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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umerical analyses on Quad Tilt Rotor(QTR) a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interference effect of components and effect of operating condition during forward flight.

Actuator Surface Method(ASM) which is implemented in an open source CFD code,

OpenFOAM, is used to calculate the flow field around QTR with high computational

efficiency. The lift of the front and rear wing is found to increase or decrease depending

on the rotation direction of the rotor. At the rear wing, the interference effects of the front

and rear rotor appear as a combined manner. Performance change due to the phase

difference is found to be insignificant. For both rotors, the locally higher thrust is generated

by the blockage effect of the wing. The interference effect of wake from the front nacelle

contributes to higher local thrust for the rear rotor compared to the front rotor. And it is

observed that the amplitude of thrust oscillation can decrease depending on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rotors. Aerodynamic performances of both rotors and the entire

aircraft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록

본 연구에서는 진 비행하는 쿼드 틸트 로터(Quad Tilt Rotor, QTR)에 한 수치 연

구를 수행하여, 각 구성 요소에 의한 간섭효과와 상차 로터 회 방향 등 로터 운용

조건에 의한 향을 분석하 다. 효율 인 로터 유동장 계산을 해 오 소스 CFD 코드인

OpenFOAM에 Actuator Surface Method(ASM) 기법을 결합한 해석자를 사용하 다. ·후

방 날개의 양력은 날개 끝단에 부착된 로터의 회 방향에 따라 증감하며 특히 후방 날개

에서는 ·후방 로터에 의한 간섭효과가 복합 으로 나타난다. ·후방 로터의 상차에 의

한 날개의 공력 성능 변화는 상 으로 미미함을 확인하 다. 로터에서는 날개로 인한 폐

쇄효과 발생에 따라 국소 으로 높은 추력이 발생한다. 특히, 후방 로터에서는 방 나셀에

서 발생한 후류의 간섭효과로 인해 방 로터 비 높은 국소 추력이 발생한다. 한 로

터 간의 상차에 따라 추력 요동의 진폭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운용 조건에

따른 ·후방 로터의 성능과 체 비행체의 공력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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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틸트 로터 비행체는 고정익에 부착된 나셀이

회 함으로써 로터의 회 축 방향이 변경 가능한

비행체를 말한다. 회 가능한 로터의 추력벡터

방향으로 인해 헬리콥터 모드로 일반 헬리콥터와

같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로펠러 모드로

는 고정익 항공기와 같이 비교 높은 순항 속도

를 가질 수 있는 장 이 있다. 쿼드 틸트 로터

(Quad Tilt Rotor, QTR)는 2개의 날개와 각 날

개 양 끝에 부착된 4개의 로터로 구성된 비행체

로, 틸트 로터의 장 을 계승하면서도 상 으

로 더 큰 유상하 을 갖는 이 이 있다[1]. QTR

주 유동장은 많은 구성 요소로 인해 복잡한 유

동 공기역학 특징을 가진다. 제자리 비행

조건에서는 4개의 로터와 날개, 동체 간의 상호

간섭효과가 발생하며 이·착륙 시에는 지면효과

한 개입된다. 진 비행 조건에서는 후방 날개

와 로터가 방 날개, 로터, 나셀에서 발생하는

후류의 향을 받게 된다. QTR의 설계에 있어

이러한 복잡한 공기역학 특징을 고려한 성능

측이 필수 이나 4개의 로터를 포함하는 유동

장의 full CFD 해석 방법은 상당한 계산 자원과

물리 인 시간을 요구하므로 기설계 단계에서

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QTR에 한 수치 연구들은 주로

계산 효율이 높은 해석자를 통해 수행되었다.

Gupta와 Baeder[2,3]는 시간 평균화된 Actuator

Disk Method를 사용하여 나셀을 제외한 단순화

된 QTR 형상에 해, 헬리콥터 모드에서의 지면

효과와 진 비행 조건에서의 공력 성능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나 비정상 효과가 고려되지 않

았다. Sitaraman과 Baeder[4]는 CFD-자유후류

결합 기법을 사용하여 후방 로터의 1개 블 이드

에 한 비정상 공력 하 을 연구하 다. 이 연

구에서는 방 로터에서의 후류를 자유후류로 모

사하 다. Lee와 Baeder[5,6]는 방 로터에서 발

생한 후류를 포착하기 해 helical vortex

tracking grid(VG)를 첩 격자에 용하여 ·후

방 로터의 블 이드 와류 상호 향과 ·후방 로

터 간의 상호간섭효과에 해 연구하 다. 이 연

구에서는 정상상태를 가정하고 회 효과를 모

사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VG 사용 여부에 따

른 추력 차이는 최 3% 이내임을 확인하 다.

