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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일반적인 헬리콥터의 전진 속도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헬리콥터에 보조 날개 및 추진 장치를 결합한 다양한 형상의

복합형 회전익기 컨셉들이 제시되고 있다.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한

기초 연구로 여러 종류의 개념설계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기존

연구에 제시된 기법들은 특정 컨셉에 초점이 맞춰진 각기 다른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연구 결과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기법들은 확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의해 앞으로

새롭게 제시될 컨셉의 회전익기에 대해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일관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개념설계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일관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통합 개념설계 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컨셉

분석, 비행 해석, 항공기 사이징 모듈을 개발하였다. 컨셉 분석

모듈은 설계하고자 하는 복합형 회전익기를 구성품 단위로 이를

분석하는 모듈이며,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해당 컨셉만의 중량 정보

및 비행 특성을 중량 추정 및 비행 해석 모듈에 반영되게 하였다.

비행 해석 모듈은 3가지 비행 조건인 제자리 비행, 전진 비행, 천이

비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 사이징 모듈의 추진 시스템

사이징과 임무 해석에 사용된다. 중량 추정 및 비행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항공기 사이징이 수행되고 이를 통하여 주어진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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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항공기의 공허 중량 및 연료 중량이 예측된다. 본 연구의

비행 해석 모듈과 항공기 사이징 모듈은 특정 컨셉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적인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따라, 제시된

개념설계 기법은 해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진다. 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컨셉을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성품을 컨셉 분석

모듈에 고려할 수 있다면 새로운 컨셉에 대한 중량 추정 및 비행

해석이 가능하다는 확장성을 가진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임무

해석 기법 중, 로터 진진 비행 해석에 균일 유입류와 선형 유입류

모델을 적용하였고, 팁-드리븐 로터에 이용되는 내부 덕트 해석에

원심력과 부차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항공기의 전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날개와 주 추진

장치의 양력분할비율과 추가적인 항력을 고려하여 천이 비행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개념설계 기법을 이용한 설계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주 추진 장치와 구동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된 4종류의 복합형 회전익기 컨셉에 대해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고, 설계 결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어 : 복합형 회전익기, 초기 사이징, 개념설계 기법, 최적 설계

학  번 : 2017-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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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반적인 헬리콥터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주로에

독립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전진 비행 시 로터에서

발생하는 동적 실속, 과도한 로터 항력, 양력불균형으로 인하여

최대 전진 속도 150~180knots, 운용 순항속도 130~150knots의 제한된

전진 속도를 갖는다[1].  일반적인 헬리콥터가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비행영역선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컨셉의 회전익기들이 제시되어왔다. 그 중 복합형 회전익기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양력과 추력을 로터, 날개 및 보조

추진 장치가 분담하기 때문에, 전진 비행 시 로터에서 발생하는

동적 실속, 과도한 항력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발전된 로터 허브 항력저감기술을 복합형 회전익기에

적용한다면 전진 비행에서 틸트로터 수준의 비행 효율을 가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2]. 이에 따라서 복합형 회전익기는

일반적인 헬리콥터의 비행영역선도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가

개발되어왔으며, 그 형상은 그림 1과 같다[2]. 1950년대 팁-드리븐

로터와 날개 및 프로펠러를 이용하는 팁-제트 자이로플레인 컨셉인

XV-1, Rotodyne이 개발되었고, 1960년 이후 YUH-2A, AH-56A와 같이

단일 로터 헬리콥터에 날개 및 보조 추력 장치를 결합한 컨셉들이

주로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X-49A, X3와 같이 보조 프로펠러로

추진력뿐만 아니라 요 컨트롤이 가능한 컨셉과 X2와 같은 adv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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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V-1                     (b) Rotodyne

(c) YUH-2A                    (d) AH-56A

(e) X-49A                          (f) X3

(g) X2                       (h) Phantom Swift

Fig. 1 Examples of compound helico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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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 concept (ABC) 로터를 사용하는 컨셉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Boeing에서는 동체 내부에 위치한 덕티드 팬을 이용하여

