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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결빙상태에서 비행 시 결빙수준은 항공기에 장착된 결빙 감지장비에 의해 정확히 측정되어야 한

다. 결빙감지기는 항공기 형상으로부터 야기되는 후류, 로터 하강풍 및 출입문이나 다른 장비에 의한 

간섭 등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한다. 이러한 간섭을 받지 않는 최적화된 위치를 선

정하기 위한 분석과 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컴퓨터 분석을 통해 비행형태별 결빙감지

기 주변의 유체의 속도, 수분의 양과 분포 및 크기를 분석하여 최적의 위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measurement of icing conditions needs to be carried out accurately by the ice detector system 
of an aircraft. Ice detector systems should be installed in locations not affected by backwash, rotor downwash 
or moving doors or other equipment. Various analyse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find the proper locations 
sufficiently far from these interfering effects. In this study, the optimum position of the ice detector was 
assessed using computer simulation, with respect to different flight modes, flow velocities and the amount and 
distribution of liquid water around th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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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α : 액적의 체적 
ρ : 액적의 밀도

τp : 입자의 운동량 반응시간

F‾p : 단위 질량당 힘

u‾a : 기체 속도벡터

u‾ : 액적 속도벡터

Rer : 레이놀즈 수

1. 서 론

  대기 속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신속성, 경제성,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며, 특히

비행 간 사고발생 시 모든 승무원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기상은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2003~2007년 사이 미국에서 발

생한 전체 항공기 사고의 20.1 %를 차지하며,(1) 
결빙은 비행에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항공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군용헬기는 임무의 특성상 전천후 

운용을 요구조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헬기가 결빙조건에 노출되면 메인로터 등에 과냉

각 수적 혹은 구름 입자의 충돌로 인한 착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착빙현상은 메인로터 등

의 공기흐름을 흐트러뜨리며, 항력 증가 및 양력 

감소로 헬기의 균형을 무너트려 심한 떨림을 발

생시키고, 헬기의 조작을 방해하여 치명적인 결

과를 불러 올 수 있다.(2~5) 이에 따라 군용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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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ference of installation location

･ 헬기 형상에 따른 공기흐름에 편차가 적고, 가장 

실질적인 감지가 될 수 있는 헬기 앞쪽에 위치 

･ 공기 흐름이 방해되는 외부 장착물 뒤에 위치

하는 것을 피해야 함

･ 동체 경계면에서 측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체에서 이격 되어야 함. 

･ 정지 비행시에도 계속 감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가능한 로터 바람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 

장착 

ice sensorOAT sensor

controller

main rotor blade

heating mat sequence

Fig. 1 Configuration of anti/de-icing equipments for 
Rotor blade(8)

결빙조건에서의 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빙을 제거하고, 결빙을 방지하는 장치의 장착

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감항인증이 요구된다.
결빙조건에서 군용헬기가 운용 시 요구되는 제

반 장치로는 결빙을 측정하는 결빙센서와 함께, 
엔진, 로터, 속도계, 로터블레이드에 장착되는 제

빙장치와 방빙장치로 구성되며, 특히 결빙센서는 

대기 중의 결빙상태를 인식하는 장치이므로 장착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결빙

센서 위치의 유동장이 가지는 결빙조건을 판단하

기 위해, 3차원 동체 형상을 대상으로 유동장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결빙센서의 최적위치를 선정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및 고려사항

2.1 방빙 및 제빙 장치 구성

헬기 메인로터를 대상으로 결빙 방지 및 제거

를 위한 장치 구성도를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장치로는 대기온도 센서(OAT sensor, Outside 
Ambient Temperature), 결빙센서(ice sensor), 제어

기 및 heating mat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온도 센

서와 결빙센서로부터 제공된 결빙 조건이 제어기

에 제공되어 주어진 환경에 따라 heating cycle이 

작동하게 된다.(6)

2.2 결빙센서 위치선정 시 고려사항

결빙센서에서 잘못된 정보가 제어기에 전달되

면 블레이드 제빙 혹은 방빙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행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따

