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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rloads and structural loads of Light Civil Helicopter (LCH) rotor are investigated using 

a loose CFD/CSD coupling. The structural dynamics model for LCH 5-bladed rotor cwith 

elastomeric bearing and inter-bladed damper is constructed using CAMRAD-II. Either isolated 

rotor or rotor-fuselage model is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fuselage on the aeromechanics 

behavior at a cruise speed of 0.28. The fuselage effect is shown to be marginal on the 

aeromechanics predictions of LCH rotor, though the effect can be non-negligible for the tail 

structure due to the prevailing root vortices strengthened by the fuselage upwash. A lifting-line 

based comprehensive analysis is also conducted to verify the CFD/CSD coupled analysis. The 

comparison study shows that the comprehensive analysis predictions are generally in good 

agreements with CFD/CSD coupled results. However, the predicted comprehensive analysis 

results underestimate peak-to-peak values of blade section airloads and elastic motions due to 

the limitation of unsteady aerodynamic predictions. Particularly, significant discrepancies appear 

in the structural loads with apparent phase differences.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발 중인 소형 민수 헬리콥터(LCH)에 대해 유체-구조 연계 기법을 이용하

여 로터 공력 및 구조 하중에 대한 고정밀 공탄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LCH 로터는 일반적인 힌지

형 로터와 달리 탄성체 베어링과 블레이드 상호 연계형 댐퍼 시스템을 탑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

조동역학 해석을 위해 CAMRAD-II 모델을 구축하였다. 주 운용조건인 전진비 0.28 순항조건에서 

단일 로터 모델과 로터-동체 모델에 대한 유체-구조 연계해석을 수행하여 동체 모델링의 효과를 분

석하였다. 동체 모델링이 로터의 하중 및 블레이드-와류 간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루트

에서 발생한 와류가 동체 효과에 의해 꼬리 로터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수치적으

로 확인하였다. 양력선 이론 기반의 구조동역학 해석 결과는 유체-구조 연계해석 결과와 대체로 부

합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비정상 유동 예측 모델의 한계로 인해 공력 하중, 탄성 변위에 대한 

peak-to-peak 크기를 낮게 예측하고 구조 진동 하중에서 주요한 위상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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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헬리콥터는 회전하는 로터 시스템의 특성에 기인하

여 전진·후퇴면의 유속차이, 블레이드-와류 상호간섭

과 동체 간섭 효과 등 복잡한 유동 환경을 겪게 된

다. 더불어 조종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복잡한 

허브 시스템과 가볍고 유연한 구조적 특성을 필연적

으로 수반하게 된다. 그 결과 로터 시스템은 복잡한 

유체, 구조 탄성 및 동적 상호작용을 겪으며 이는 항

공기의 성능과 구성품의 피로 및 파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헬리콥터 개발단계에서 이를 정

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로터 시스템의 

복잡한 물리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주로 단순 양력선 모델 기반의 구조동역

학 해석[1-4] 또는 실험을 통해 측정된 블레이드의 탄

성변형을 묘사한 전산 유체해석이 수행되었는데[5], 

전자의 경우 정밀한 피칭모멘트를 예측하지 못함으

로써 나타나는 정밀도의 한계를 보였으며 후자의 경

우 블레이드 탄성변형에 대한 정밀한 실험 결과가 

필요하고, 실험 오차에 의해 요구되는 트림 해석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최근 구조동

역학 해석(CSD)과 전산 유체해석(CFD)을 결합한 유

체-구조 연계해석을 통해 로터 시스템의 정밀한 예측

이 가능해졌다. 유체-구조 연계해석은 HART-II 로터

[6]와 UH-60A[7] 등의 실험 데이터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였고[8-9], 검증단계를 거쳐 실제 회전익기 개

발을 위한 설계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10].

