 양항비와 양력성능을 고려하여 적

절한 샤프트각을 선정 할 필요가 있다.

Figure 7, 8에 각각 샤프트각 2°, 4°에 대한 로

터의 양력, 양항비, 회전속도를 그래프로 표현하

였다. 전진비행 속도 500ft/s(548.64km/h)로 비행

할 때 샤프트각 2°에서 양항비 8 이상을 나타내

며 샤프트각 4°에서 양항비 7∼10을 나타냈다.

헬리콥터의 양항비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나타

낸다. 로터 회전수 그래프를 보면 같은 샤프트각

일 때 속도 증가에 따른 로터 회전수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샤프트각 증가에 따라 로

터의 회전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 비행에서는 로터의 회전수가 샤프트

각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 자이로플레인은 로터와 고정익으로부터

양력을 발생함으로 양력분담률을 고려하여 로터

의 필요양력을 추정하였다. 복합 자이로플레인

방식의 비행을 고려할 때 로터의 양력분담률을

50%로 설정하면 샤프트각 0°∼6°에서도 복합자

이로플레인 방식으로 고속 비행하기에 충분한 로

터의 자동회전 성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로터

의 양력과 양항비, 로터의 양력분담률을 고려하

면 샤프트각 0°∼6°가 고속비행에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속도 영역을 500ft/s(548.64km/h)

보다 낮게 설정한다면 샤프트각 0°∼6°일 때 콜

렉렉티브 피치 제어를 통해 더 높은 하중조건에

서도 비행이 가능한 자동회전 트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량 해석 및 임무 해석을 통해 중량화물

운송 임무 또는 다목적 복합 자이로플레인 설계

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4.2 동체 항력계수

서로 다른 동체 형상의 항력을 비교하기 위하

여 참조면적(reference area)을 전면적(frontal

area)으로 하여 계수화 하였으며 Fig. 9에 나타내

었다. 이 결과를 보면 동체 받음각 0°에서 항력

계수가 BO-105는 0.5587, 유선형 동체는 0.1109,

동체 받음각 5°에서 항력계수가 BO-10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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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85, 유선형 동체는 0.1365이다. BO-105와 비

교하여 유선형동체를 사용할 때 동체 받음각

1°에서 1/5, 동체 받음각 5°에서 1/3 수준으로

항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결

과 유선형 동체에서 엔진 나셀과 허브가 항력

의 주 원인임을 알 수 있으며, 받음각이 증가함

에 따라 동체 후방에서 발생하는 항력이 감소

하고 동체 중앙의 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ure 10의 그래프를 보면 비교적 저속에서는

동체의 항력보다 로터의 항력이 높게 작용하였으

나, 고속으로 비행할 때는 동체의 항력이 지배적

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샤프트각을 감소시키면 로터의 항력이 크게 변하

지 않는다. 엔진의 성능은 제한적임으로 항력을

감소시키는 문제는 전진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중

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복합 자이로플레인 방식

으로 고속 비행하기 위해서는 동체의 항력을 감

소시키는 형상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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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복합 자이로플레인에 대한 속도 한계 및 성능

예측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헬리콥터와 같은

방식으로 이·착륙하며 고속 비행시는 자동회전하

는 로터와 고정익에서 양력을 얻는 개념에 대하

여 전진비행 성능 추정을 위한 공력해석을 수행

하였다. BO-105의 로터시스템을 채택하였으며,

고속 비행에 적합한 유선형의 동체를 설계하였

다. 과도모사법으로 자동회전하는 로터의 성능을

해석하였고 전진 속도, 샤프트각, 콜렉티브 피치

각 변화에 따라 자동회전 성능 변화를 살펴보았

다. 자동회전하는 로터는 샤프트각이 감소함에

따라 양력은 감소하고 양항비와 최대 전진속도는

증가하지만 제어의 범위가 축소되므로 최대속도

에 한계가 있다. 해석된 BO-105의 로터는

500ft/s(548.64km/h) 정도가 한계속도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 양력은 1/2 수준으로 감소한다.

비행속도에 따른 동체의 항력 특성을 해석한 결

과 고속에서 유선형의 동체는 BO-105 형상에 비

해 1/4 정도로 항력이 감소한다. 양·항력을 모두

고려하면 저속에서는 동체의 공력특성이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지만 고속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복합 자이로플레인에서는 동체의 형

상이 중요하며 전진비행 속도는 자동회전 특성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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