제자리 비행에 필요한 양력과 전진 비행에 필요한 추력을 얻는

팬인바디 컨셉인 Phantom Swift가 개발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복합형 회전익기라는 큰 범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비행 메커니즘과 추진시스템을 갖고 있는 다양한 컨셉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한 해석 및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정익 및 회전익 특성뿐만 아니라 각 컨셉 고유의

독특한 특징을 고려한 해석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복합형 회전익기 컨셉에 대한 해석 및 설계 기법 개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Roche[3]는 airbus X3와 같은 단일 로터 복합형 회전익기 에

대하여 standard energy methods를 기반으로 공력 해석 모델 구축을

하였고, 최대 속도, 비행 성능(lift-to-drag ratio), 항속 거리, 항속

시간에 대하여 각 컨셉 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복합형 타입에

따른 파라미터 스터디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공력 해석 모델은 단일 로터 복합형 회전익기에만 적용가능하며,

운동량 이론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류 모델을 고려하지

못한다.

Johnson[4]은 NDARC와 CAMRAD II로 ABC 로터를 이용하는

동축반전 로터 복합형 회전익기를 설계하였고, 주어진 기준 모델을

기준으로 임무 반경, 유상 하중, 전진 속도, 엔진과 같은 설계 요구

조건을 바꿔가면서 파라미터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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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 사이징프로그램 NDARC는 항공기 사이징을 수행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입력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를

바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Vu[5]는 팁-제트 자이로플레인만의 사이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주어진 기준 모델에 대하여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사이징 프로그램은 팁-제트 자이로플레인이라는 하나의 컨셉에만

적용가능하고, 임무 해석을 수행할 때 천이 비행 및 에너지 손실과

같은 부차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낮은 신뢰성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Gologan[6]는 서로 다른 추진 시스템(electric-driven fan, shaft-driven 

fan, tip-turbine-driven fan)을 가진 팬인윙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설계 결과를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또한, 천이 비행에서 날개와 팬이 분담하는 양력을 고려하여 공력

해석 모듈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개념설계 기법은 팬인윙

컨셉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리프트 팬의 덕트 형상과 천이 비행을

수행할 때 덕트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항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한계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선행 연구들은 특정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제시된 설계 및 해석 기법들은 특정

컨셉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일관성과 확장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기존에 제시된 기법들은 각 컨셉에 적용하기 위해 각기 다른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 결과로는

여러가지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기법들은 확장성이 부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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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술 발전에 의해 앞으로 새롭게 제시될 컨셉의 회전익기에

대해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일관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개념설계 기법이 필요하다.

2) 임무 해석에 있어서 천이 비행, 유입류 모델 및 에너지 손실과

같은 부차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해석에 이용되는

부차적인 요소들은 설계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천이 비행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수행되기 때문에, 천이

비행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더라도 컨셉에 따라 전체 임무 해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덕티드 팬을 주

추진시스템으로 이용하는 경우, 덕트의 추가적인 항력에 의해 천이

비행에서 최대 요구 동력이 도출되고 이것은 엔진 및 변속기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천이 비행 해석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입류 모델과 에너지 손실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비행 해석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다양한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일관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개념설계 기법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컨셉 분석, 비행

해석, 항공기 사이징 모듈을 제시하였다. 컨셉 분석 모듈은

설계하고자 하는 복합형 회전익기를 구성품 단위로 분해하고 이를

분석하는 모듈이며, 해당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 고유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된다. 비행 해석 모듈은 제자리 비행, 전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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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비행 모듈로 구성되며, 컨셉 분석 모듈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하고자 하는 컨셉만의 비행 해석 모듈이 구축된다.