최근 국내에서는 경량급의 LCH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로터는 5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

다. LCH 로터는 개량형 힌지와 블레이드 상호 연계

형의 댐퍼 시스템을 탑재한 새로운 형상의 허브 시

스템으로, 개발과정의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정밀한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LCH의 주 운용조건인 순항속도에 대해 유체-

구조 연계해석을 수행하여 공력 하중 및 블레이드 

탄성운동, 그리고 구조 하중을 정밀하게 예측하였다. 

더불어 단일로터 모델과 로터-동체 모델의 비교분석

을 통하여 동체 모델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양력선 모델 기반의 구조동역학 해석을 수행하고 이

를 유체-구조 연계해석결과와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해석기법의 주된 결과 차이를 파악하고, 양

력선 이론에 기반한 해석의 한계와 유체-구조 연계해

석의 정밀도 및 타당성을 보였다.

Ⅱ. 본  론

2.1 해석기법  모델링

2.1.1 Loose coupling method

유체-구조 연계해석방법은 크게 연성결합 기법

(Loose coupling method)과 강성결합 기법(Tight 

coupling method)으로 구분된다. 강성결합 기법은 

매 시간전진에 대한 유체-구조 데이터 교환을 통해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트림 해석이 요구되

는 로터 시스템에서는 계산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

한다. 연성결합 기법은 로터 시스템의 주기성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강성결합 기법에 비해 계산시간이 적

고 트림 해석에 이점을 가지며, Potsdam[8] 등의 연

구에서 수렴성과 정확도가 검증되었다(Fig. 1). 본 연

구에서는 연성결합 기법을 적용하여 유체-구조 연계

해석을 수행하였다. CSD 해석으로는 CAMRAD-II 

[11]를 사용하였고, CFD 해석에 3차원 압축성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KFLOW[12,13]를 이용하였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연성결합에 적용한 연구가 Jung 

[9,14] 등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수렴성과 정확도가 

검증된 바 있다.

Fig. 1. Loose CFD/CSD coupling algorithm

Key Words : LCH(소형 민수 헬기), CFD/CSD Coupling(유체-구조 연계), Inter-blade Damper(연계

형 댐퍼), Blade-vortex Interaction(블레이드-와류 간섭), Fuselage Effect(동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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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Joint motion

Shaft Rigid Fixed

a. Swash-plate Rigid Free

b. Pitch link Rigid Free

c. Pitch horn Flexible Free

d. Inter blade arm Rigid
Spring & 

Damper

e. Inter blade arm  

 attached beam
Flexible Fixed

f. Gimbaled hinge - Free

Table 1.  Details of  CSD rotor model

2.1.2 구조동역학 해석기법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로터 시스템의 구조해석을 위해 

CAMRAD-II의 1차원 기하학적 정밀 보 이론을 사용

하였다. 블레이드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은 1/4 시위

지점을 따라 총 20개의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허브 

시스템의 다물체 동역학 모델은 강체로 묘사하였다

(Table 1, Figs. 2, 3).

양력선 기반 구조동역학 해석에 사용한 공력모델

은 다음과 같다. 비정상 공력해석을 위해 ONERA- 

EDLIN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동적 실속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Leishman-Beddoes 동적 실속 모델에 NACA 

0012 동적 실속 테이블을 적용하였다. 자유 후류 기

법으로 Scully 와도분포(식 (1)), power-law 와류핵성

장 모델(식 (2))을 사용하였으며, 탭의 위치를 고려해 

3개의 trailed wake를 선정하였다. 초기 와류강도는 

끝단 와류가 시위 길이의 5%, in-board trailed wake

는 시위 길이의 15%, near wake region은 30°로 설

정하였다. 양력선 해석을 위해 dual-peak 모델을 이

Fig. 2. CSD model for LCH rotor system

용하였으며, roll-up 및 entrainment, consolidation 모

델을 포함시켰다[15].

