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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농용 회전익기의 

로터블레이드 양력성능 예측

Predicting Lift of Rotor Blade for Agricultural Unmanned Helicopter using 
CF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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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무인 헬리콥터의 양력을 개선하기 위한 익형 설계 단계로서 두꺼운 익형(V1505A)과 얇고 처진 익형

(V2008B)의 기본 두 익형의 특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3D 모
델을 마련하고 성능을 예측하였다. Fluent를 이용한 400 mm 선형모델의 시뮬레이션에서는 V1505A 익형

은 높은 받음각에서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V2008B는 비교적 높은 동력효율 특성을 보였으나, 높은 

받음각에서는 실속 이후 양력이 급락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형성된 노드 수는 약 870,000개로 하였다.
시위길이 135 mm인 익형 V2008B의 형상은 ANSYS (Fluent v16.2)를 이용해 반경(길이) 1,502 (1,380) 

mm 의 로터 블레이드를 구성하였다. 충분하지 않은 유동장이 익형 표면에서의 유동의 영향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직경 20 m의 원방경계(far field)를 형성하였다. 사용된 매쉬의 형태는 정사면체 형태로 로터 표

면으로부터의 첫 번째 두께 높이는 0.001 m이고 10개의 층으로 형성하였다. 
정지 비행하는 헬리콥터의 상태를 가정하여 회전좌표계를 이용하여 정상상태의 유동을 해석하고 사

용된 난류모델은 넓은 영역에서의 유동을 고려하여 Realizable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내측그립 받음각 

6~22°에 하여 현실적인 회전속도를 연동하여 600~1000 rpm을 적용하였다. 반복수(iteration)는 2000으
로 하여 잔차값(residual)이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실제 헬리콥터가 발휘하는 양력보다는 낮은 수치로 예측되었으며 모델 및 해석 조건에 

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양력 값은 받음각 10°에서 자중(약 68 kgf)을 극복하였고 받음각 12°에 유상하

중 20 kgf을 발휘하며 888 N의 양력을 보였다, 이어 받음각 22°에서 실속 현상이 발생하였다. 받음각이 증

가함에 따라 항력 역시 증가하였으며 받음각 12°에서 121 N이었고 실속에 이르며 항력은 갑자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변이 익형 개발의 선행 단계로 기본 익형에 한 공력특성을 CFD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예측하였다. 예측 값은 현실적 실험방법을 통하여 검증이 되어야 하며 이후 변이익형에 

한 예측과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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