항공기 사이징 모듈은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복합형

회전익기를 사이징하는 모듈이며, 추진 시스템 사이징, 중량 추정,

임무 해석 모듈로 구성된다. 각 모듈들은 컨셉 분석 모듈 결과로

도출되는 중량 및 공력 특성을 이용하므로, 설계하고자 하는 복합형

회전익기 고유의 특징이 설계 과정에 반영된다. 개발된 통합

개념설계 기법을 구성하는 비행 해석 모듈과 항공기 사이징 모듈

은 다양한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일관성과 새로운 컨셉을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성품의

특성을 컨셉 분석 모듈에서 고려할 수 있다면, 새로운 컨셉에 대한

해석 및 설계가 가능하다는 확장성을 가진다. 두번째 목적은 유입류

모델, 추가적인 에너지 손실 및 천이 비행과 같은 부차적인

요소들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터 전진 비행 해석에 균일 유입류 모델, 선형

유입류 모델을 적용하였고, 팁-제트 시스템에 이용되는 내부 덕트

해석에 원심력과 부차적 손실등을 고려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항공기의 전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날개와 로터/팬의 양력분할비율과 추가적인 항력 등을 고려하여

천이 비행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임무 해석과 엔진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개념설계 기법을 이용한 설계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주 추진시스템과 구동 장치로 구별되는 다양한 컨셉

중 4종류의 복합형 회전익기 컨셉에 대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고,

이때의 임무 형상은 고속 전진 비행과 제자리 비행 및 저속 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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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정찰 임무로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는 제시된 통합 개념설계

기법에 대한 내용을 모듈 별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3장에는 제시된

개념설계 기법를 이용하여 동일한 임무 형상을 수행하는 복합형

회전익기를 최적 설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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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합 개념설계 기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 개념설계 기법은 그림 2와 같이 구성

된다. 먼저, 설계하고자하는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를 구성품 단위

로 분해하고 이를 분석하는 컨셉 분석 모듈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해당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만의 특징을 반영한 중량 추정

모듈과 비행 해석 모듈이 구축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어진 설

계 변수, 설계 파라미터,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복합형 회전익

기가 사이징된다. 복합형 회전익기의 추진시스템은 비행 해석 모듈

을 이용하여 주어진 설계 요구 조건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체의 최대

요구 동력과 주 추력 발생 장치와 보조 추력 발생 장치가 부담하는

최대 동력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이징이 수행된다. 이후, 컨

셉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컨셉 별 구성품에 대한 정보와 추진 시스

템 사이징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항공기의 공허중량이 계산된다. 그

리고 비행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임무 형상에 대한 요소별 해석을

수행하고, 이때 계산된 요구 동력과 추진 시스템 사이징 결과를 이

용하여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연료 중량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항

공기 사이징 모듈을 통하여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복합형 회전

익기가 사이징이 된다. 그리고 적합성 함수로부터 적합성를 계산하

고,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설계 변수를 바꿔가면서 최적 형상

을 도출한다. 제시된 통합 개념설계 기법은 다양한 복합형 회전익기

컨셉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

는 복합형 회전익기의 최적화된 사이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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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all desig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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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통합 개념설계 기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컨셉 분석, 

비행 해석 및 항공기 사이징 모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술하였다.

A. 컨셉 분석

컨셉 분석 모듈은 그림 3과 같이 해당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를

구성품 단위로 분해하고 이를 분석하는 모듈이며, 이 모듈 의 목적

은 설계하고자하는 복합형 회전익기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여 중량

추정 모듈과 임무 해석 모듈을 구축함에 있다. 이 과정은 총 8단계

로 구성되며, 복합형 및 구동 방식 종류와 같은 복합형 회전익기의

특징을 기준으로 해당 기체를 분해한다. 

1) 양력 복합형 컨셉일 경우, 주 날개는 일반 날개 및 박스형 날

개로 구별된다. 날개 종류에 따른 중량 추정 및 공력 해석의 차이는

각각의 다른 중량 추정식과 Oswald’s factor를 이용하여 고려된다.