 

 
  (1)








 


   (2)

2.1.3 유동해석기법  격자계 구성

유동 해석 도구로 이용된 KFLOW는 FVM (Finite 

Volume Method) 기반의 3차원 압축성 유동 해석자

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배 방정식은 비정상, 비점

성 Euler 방정식이다. 공간 이산화 방법으로 Roe의 

FDS (Flux Difference Splitting) 기법과 3차 정확도의 

Fig. 3.  CSD model for LCH rotor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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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cells Grid size [ ]

Blade 3,299,670

Wall: 1×10-3

Fuselage 3,891,200

Near-body

35,621,775

~ 0.15

Off-body -

Total 42,812,645 -

Tab le 2. Computational grid system

TVD (Total Variation Dimishing) 계열의 Van 

Alvada 제한자를 이용하였다[16]. 시간 전진 기법으

로는 내재적 시간 차분 기법 중 하나인 DADI 

(Diagonalized Alternate Directional Implicit)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해석 정확도를 위해 이중 시간 전진법

을 추가 적용하였다[17-19].

격자계 구성은 중첩격자계에 Chimera 기법을 사용

하였고 Body, Near-body, Off-body 세 단계로 구성

하였다. 블레이드는 C-H형 격자로 민감도 테스트를 

통해 101×99×66(chord×span×normal)개로 구성하였

고, 이 중 표면 격자는 96×78개로 구성하였다. Near- 

body 격자 역시 민감도 테스트를 통해 시위길이의 

15% 간격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Fig. 4). Off-body 

격자는 6면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5R 길이까지 구

성하였으며, 원방 경계조건으로 Riemann invariant 

조건을 사용하였다.

Fig. 4 . G rid system f or CFD analysis

  ∞ 
  

(deg)

0.0063 0.28 0.19 0.66 -4.6

Tab le 3. Rotor analysis condition

2.2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LCH 주 운용조건인 전진비 0.28의 

순항비행조건에서 단일로터, 로터-동체 모델에 대한 

유체-구조 연계해석과 양력선 모델 기반의 구조동역

학 해석을 수행하였다(Table 3). Fig. 5는 세 가지 해

석에 대해 수렴된 조종입력 값을 나타내었으며, 유체

-구조 연계해석의 iteration에 따른 추력과 허브 모멘

트, 조종입력 값의 수렴을 Fig. 6에 나타냈다.

Fig. 5 . Comparison of  trim control angles

Fig. 6 . CFD/CSD trim iter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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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공력 하

로터-동체 모델에 대한 유체-구조 연계해석과 단일

로터 모델에 대한 유체-구조 연계해석, 양력선 모델 

기반의 구조동역학 해석 세 가지 결과에 대해 공력 

하중을 비교하여 나타냈다(Fig. 7). 수직력 계수()

는 세 가지 해석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

나 양력선 모델 기반의 구조동역학 해석에서 peak to 

peak 값이 작게 예측되며, 특히 방위각 약 300°~60°에

서 수직 공력 하중을 낮게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다. 

피칭모멘트 계수() 또한 양력선 모델 기반의 구

조동역학 해석에서 현저히 낮게 예측되었는데, 그 결

과 토션 방향 변형을 작게 예측하여 수직력 계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유체-구조 연

계해석에서는 90°와 270° 부근에서 이전 블레이드에서 

생성된 끝단 와류와의 간섭에 의한 급격한 공력 하중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Fig. 8). 특히, 피칭모멘트 계

수의 급격한 변화는 로터 블레이드의 소음과 진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양력선 모델 기반의 구조동역학 

해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예측되지 않는다. 이

는 끝단 와류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절에서 논

의될 것이다.

2.2.2 블 이드 탄성변형  구조 하

블레이드의 플랩, 래그, 토션 방향의 끝단 변형을 

각 해석기법에 따라 비교하여 Figs. 9, 10에 나타냈다. 