라서 결빙센서가 대기 중의 결빙조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항공기 결빙보호 

관련 미 연방항공청 보조서(7)에서는 Table 1과 같

은 위치선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결빙센서의 정확한 측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계 결빙조건(critical icing condition)의 선정과 

함께, 다음 사항을 고려한 장착 위치에 따른 영

향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1) 비행조건 : 속도, 받음각(AOA, Angle Of 
Attack), 옆 미끄럼각 (AOS, Angle Of Sideslip)

(2) 항공기형상 : rotor downwash, 헬기 nose 형상

(3) 결빙조건 : 액적 함유량(LWC, Liquid Water 
Content), 대기온도(OAT), 평균액적크기(MVD, 

Mean Volume Diameter)

또한 결빙센서는 액적(ice water droplet)을 포집해

서 LWC를 측정하는 장치이므로, 항공기 비행조

건과 외부형상으로 인하여 액적의 흐름을 방해하

는 물체가 있는 경우 그 물체의 뒤에는 액적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유동(air flow)과는 다른 궤적

을 갖게 되는데, 이를 shadow area라 한다. 따라

서 결빙센서는 항공기 비행조건과 외부형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shadow area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결빙센서의 위치 적합성 해석을 위해서

는 대기 LWC∞와 결빙센서 위치의 국부 LWC의 

비(LWC/LWC∞)를 통해서 적합성을 알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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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ational configuration and mesh

Fig. 3 Surface mesh of ice sensor

 

Fig. 4 Computational mesh around ice sensor

<Pre Processing>
CAD clean-up, mesh generation

<Solver>
FENSAP – airflow solution

DROP3D – droplet impingment

<Post Processing>
pressure, airspeed, LWC/LWC∞ contours

⇩

⇩

Fig. 5 FENSAP-ICE simulation flowchart

로 비행 시 센서 주변 액적궤적의 해석이 필요하다.

3. 해석기법 및 조건 선정

3.1 전산해석 모델링 및 절차

결빙센서 위치선정 해석을 위해서는 항공기 형

상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이 필요하고, 메인로터의 

downwash와 동체의 간섭에 의해 영향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메인로터의 downwash 모사는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ctuator disk 방법의 

swirling을 고려하여 구현하였으며,(9,10) Fig. 2는 3
차원 동체와 로터를 모델링하기 위한 형상과 요

소를 나타내고 있다. 결빙센서 구현을 위해 Fig. 3
과 같이 결빙센서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결빙센서

는 Fig. 4와 같이 헬리콥터의 오른쪽에 위치하였

고, 정밀한 유동장 해석을 위해 주변 격자를 조밀

하게 하였다. 
해석 수행절차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

단계로 CAD를 이용한 모델링과 격자를 생성하고, 
2단계로 유동 해석 및 부착률(collection efficiency)
해석에서 많은 검증이 이루어진 상용 CFD 소프

트웨어인 FENSAP-ICE를 이용한 유동장과 결빙 

액적의 궤적을 해석하였으며,(11,12) 3단계로 후처리

를 통한 결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격자는 

비정렬격자(tetrahedral, prism layer)이며, 절점 수는 

2천만 개이고, 요소 수는 7천만 개이다.

3.2 해석내용

결빙센서 위치 선정을 위한 해석방법은 유동장

내의 액적 분포를 통해서 결빙센서 위치 변경에 

따른 국부 LWC와 대기 LWC∞의 차이를 비교하

여 LWC 차이가 최소로 되는 위치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유동장 해석은 Navier-Stokes 방정식

를 바탕으로 k-ε 난류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액적

의 궤적은 항력과 중력 및 부력 등의 해석을 통

해 계산하였다.(13)

즉, 식 (1)의 연속방정식과 식 (2)의 운동량 방

정식을 이용하였으며, 여기서 α는 액적의 체적, ρ

는 액적의 밀도, τp는 입자의 운동량 반응시간, F‾p

는 단위 질량당 힘, u‾a는 기체 속도벡터, u‾는 액

적 속도 벡터이다.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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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35.0
28.0
21.0
14.0
7.0
0.0