2) 기체의 주 추력 발생 장치는 로터 혹은 덕티드 팬 타입으로 나

누어진다. 따라서 로터 혹은 덕티드 팬 타입만의 중량 추정식을 이

용하여 추력 발생 장치 종류 간의 차이를 중량 추정 모듈에 반영한

다. 그리고 주 추력 발생 장치 종류에 따라 해석 기법의 차이가 존

재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우선, 단일 로터와 달리 동축

반전 로터는 위-아래 로터 간 간섭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경험적

계수 혹은 그림 4의 유입류 모델을 통하여 고려하였다. 덕티드 팬의

경우, 덕트에서 추가적인 양력과 항력이 발생이 발생하고, 이를 계

산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은 덕트 형상이 고려된다. 다시 말해, 추력



11

Fig. 3 Breakdown of compound helicopter concept

발생 장치 종류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추가적인 요소들로 하여금

공력 해석의 차이가 반영된다.

3) 주 추력 발생 장치의 구동 방식은 샤프트-드리븐과 팁-드리븐

으로 구분된다. 샤프트-드리븐 방식은 주 추력 발생 장치를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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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model of a coaxial rotor

Fig. 5 Ducted fan geometry

하기 위해 변속기가 요구되지만 팁-드리븐 방식은 로터 끝 노즐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반발력으로 로터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그림 6과

같은 내부 덕트가 요구된다. 따라서 구동 방식 마다 가지는 고유의

구성품들이 중량 추정의 차이로 반영된다. 또한, 팁-드리븐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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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diagram of tip-driven rotor concept

이용할 경우, 이를 구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덕트의 유동 해석이 고

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샤프트-드리븐과 달리, 팁-드리븐 방식의 요

소 해석은 내부 덕트의 유동 해석을 추가적으로 수행된다는 차이를

갖는다.

4) 보조 추력 발생 장치를 이용하는 추력 복합형의 경우, 보조 추

력 발생 장치의 종류에 따른 고유한 특징을 중량 추정 및 공력 해

석에 반영한다. 보조 추력 발생 장치 종류는 프로펠러와 덕티드 팬

으로 구성된다. 이 두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덕트의 유무이며,

이러한 특징이 중량 추정 및 공력 해석 모듈에 반영된다.

5) 보조 추력 발생 장치는 날개 끝 혹은 동체 뒤에 배치할 수 있

으며, 보조 추력 발생 장치는 배치되는 위치에 따라 날개 붙임각 및

동체 자세각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보조 추력 발생 장치는 다

른 받음각을 가지게 된다. 또한, 보조 추력 발생 장치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은 위치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중량 추정 및 공력

Compressor
Turboshaft

engine

Rotor Blade

Hub Jet Nozzle

Air
Inlet

Duct 1

Du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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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모듈은 보조 추력 발생 장치가 배치되는 위치에 따라 보조 추

력 발생 장치의 개수 및 받음각의 차이를 가진다.

6) 반토크 시스템의 종류는 꼬리 로터 혹은 보조 추진 장치로 구

성된다. 반토크 시스템은 종류에 따라 배치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

에 반토크를 상쇄시키기 위한 모멘트 팔의 크기에 차이를 두어 공

력 해석을 진행한다. 또한, 반토크 시스템의 종류마다 다른 중량 추

정식을 이용하여 반토크 시스템 별 차이가 중량 추정 모듈에 적용

된다.

7) 기체의 동체는 회전익 항공기, 고정익 항공기, 그리고 이외의

형상으로 구별된다. 동체 종류에 따른 중량 추정 및 공력 해석의 차

이는 서로 다른 중량 추정식과 등가평판면적의 경험식 혹은 형상항

력계수를 이용하여 고려된다.