Sheng과 Narramore[7]는 CFD를 이용하여 Bell

Boeing QTR을 해석하 으며 진 비행 조건,

75° 천이 비행 조건에 해 공기역학 상호간섭

과 성능을 분석하 다.

선행 연구들은 각각 다른 해석자와 형상을 사

용하여 연구하 고, 높은 소요 계산자원으로 인

해 여러 라미터들에 한 충분한 연구가 수행

되지 못하 다. 따라서 QTR의 공기역학 특성

과 각 구성 요소 운용 조건으로 인한 성능 변

화의 종합 비교,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로터를 포함한 유동장을 효율 으로 해

석하기 해 Actuator Surface Method(ASM)를

유동 해석 기법에 용하고 해석 차를 구축,

검증하 다. 이를 기반으로 진 비행하는 QTR

에 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구성요소에 의

한 간섭효과를 개별 으로 분석하고 ·후방 로

터 간의 상차, 로터 회 방향의 변화 등 다양

한 운용조건에서의 성능 변화와 공기역학 특징

을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ASM

기법을 용한 다 로터문제 유동해석의 타당성

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 설계 라미터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해석 방법

2.1 수치해석기법

ASM은 회 체 주 유동장의 효율 해석을

해 개발된 CFD-Blade Element Method(BEM)

결합 해석자로, 로터 블 이드를 운동량 방정식

의 소스항으로 모사하며 로터를 제외한 역은

일반 인 CFD 해석이 용된다[8]. 소스항은 블

이드 단면의 국소 공력계수를 기반으로 계산되

며 이는 익형 공력성능표에서 국소 유효받음각에

해당하는 공력계수를 찾는 테이블룩업(table look-

up)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ASM은 실제 블 이

드 형상 격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격자

생성이 간편하며 은 격자수를 사용하여, 해석

소요시간이 크게 감되는 장 이 있다. Kim과

Park[9]은 해당 기법을 사용하여, 단일 로터 제자

리 비행 해석에 moving mesh 기법을 용한 full

CFD 비 약 83%의 해석 소요시간 감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로터를 포함하는 유동장의

효율 인 해석을 해 Kim 등[10]에 의해 제시된

Key Words : Quad Tilt Rotor(쿼드 틸트 로터), VTOL(수직이착륙기), Actuator Surface

Method(액 애이터 표면 기법), OpenFOAM(오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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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Actuator Surface Method(IASM)를 사

용하 다. IASM은 양력선 이론에 기반한 기존

ASM이 가지는 문제 인 상 속도 획득의 임의

성과 끝단 손실 보정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해석자이다. 로터 역을 제외한 유동장은 오

소스 CFD 코드인 OpenFOAM이 제공하는 해석

자 , 3차원 비압축성 비정상 해석자인 PIMPLE

(PISO+SIMPLE) 해석자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2.3 해석조건에서 다시 언 되겠지만, 본 연구

의 해석 조건은 마하수 0.3 이하 역에 해당하

므로 비압축성 유동 해석자의 사용이 타당하다고

단하 다.

해석에 용한 수치기법으로는, 공간 차분에 2

차 정확도의 풍상 차분법, 시간 분에는 2차 정

확도의 Euler 후방차분법을 사용하 다. 시간 간

격은 로터의 방 각(azimuth angle, Ψ) 1° 회

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설정하 다. 난류모델은

2-방정식 모델인 k-ω SST 모델을 사용하 다.

2.2 해석 형상 격자

해석 상 형상은 Fig. 1에 나타낸 참고 문헌

[11]의 쿼드 틸트 롭 무인기를 참고하여 정의하

다. QTR 비행체는 2개의 날개와 각 날개 끝단

에 장착된 4개의 로터 수직미익으로 구성된

다. 참고문헌에 제시되지 않은 수치 는 형상

라미터들은 유추하거나 임의로 설정하 으며

최종 결정된 상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 다.