 

(Case 1)

v(m/s)
45.0
36.0
27.0
18.0
9.0
0.0

(Case 2)

v(m/s)
52.0
41.6
31.2
20.8
10.4
0.0

(Case 3)

v(m/s)
52.0
41.6
31.2
20.8
10.4
0.0

(Case 4)

v(m/s)
75.0
60.0
45.0
30.0
15.0
0.0

(Case 5, 6)

v(m/s)
75.0
60.0
45.0
30.0
15.0
0.0

(Case 7)

v(m/s)
38.0
30.4
22.8
15.2
7.6
0.0

(Case 8, 9)

ice 
sensor

velocity
sensor

(Legend)

Fig. 6 Velocity contour at a cutting plane of ice 
sensor height

Table 2 Analysis conditions

Case Flight
condition

A/S
(m/s)

AOA
(deg)

AOS
(deg)

OAT
(°C)

MVD
(μm)

LWC
(g/m3)

1 hover 0 -0.4 0 -1 20 0.2
2 sideslip 38 6.8 -9.2 -8.9 20 0.63
3

climb 43
-12 0 -3 15 0.75

4 -12 0 -16.8 30 0.85
5

level
flight

64 16 0 -8.9 15 0.62
6 64 16 0 -8.9 50 0.33
7 70 0.7 0 -20.8 30 0.1
8

descent
33 16 0 -8.9 15 0.62

9 33 16 0 -8.9 30 1

또한 액적 항력함수는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

여기서 은 기체와 액적의 속도차이에 따른 

레이놀즈수로 다음과 같다.

              
                (4)

3.3 임계 결빙조건 선정

결빙센서의 헬기 장착위치 선정을 위한 해석은 

헬기 비행조건과 결빙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비행조건은 속도, AOA 및 AOS가 있으며, 결

빙조건은 대기온도, MVD 및 LWC가 있다. Table 
2는 결빙센서의 영향성 해석을 위해 결빙조건과 

비행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 9가지 조건을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이용하

여 결빙센서의 최적 위치를 도출하였다.

4. 해석결과 및 고찰

4.1 유동장 해석

결빙조건과 비행조건을 표시한 Table 2의 9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결빙센서 높이의 단면(z-plane)에 

대한 유동장 등고선 해석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

다. Case 1은 제자리비행 유동장 해석 결과로서, 윈

드쉴드 시작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 피토 튜브(pitot 

tube)의 아래쪽 유동장의 속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자리 비행 시 로터의 downwash

가 피토튜브와 간섭으로 후류가 발생하였기 때문

이며, 결빙센서가 현 위치보다 전방에 위치하였다

면 제자리비행 시 후류의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

로 보인다.

Case 2의 AOS 비행조건은 헬기 좌우의 유동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헬기 우측에서 유동이 입

사되므로 좌측의 표면을 타고 흐르는 유동은 속

도가 빨라졌다가 피토튜브 위치에서 박리가 발생

하여 속도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Case 3, 4의 상승

비행과 Case 5~7의 수평비행 및 Case 8, 9의 하강

비행 시에 유동장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단지 항공기에 작용하는 AOA의 변화로 인해 

헬기 노즈 부분의 정체점(stagnation point)의 위치

가 위와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 동일한 높이의 단

면에서 속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4.2 LWC 해석

각각의 해석조건에 대해 결빙센서 주변의 LWC
와 대기 LWC∞의 비(LWC/LWC∞)를 Fig. 7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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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ice
sensorvelocity

sensor

(Legend)   

Fig. 7 LWC ratio of ice sensor surrounding 

LWC(g/m3)

0.63

0.50

0.38

0.25

0.13

0.00

 

(125kts, 순항, MVD=15)

LWC(g/m3)

0.10

0.08

0.06

0.04

0.02

0.00

(135kts, 순항, MVD=30)

 

LWC(g/m3)

0.33

0.27

0.20

0.13

0.07

0.00

(125kts, 순항, MVD=50)

Fig. 8 LWC contour by air speed and MVD

타내었다. Case 1의 제자리 비행에서는 로터의 

downwash가 피토튜브에 부딪혀 후류가 발생하여 

피토튜브의 후방 아래쪽에서 LWC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결빙센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ase 2의 AOS 비행 시에는 동체로 인해 주변 

LWC가 shadow zone에 빠진 결과를 볼 수 있다. 