양력선 모델 기반의 구조동역학 해석에서 피칭모멘트

를 현저히 낮게 예측된 것과 마찬가지로 토션 방향의 

변형을 낮게 예측하며, 270° 부근의 진동 모양의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직 공력 하중의 peak 

to peak 크기 차이에 의해 전반적인 플랩 변형의 진

폭이 작게 나타나며, Fig. 8(b)에 보인 전진면에서의 

in-board 수직 공력 하중이 유체-구조 연계해석에 비

해 크게 예측된 것에 기인하여 방위각 180° 주변에서 

로터면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플랩 변형이 현저히 작

게 예측되었다(Fig. 9(a)). 이는 방위각 180° 주변에서 

전진비행 속도가 하강류를 감소시켜 수직 공력 하중

을 증가시키며 Fig. 8(c)의 0.6R 이후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양력선 모델 기반의 구조동역

학 해석에서 나타나는 변형 예측결과의 차이는 

collective/lateral cyclic (/) 방향 조종 입력이 크

게 나타나는 수렴결과를 보인다(Fig. 5). 또한 구조에 

가해지는 모멘트도 변형 예측결과의 차이와 같은 경

향을 보이며 전반적인 토션 모멘트의 크기 차이, 90° 

부근의 플랩 모멘트의 차이 그리고 다음 절에서 언급

할 270° 부근의 진동 모양 차이가 대표적이다.

CFD/CSD coupled analysis: Rotor-fuselage(RF), Isolated rotor(IR)

CAMRAD-II using free wake(CA)

( a)    RF                ( b )    I R                ( c)    CA

           ( e)    RF               ( f )    I R               ( g)    CA

Fig. 7 . Comparison of  airloads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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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H 로터는 블레이드 상호 연계형의 댐퍼 시스템

을 가지기 때문에 Fig. 10에서 5/rev 진동 성분이 뚜

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진동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유체/구조 연계해석 결과에 대한 스펙트럼 분

석을 Fig. 11에 나타냈다. 상호 연계형 댐퍼가 주로 

작용하는 방향인 래그 모멘트의 5/rev 성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며, 래그 방향과 커플링 효과가 큰 

플랩 모멘트 또한 5/rev 크게 나타난다. 한편, 토션 

모멘트의 경우 비정상 유동에 더욱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5/rev 뿐만 아니라 3~6/rev 진동 성분이 고

르게 분포하고 있다.

2.3 유동장 분석

2.3.1 동체 간섭 효과

 로터-동체 모델에 대한 유체-구조 연계해석을 통해 

동체가 로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일로터 

모델과 같은 조종입력 상태에서 동체의 영향을 비교

하기 위해 로터-동체 모델에 축 기울임 각도 0.6°의 

동체 효과 보정을 적용하였다. 동체의 유무에 따라 

로터면 앞·뒤의 수직 공력 하중의 차이를 보이는데

(Fig. 8), 이는 동체 주변 유동 흐름이 로터면 앞·뒤

에서 추가적인 상승·하강류를 더하며 유효받음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로터-동체 모델의 유체-구조 

연계해석 결과의 압력과 와도 contour를 Fig. 12에 

도시하여 유동장을 확인하였다. 블레이드가 로터면 

앞을 지나면서 블레이드 아랫면 전체에 걸쳐 더 높

은 압력이 형성되고, 로터면 뒤를 지날 때는 루트 부

근의 좁은 영역에서만 더 낮은 압력이 형성되어, 로

터면 앞·뒤에서 추가적인 상승·하강류를 발생시킨다

(Fig. 12(a),(b)). 또한, Fig. 12(c)를 통해 로터에서 발

생하는 와류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데, 블레이드 

끝단 와류는 동체와 직접 부딪히지 않으나 블레이드 

루트에서 발생한 와류가 꼬리 로터에 해당하는 위치

에 부딪히며 꼬리 로터의 성능저하를 예상할 수 있

다. 또한, 루트에서 발생한 와류는 동체 효과에 의한 

하강기류의 영향으로 로터-동체 모델에서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꼬리 로터 성능해석 시 동체 모