각 로터는 3개의 블 이드로 구성되며 로터의

직경(D)은 1.4 m이다. 로터의 회 수는 1200 rpm

이고 이때의 깃끝 마하수는 0.268이다. 로터 블

이드는 8.6의 세장비와 29.2°의 비선형 비틀림

테이퍼를 갖는다. ·후방 로터 사이의 간격은

1.12 D이다.

QTR을 심으로 육면체 형태의 원방 경계를

설정하고, 내부를 비정렬 혼합격자계로 해석 격자

를 생성하 다. Fig. 2에는 격자의 형상 해석

역에 한 정보를 나타내었다. Fig. 2(a)와 3에

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격자는 가상 블 이드 격자

를 의미한다. 성 해석을 해 표면에는 육면체

와 리즘 격자로 구성된 물체 합격자를 형성하

다. 최 격자 높이는 목표 y+ 값 40이 되도록

Fig. 1. Geometry of QTR[11]

Overall length(L) 3.0 m

Front wing span 2.24 m

Rear wing span 3.24 m

Front wing area 1.36 m2

Rear wing area 3.20 m2

Front wing incidence angle 4.5 °

Rear wing incidence angle 2 °

Table 1. Geometry information of QTR

설정하 으며 벽면 경계 조건으로 벽함수 경계조

건을 사용하 다. 공간 격자는 피라미드와 사면체

격자로 구성하 으며 해석 형상에서 원방 경계까

지의 거리는 Fig. 2(c)에 나타낸 바와 같다.

(a) Surface mesh

(b) Volume mesh

(c) Computational domain

Fig. 2. Grid system used for calculation

of flowfield around Q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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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 조건

진 비행하는 QTR의 공력성능 분석을 해

진비    조건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해당 조건에서의 깃끝 마하수는 0.3 이하로, 비압

축성 유동으로 가정 가능하다고 단할 수 있다.

후방 날개 평균 공력 시 기반의 이놀즈수

(Re)는  ×
이며 자유흐름속도와 동체가 이

루는 받음각은 0°이다. 한 모든 로터의 콜 티

피치 각은 해당 진비행 조건에서의 설계값

(41.1°)으로 고정하 다.

QTR의 각 구성요소에 의한 간섭효과를 분석하

기 해 4가지 해석 이스(UO, FO, RO, QO)를

설정하고 해석을 수행하 다. UO(Un-powered

Operation) 이스는 로터를 제외하고 비행체만을

해석한 이스를 의미한다. FO(Front twin rotor

Operation), RO(Rear twin rotor Operation) 이

스는 각각 방, 후방 로터만을 구동하는 조건에

해당하며, QO(Quad rotor Operation) 이스는 4

개의 로터를 모두 구동한 조건을 의미한다. 이

때 모든 로터는 Fig. 3에 나타낸 방향으로 회

한다. Fig. 3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가상

블 이드를 의미한다. 로터 운용 조건에 따른

향을 분석하기 해 6가지 해석 이스를 고려하

다. 기 (Baseline) 이스는 앞서의 QO 이스

와 동일하다. PD(Phase Difference) 이스는

방 로터와 후방 로터 간 상차로 각각 30°, 60°,

90°를 부여한 경우이며 ·후방 로터의 회 방

Fig. 3. Rotation direction of rotors

(a) UO (b) FO (c) RO (d) QO

Fig. 4. Schematic of analysis cases for

study about interference effects

by each components

(a) Baseline
(=QO)

(b) PD30 (c) PD60

(d) PD90 (e) ODF (f) ODR

Fig. 5. Schematic of analysis cases for
study about effects of rotor
operating condition

향은 기 이스와 동일하다. ODF(Opposite

Direction of Front rotor) 이스와 ODR

(Opposite Direction of Rear rotor) 이스는 각

각 방 로터와 후방 로터가 반 방향으로 회

하는 경우이며 로터 간 상차는 0°이다. Table

2와 Figs. 4~5는 각 해석 이스에 한 로터 운

용 조건과 개략도를 나타낸다. 모든 해석은 Intel

Xeon E5-2640v4 3.4 GHz CPU를 사용한 병렬계

산을 통해 수행하 다.