결빙센서 측정부의 높이에서의 예상 LWC는 60%

로 대기 LWC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AOS 

기동 시 유동 입사각 반대편에서는 shadow zone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기동은 일시적으로 수

행되는 과도구간의 기동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결빙센서의 위치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Case 3과 Case 4의 상승비행에서는 Case 4의 경

우에만 결빙센서 측정부가 shadow zone에 잠겨 있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MVD에 의한 차이로 

보여 진다. Case 5~7의 수평비행에서는 MVD가 

50인 Case 6에서만 결빙센서의 측정 부위에 액적

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MVD가 30이고 속도

가 빠른 Case 7의 경우에도 결빙센서 측정 부위가 

shadow zone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Case 8, 9의 하강비행의 경우에도 MVD의 차이

에 의해 LWC가 변함을 볼 수 있다. 

4.3 MVD와 속도 및 AOS의 영향성

MVD와 속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동장 

해석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VD가 증가하면 결빙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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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WC ratio by height with level flight

Hight
(mm)

LWC/LWC∞

Case 5 Case 6 Case 7

50 1.12 0.62 0.94
60 1.10 0.70 0.99
70 1.09 0.78 1.04
80 1.09 0.86 1.09
90 1.08 0.94 1.13
100 1.08 1.02 1.16
110 1.08 1.10 1.20
120 1.08 1.18 1.23

LWC(g/m3)

0.20

0.16

0.12

0.08

0.04

0.00

 

(hover, 0ft, MVD=15)

LWC(g/m3)

0.62

0.50

0.38

0.25

0.12

0.00

(Side slip, 75kts, MVD=15)

Fig. 9 LWC Contour by Hover, air Speed and MVD

Height from airframe surface (mm)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Fig. 10 Relation between height from airframe surface
and LWC ratio

측정부가 shadow zone에 잠기게 됨을 알 수 있으

며, 속도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자리 비행과 AOS 비행을 대상으로한 

유동장 해석결과 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제자리

비행 시에는 피토튜브의 영향으로 결빙센서 주변

의 유동장이 흐트러져 결빙센서의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고 있고, AOS 비행 시에는 결빙센서가 

shadow zone에 잠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4 고찰

결빙센서 측정부를 기준으로 동체 표면으로 부

터의 높이에 따른 대기 LWC∞에 대한 국부 LWC
의 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현재의 결빙센서 

높이(Height = 0 mm)에서는 비행조건과 결빙조건에 

따라 LWC/LWC∞ = 0.2~1.4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

며, 높이가 높아질수록 국부 LWC가 대기 LWC∞

와 유사해 짐을 알 수 있다. (LWC/LWC∞≒1)
모든 비행조건과 결빙조건에 대해 LWC의 측정 

정확도를 만족시키는 것은 운용환경을 고려하였

을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결빙 시험 비행조건인 수평비행을 대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평비행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결빙조

건을 고려한 Case 5~7의 경우 LWC 비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높이 90 mm에서 대기 LWC∞와 

비교하여 6~13%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결

빙센서의 높이를 현재보다 동체로부터 90mm 정

도 돌출하게 설치를 한다면 대기 LWC∞와 근접

한 결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결빙센서의 적절한 위치 선정을 위하여 환경조

건, 비행조건 및 결빙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

려하여 3차원 전산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VD가 30 이상이 되면 헬기는 shadow zone

에 잠기게 된다. 
(2)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 시 현재 결빙센서 

위치에서는 LWC/LWC∞가 0.2~1.1을 나타내고 

있다.
(3) 수평비행 조건을 고려 시 결빙센서 높이를 

현재보다 동체로부터 90mm 더 돌출시키면 대기 

LWC∞와 비교하여 6~13%의 차이로 결빙 측정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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