델링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a)  M 2Cn (=0 °) ( b )  M 2Cn (=9 0 °)

( c)  M 2Cn (=18 0 °) ( d)  M 2Cn (=27 0 °)

Fig. 8 . Comparison of  section airloads,  M 2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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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lap def lection

( b )  Lag def lection ( mean removed)  

( c)  Torsion def ormation

Fig. 9 . E lastic tip def lection

( a)  Flap b ending moment

( b )  Lead- lag b ending moment

( c)  Torsion moment

Fig. 10 . Blade structural moment ( r/R=1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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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 redicted section airloads ( r/R=8 7 .5 %)

2.3.2 블 이드- 와류 상호작용

Figure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 후류 기법으

로는 90°와 270° 부근에서 끝단 와류 간섭으로 인한 

피칭모멘트의 감소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270˚ 부

근에서 끝단 와류 간섭에 의한 큰 공력 하중의 변화

를 나타내는데, 양력과 피칭모멘트가 최소가 되는 지

점이 약 10°의 위상차를 보이며 나타난다(Fig. 13). 이

러한 유동 현상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256°~ 

300° 구간에서 4° 간격으로 와도 contour를 도시하였

고, 이전 블레이드에서 생성된 끝단 와류가 블레이드 

아랫면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4). 끝

단 와류는 272°에서 블레이드 아랫면에 부딪히기 시

작하여 280° 이후 뒷전으로 흘러나가는데, 이 과정에

서 블레이드 아랫면에 낮은 압력을 형성하여 양력을 

감소시킨다. 이와 동시에 점차 뒷전 방향으로 형성되

Fig. 11. Blade structural moment in spectrum domain

( a)  Pressure contour ( ref erence  

 blade positioned at 180 deg.)

( b)  Pressure contour ( ref erence  

  blade positioned at 0 deg.) ( c)  Vorticity contour

Fig. 12. E f f ect of  f uselage in CFD/CS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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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낮은 압력은 피칭모멘트의 감소를 지연시키게 되

고, 와류가 완전히 흘러나간 이후 유입된 공기에 의

해 피칭모멘트는 감소하게 된다(284°~300°). 자유 후

류 기법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세부적인 유동 메커

니즘을 포착할 수 없으며, 탄성변형과 구조 하중에서

도 예측결과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LCH에 대한 양력

선 모델 기반의 구조동역학 해석과 유체-구조 연계해

석을 수행하고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양력선 모델

에 기반의 구조동역학 해석에서는 전반적으로 피칭

모멘트가 작게 예측되었으며, 그에 따른 토션 변형 

차이가 조종 입력 및 수직 공력 하중, 플랩 변형과 

그에 따른 구조 모멘트 차이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끝단 

와류와의 간섭에 의한 피칭모멘트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였고, 특히 끝단 와류 간섭이 심해 피

칭모멘트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방위각 90°와 270° 

부근에서 구조 모멘트의 진동 하중 예측결과 차이를 

나타냈다. 즉, 양력선 기반 이론은 비정상 유동에 대

한 피칭모멘트 예측의 한계로 인해 로터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공력 및 구조 하중 결과 차이가 나타나며, 

후류 모델의 파라미터 의존성으로 인해 끝단 와류 

간섭현상을 예측하는데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로터-

동체 및 단일로터 모델을 이용한 동체 모델링의 효

과를 확인한 결과, 로터면 앞·뒷면에서 수직 공력 하

중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 이외에 peak to 

peak과 위상각에서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

히, 블레이드 루트에서 발생한 와류는 로터 허브를 

지나 하강기류의 영향을 받으며 꼬리 로터 위치에 

부딪힘을 확인하였다. 즉, LCH의 주 운용조건에서 

동체 모델링에 따른 블레이드-와류 간섭의 영향은 제

한적이나, 꼬리 로터의 성능저하가 예상되므로 허브 

구조물 및 꼬리 로터를 포함한 전기체 해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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