Case Front rotor Rear rotor

UO X X

FO O X

RO X O

QO

(=Baseline)
O O

PD30
O

(30° phase difference)
O

PD60
O

(60° phase difference)
O

PD90
O

(90° phase difference)
O

ODF
O

(opposite direction)
O

ODR O
O

(opposite direction)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analysi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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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석 결과

3.1 IASM 검증

Kim 등[12]은 단일 로터에 한 제자리 비행,

진 비행 해석을 수행하여 IASM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가 있다. 추가로 다 로터 성능 측

에 한 IASM 기법의 검증을 해 Dingeldein

[13]에 의해 수행된 단일 탠덤 로터 실험의

제자리 비행 이스를 비교 상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계산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로터

의 직경(D)과 고형비(solidity)는 4.572 m, 0.054

이며 비틀림과 테이퍼가 없는 2개의 블 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블 이드는 NACA0012 익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장비는 11.78이다. 한, 각

로터는 평행하게 치하며 로터 심 간 거리는

1.03 D이다.

단일 탠덤 로터의 계산을 해 비정렬 혼합

격자계를 각각 구성하여 사용하 으며 계산에 사

용된 격자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단일·탠덤

로터 해석을 한 격자수는 각각 ×,

×개이다. Fig. 7에 해석과 실험 결과를

로터 성능계수인 추력계수(CT)와 동력계수(CP)를

이용하여 비교하 으며, 두 결과가 서로 잘 일치

하여, 본 연구의 IASM 결합 해석자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2 격자 민감도 연구

본 해석에 앞서 QO 이스의 총 추력계수 평

균값을 비교함으로써 격자 민감도 연구를 수행하

다. Fig. 2에 나타낸 격자계를 기반으로, 방

로터와 후방로터 사이 역의 격자 조 도에

인 차이를 둔 5종의 격자에 한 해석을 수행

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격자 수에 따른 총 추

력계수 평균값을 Fig. 8에 나타내었으며, 격자 수

와 사용 로세서 수 5회 해석 소요 시간을

(a) Single rotor (b) Tandem rotor

Fig. 6. Grid system used for validation of

IASM

Fig. 7.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measured performance curves

Table 3에 비교하 다. Fig. 8에서 격자 수가

× 개 이상일 때, ×개 격자 비

추력계수 평균값 차이는 0.5% 이내이다. 성능

측과 분석 에서 격자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단하 으며, 계산 자원과 소요 시간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는 × 개

격자를 선정하여 사용하 다.

Fig. 8. Comparison of averaged total

thrust coefficient

No. of Cells

(×)

No. of

Processors

Runtime for

5 Rev. (hrs)

9.95 20 25

14.75 20 32

20.22 20 46

24.72 40 28

34.78 40 38

Table 3. Comparison of computation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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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 효율성 비교

본 연구의 IASM 결합 해석자와 타 해석자의

계산 효율성을 비교하 다. QTR 해석의 계산 효

율성을 비교하기 해 Table 4에 본 연구

Sheng과 Narramore의 연구[7]에서 사용된 형상,

해석자, 격자 수, CPU, 계산 소요시간 등을 나타

내었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 수와 CPU 성능

로세서 수 등의 차이가 존재하나 종합 으로

고려하 을 때 IASM을 이용한 계산이 RANS,

sliding mesh 기법 기반의 full CFD 비 계산

효율성이 높다고 단할 수 있다. 한 RANS,

첩 격자 기법을 사용하여 동축로터를 해석한

Lakshminarayan[14]의 연구에서도, 한 이스 계

산에 Intel Xeon 3.20G Hz 16 Processors를 사용

하여 30일이 소요되는 등 다 로터를 포함한 문

제의 비정상 유동 산해석에는 상당한 계산 자

원과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Present
Sheng and

Narramore[7]

Configuration Full geometry Half geometry

Solver

Actuator

Surface

Method

(IASM)

Full CFD,

Sliding

mesh

(U2NCLE)

No. of Cells

(× )
14.75 36.68

CPU

3.4GHz

Xeon

20

Processors

3.066GHz

Xeon

384

Processors

Runtime for 5

Rev. (hrs)
32 175

Table 4. Comparison of computational

efficiency

탠덤로터, 동축로터 등의 다 로터 공력 성능

을 분석한 Lee[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유후류

패 기법은 은 계산 자원으로 표면 압력분포

추력을 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비 성 유동 가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정확한 항력이나 동력 계산이 불가능하고 자유후

류 패 이 시간 진에 따라 계속 생성되므로 시

간이 증가할수록 계산 효율이 하되며, 성 효

과와 물체-후류 상호작용이 지배 인 유동 해석

의 경우 신뢰성이 하될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IASM을 결합한 유동 해석 기법이 다

로터를 포함하는 공학 문제에 해서 공력성능

비교, 분석을 한 라미터 연구에 유용하게 활

용 가능하다고 단할 수 있다.

3.4 날개 공력특성

3.4.1 로터에 의한 간섭효과 분석

Figure 9에 방 각 60°일 때 UO, FO, RO, QO

이스에서의 비행체 주 의 iso Q-criterion

(Q=200) 표면 압력계수를 나타내었으며, Fig.

10과 Fig. 11에는 방 각에 따른 ·후방 날개 단

면 양력계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b는 각 날개 스

팬의 반 길이를 의미하고(Table 1), y=0 지 은

동체 심선, y=b는 각 날개의 끝단 지 에 해당

한다. UO, FO 이스의 비교를 통해 방 로터

의 유무에 따른 방 날개의 공력 성능 차이를

분석하 다. Fig. 9(b)와 같이 날개 근처에서

쪽으로 회 하는 로터 블 이드는 날개의 동체근

방 inboard 역에 올려흐름(upwash)을 일으키

며, 이 올려흐름이 날개의 유효받음각을 증가시

켜 단면 양력계수 한 증가하게 된다(Fig. 10).

이러한 효과는 Witcowski 등의 연구[16]와 Gupta

와 Baeder의 연구[3]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반면 로터 허 부근인 날개 outboard 역

에서는 로터로 인해 유도되는 축방향 속도와 블

(a) UO (b) FO (c) RO (d) QO

Fig. 9. Iso Q-criterion(Q=200) with pressure coefficient contour at 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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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끝단 비 작은 회 속도로 인해 유효받

음각이 감소하여 단면 양력계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방 날개에서는 방

날개에 비해 복잡한 유동 상이 나타난다. UO,

RO 이스의 비교를 통해 방 날개에서와 같은

후방 로터로 인한 양력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9(c), Fig. 11). 한 UO, FO 이스의 비

교를 통해 방 로터에서 발생한 후류로 인한 후

방 날개에서의 간섭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

9(b)에서 볼 수 있듯이, 방 로터에서 발생한

후류가 후방 날개의 유효받음각을 증가시키는

역에서는 Fig. 11과 같이 양력계수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QO 이스에서는 앞의 두 가

지 간섭효과들이 복합 으로 나타난다(Fig. 9(d),

Fig. 11).

Table 5에 UO 이스의 결과로 정규화한 ·

후방 날개 체의 평균 양력을 비교하 다. 방

Front wing Rear wing

UO 1.000 1.000

FO 1.017 1.053

RO 1.003 1.031

QO 1.020 1.079

Table 5. Comparison of normalized lift

날개의 경우 방로터 구동에 의해 약 1.7~2.0%

의 양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후방 날개

의 경우에는 ·후방 로터에 의한 효과가 복합

으로 작용하는 QO 이스에서 UO 이스 비

7.9% 높은 양력 발생을 확인하 다.

3.4.2 로터 운용조건에 의한 향 분석

Figure 12에 방 각 30°일 때 로터 간 상차

에 따른 비행체 주 의 iso Q-criterion 표면

압력계수를 나타내었으며 Fig. 13과 Fig. 14에 방

(a) Ψ=0° (b) Ψ=30° (c) Ψ=60° (d) Ψ=90°

Fig. 10. Sectional lift coefficient distribution along wing span at front wing

(a) Ψ=0° (b) Ψ=30° (c) Ψ=60° (d) Ψ=90°

Fig. 11. Sectional lift coefficient distribution along wing span at rear wing

(a) Baseline (b) PD30 (c) PD60 (d) PD90

Fig. 12. Iso Q-criterion(Q=200) with pressure coefficient contour at 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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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따른 ·후방 날개 단면 양력계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s. 12~14를 통해 ·후방 로터

간 상차를 부여하 을 때, 단면 양력계수 변화

양상과 체 날개의 평균 양력 변화는 비교 크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터 회 방향의

향을 분석하기 해 Fig. 15에 방 각 0°일 때

비행체 주 의 iso Q-criterion 표면 압력계수

를 나타내었으며, Fig. 16과 Fig. 17에 방 각에

따른 ·후방 날개 단면 양력계수 분포를 나타내

었다. Fig. 15(b)의 방 로터, Fig. 15(c)의 후방

로터와 같이 날개 근처에서 아래쪽으로 회 하는

로터 블 이드는 날개에 내리흐름(downwash)을

발생시키며 이 내리흐름이 날개의 유효받음각을

감소시키게 되어 양력 한 감소하게 된다(Fig.

16, Fig. 17). 한 Fig. 15(b)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반 방향으로 회 하는 방 로터에서

(a) Ψ=0° (b) Ψ=30° (c) Ψ=60° (d) Ψ=90°

Fig. 13. Sectional lift coefficient distribution along wing span at front wing

(a) Ψ=0° (b) Ψ=30° (c) Ψ=60° (d) Ψ=90°

Fig. 14. Sectional lift coefficient distribution along wing span at rear wing

(a) Baseline (b) ODF (c) ODR

Fig. 15. Iso Q-criterion(Q=200) with pressure coefficient contour at Ψ=0°

(a) Ψ=0° (b) Ψ=30° (c) Ψ=60° (d) Ψ=90°

Fig. 16. Sectional lift coefficient distribution along wing span at front 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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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wing Rear wing

Baseline 1.000 1.000

PD30 1.001 1.006

PD60 1.001 1.008

PD90 1.001 1.006

ODF 0.963 0.904

ODR 1.000 0.952

Table 6. Comparison of normalized lift

발생한 후류가 후방 날개의 유효받음각을 감소시

켜 Fig. 17의 ODF 이스에서는 양력이 감소하

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이스의 결과로 정규화한 ·후방 날개

의 평균 양력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로터간

상차로 인한 ·후방 날개의 성능 변화는 1%

이내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ODF 이

스에서의 방 날개의 양력 감소는 3.7%이고

ODR 이스에서의 후방 날개의 양력 감소는

4.8%이다. 한, ODF 이스에서의 후방 날개의

양력 감소는 9.6%이다. 이를 통해 후방 날개에서

는 반 방향으로 회 하는 후방 로터 블 이드

에 의한 내리흐름보다 반 방향으로 회 하는

방 로터에서 발생한 후류에 의한 성능 하가

더 크게 발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로터 공력특성

3.5.1 각 구성요소에 의한 간섭효과 분석

날개 공력특성 분석에 이어, 요소 간 간섭효과

에 의한 로터 성능 변화를 분석하 다. Fig. 18(a)

에 FO 이스의 방 로터에서 1회 으로 평균화

된 유입류(inflow)를 나타내었다. Fig. 18(a)를 통

해, 방 각 240°~270° 범 에서 축방향 속도 감

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로터 뒤 날개로 인

한 폐쇄효과(blockage effect)의 결과로 분석된다.

로터 블 이드 에서 축방향의 유입류 속도는

(a) Averaged inflow (b) CnM
2 Distribution

Fig. 18. Contour at front rotor

로터 블 이드에 내리흐름을 발생시키는데, 축방

향 속도가 감소할 경우 내리흐름의 감소로 유효

받음각이 증가하고, 이는 추력의 증가로 이어진

다. FO 이스의 방 로터 수직력의 반경, 방

각에 따른 분포를 Fig. 18(b)에 나타내었다. 수직

력은 블 이드의 국소 수직력계수(Cn)에 국소 마

하수(M) 제곱을 곱한 값으로 표 하 다. Fig.

18(b)를 통해 날개가 치하는 역 근처에서 로

터 수직력의 국소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9는 QO 이스에서의 방 로터

나셀에서 생성된 후류와 와도장을 보여 다. 와

도장을 통해 방 나셀의 후류로 인한 후방로터

에서의 간섭효과가 방 로터의 후류로 인한 효

과보다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 나셀

의 후류에 의한 후방 로터 성능 변화를 분석하기

해 Fig. 20(a)에 축방향 속도장을 나타내었다.

(a) Iso Q-criterion
(Q=200)

(b) Perpendicular
view

Fig. 19. Vorticity magnitude contour
around rear rotor

(a) Ψ=0° (b) Ψ=30° (c) Ψ=60° (d) Ψ=90°

Fig. 17. Sectional lift coefficient distribution along wing span at rear 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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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al velocity (b) CnM
2 Distribution

Fig. 20. Contour around rear rotor

(a) Front rotor (b) Rear rotor

Fig. 21. Effective angle of attack distribution

방 나셀로부터의 후류는 축방향 속도를 감소

시킨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국소 추력 증가를 발생시킨다. 후방

로터에서는 후방 날개로 인한 폐쇄효과에 의한

국소 추력 증가와 방 나셀의 후류로 인한 국

소 추력 증가가 복합 으로 나타난다. 반경

방 각에 따른 후방 로터의 수직력 분포를 Fig.

20(b)에 나타내었으며 방 로터 비 높은 국소

수직력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방 로터 블 이드의 반경 방 각에 따

른 유효받음각 분포를 Fig. 21에 나타내었다.

방 로터의 경우 방 날개에 의한 폐쇄효과가 발

생하는 역에서 최 6.3°까지 유효받음각이 증

가하고, 후방 로터의 경우 후방 날개의 폐쇄효과

와 방 나셀의 후류로 인한 축방향 속도 감소가

복합 으로 나타나는 역에서 최 9.4°까지 유

효받음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

구의 블 이드를 구성하는 익형의 실속각은 블

이드 반경의 75% 지 에서 10°, 블 이드 끝단

에서 8°이다. 이를 통해 후방 로터의 일부 역

에서는 유동 박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상 가능

하다. 로터 단독 해석으로부터 실속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된 운용조이라 할지라도, 구성

요소 간 간섭으로 인해 국소 으로 실속 조건이

생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요한 경우에

는 상세 설계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3.5.2 로터 운용조건에 의한 향 분석

Figure 22는 로터 추력계수의 시간 이력을 비

(a) Baseline (=QO) (b) PD30

(c) PD60 (d) PD90

(e) ODF (f) ODR

Fig. 22. Thrust coefficient history

Averaged

CT,total

RMS of

ΔCT,total

Baseline 1.000 1.000

PD30 1.001 0.471

PD60 1.005 0.586

PD90 1.000 0.976

ODF 1.034 0.401

ODR 0.998 0.790

Table 7. Normalized averaged value and

RMS of total thrust

교한 그림이며, ·후방 로터의 추력계수 총

추력계수를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7에 총 추력

계수의 1회 평균값과 RMS(Root Mean Square)

를 비교하 다. 평균값과 RMS는 기 이스의

결과로 정규화하 다. 총 추력계수 평균값의 비교

에서, 상차로 인한 차이와 ODR 이스 차이는

0.5% 이내로 성능 변화가 비교 미미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ODF 이스에서 3.4% 증가

한 총 추력계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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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블 이드 에서, 반 방향으로 회 하는

방 로터의 후류로 인해 후방 로터 블 이드에서

선 방향 속도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총 추력계수의 RMS 비교로부터 로터 회

방향의 변화 는 상차에 따라 총 추력계수의

RMS 크기가 상당 수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RMS의 감소는 총 추력 요동 진폭의 감소

를 의미한다.

Table 8에 ·후방 로터의 평균 추력계수, 동

력계수, 추력 동력비 등의 성능계수를 비교하

다. 각 성능계수는 기 이스의 결과로 정규

화되었다. 방 로터의 성능은 운용 조건에 따른

차이가 1% 이내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후방 로터에서는 방 로터 비 비교 큰

성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RO 이스와 기

이스의 비교를 통해 방 로터 유무에 따른 후

방 로터의 성능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방 로

터 후류의 향으로 인해 후방 로터의 추력과 동

력이 모두 감소하게 되지만 추력 동력비는 증

가한다. 상차로 인한 성능 변화와 후방 로터가

반 방향으로 회 할 때의 성능 변화는 1% 내

외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ODF

이스에서는 반 방향으로 회 하는 방 로터

후류의 향으로 인해 추력과 동력이 모두 증가

하고 추력 동력비는 감소한다. 모든 이스의

비교를 통해 기 이스의 후방 로터 효율이 가

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CT CT/CP

Front

rotor

Baseline 1.000 1.000

FO 1.005 0.999

PD30 1.000 1.000

PD60 1.000 1.000

PD90 1.000 1.000

ODF 0.999 0.997

ODR 1.000 1.000

Rear

rotor

Baseline 1.000 1.000

RO 1.081 0.965

PD30 1.001 0.998

PD60 1.010 0.995

PD90 1.000 0.999

ODF 1.069 0.973

ODR 0.995 0.991

Table 8. Normalized averaged performance

coefficients of each rotor

CT/CP L/D

Baseline 1.000 1.000

PD30 0.999 0.996

PD60 0.998 0.998

PD90 1.000 0.994

ODF 0.986 0.932

ODR 0.996 0.975

Table 9. Normalized averaged total thrust
to power coefficient ratio and lift
to drag ratio

3.6 공력성능 종합 비교

운용 조건에 따른 체 비행체의 추력 동력

비와 양항비를 기 이스의 결과로 정규화하여

Table 9에 비교하 다. 로터 간 상차에 따른

체 비행체의 공력 성능 변화는 0.5% 내외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ODF 이스의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반 방향으로 회 하는 방

로터의 후류의 향으로 인해 후방 날개 로터

의 성능이 모두 하되고 ODR 이스의 경우 반

방향으로 회 하는 후방 로터로 인해 후방 날

개의 성능이 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효율 인 QTR 주 유동장의 수치 연구를

해 IASM 기법을 결합한 유동 해석자를 사용

하 다. 해석에 소요된 계산 자원과 물리 시간

을 이 에 수행된 연구와 비교하여 해당 기법의

계산 효율이 우수함을 확인하 으며 다 로터

성능 측에 한 검증 한 수행하 다. 진

비행 조건에서의 QTR에 해 각 구성 요소의

간섭효과와 다양한 운용 조건에서의 성능 변화를

분석하 다. 구성 요소의 간섭효과를 분석하기

해 un-powered 조건과 ·후방 로터의 구동

조건, 쿼드 로터 운용 등 4가지 이스를 해석하

고 조건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하기 해

·후방 로터 간의 상차(30°, 60°, 90°)를 부여

한 이스와 ·후방 로터를 반 방향으로 회

시킨 이스 등 5가지 이스를 해석하 다.

로터의 회 방향에 따라 ·후방 날개에 올려

흐름 혹은 내리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양력

의 증감으로 이어짐을 확인하 다. 후방 날개는

방 로터에서 발생한 후류에 의한 향을 받게

되며 ·후방 로터가 모두 구동될 때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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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복합 으로 나타났다. 상차로 인한 날

개의 성능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방 로터에 해서는 날개의 존재로 인해

폐쇄효과가 발생하여 축방향 속도가 감소하게 되

고, 이는 국소 추력 증가로 이어짐을 확인하

다. 후방 로터에서는 방 나셀의 후류로 인해

축방향 속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한 국소

추력 증가와 후방 날개로 인한 폐쇄효과에 의한

추력 증가가 복합 으로 발생하 다. 한, 후방

로터에서 방 나셀의 후류로 인한 간섭효과는

방 로터의 후류로 인한 간섭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운용 조건에 따른 분석에서는 로터 간

상차에 따라 로터에서 발생하는 총 추력 요동

의 진폭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후

방 로터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방 로터의 성

능 변화는 크지 않고, 방 로터 후류의 향으

로 인해 후방 로터의 성능 변화가 발생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체 비행체의 공

력 성능을 비교하 다. 로터 간 상차에 따른

공력 성능의 변화는 미미하고 로터가 반 방향

으로 회 할 경우, 명확한 성능 하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시간 효율 인 해석 방법은 후방

로터의 회 수 차이에 따른 공력 성능 정안정

성 변화 분석 등을 통한 최 의 운용조건 탐색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진 비행조건에서

의 QTR 주 유동장에 한 연구만을 수행하

지만 범 한 비행 조건에서 운용되는 QTR의

공기역학 특징을 이해하기 해서는 제자리 비

행, 천이 비행, 측풍 조건 등 다양한 비행 조건에

서의 연구 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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