8) 복합형 회전익기의 추진 시스템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

한 구성품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서, 터보 샤프트 엔진뿐만 아니

라 보조 압축기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중량 추정을 추가적

으로 수행하여 추진 시스템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복합형 회전익기를 이루는 구성품에 대해

분석할 수 있으며, 구성품들의 중량 및 공력 특성을 조합하여 설계

하고자하는 복합형 회전익기 컨셉만의 중량 추정 및 비행 해석 모

듈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컨셉을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성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면, 새로운 컨셉에 대한 해석 및 설

계가 가능하다는 확장성을 가진다. 그리고 컨셉 분석 모듈을 통하여

얻어지는 중량 추정 및 비행 해석 모듈은 항공기 사이징 모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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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특히 비행 해석 모듈은 추진 시스템 사이징과 임무 해석 모

듈에 이용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컨셉 분석 모듈

을 통하여 얻어지는 비행 해석 모듈이 비행 조건에 따라 어떻게 적

용되었는지 에 대해 다음 세션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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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행 해석

비행 해석 모듈은 비행 조건에 따라 총 3가지 모듈인 i. 제자리

비행 해석, ii. 전진 비행 해석, iii. 천이 비행 해석으로 구성되며, 여

러 가지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3가지 비행 해석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된 검증 내용은 부록 B에 기술하였다.

i. 제자리 비행 해석

제자리 비행 해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7과 같

다. 먼저, 총 중량, 형상 정보와 같은 입력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주 추진 장치의 공력 해석이 수행된다. 이후, 날개의 유무와 주 추

진 장치와 날개 간 발생하는 간섭 효과의 유무에 따라 날개에 발

생하는 추가적인 수직 항력이 식(1)와 같이 계산된다[7]. 그리고

반토크 시스템의 사용여부에 따라 주 추진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반토크를 상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동력이 계산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복합형 회전익기가 제자리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 요

구되는 동력이 계산된다.

∆� =
1

2
������

�																						(1)

제 시 된 제 자 리 비 행 해 석 흐 름 은 모 든 컨 셉 의 복 합 형

회전익기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지만,  구성품 및 추진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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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overing analysis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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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nent analysis method used for hovering analysis

Group Type
Analysis method 

with distinctive characteristics

Main thruster

&

Driving system

Single rotor BEMT

Coaxial rotor BEMT + flow model (Fig. 4)

Tip-driven 

rotor

BEMT + duct inflow analysis
(1D Fanno line theory)

Ducted fan MT + duct geometry (Fig. 5)

Anti-torque 

system

Tail rotor MT (consider the placement)

Auxiliary 

thruster
MT (consider the placement)

따라 제자리 비행 해석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해석 기법은 표 1 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주 추진 장치가 단일 로터인 경우, 깃요소-

운동량 이론을 이용하여 공력 해석이 수행된다[7]. 동축반전

로터의 경우에는 단일 로터와 동일하게 깃요소-운동량 이론을

기반으로 공력 해석이 수행되고, 위-아래 로터 간 간섭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그림 4 의 유입류 모델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8].

팁-드리븐 로터의 공력 해석을 위해 깃요소-운동량 이론을 이용한

로터 공력 해석뿐만 아니라 내부 덕트 유동 해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된다. 덕트 내부 유동 해석의 목적은 로터 끝 노즐에서

분사되는 가스에 의해 얻어지는 회전력을 계산하기 위함이며, 1-D 

Fanno Line Theory 를 기반으로 덕트 내부 유동 해석이 수행된다.

이때 회전 덕트에 의해 발생하는 원심력과 코리올리 힘이 식(2), 

(3)와 같이 고려된다[9]. 그리고 덕티드 팬의 공력 해석은 식(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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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덕트의 형상을 고려하는 운동량 이론을 이용하여

수행된다[10]. 반토크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꼬리 로터 혹은 보조

추진 장치 에 대한 해석 기법은 운동량 이론으로 동일하다[7].

그러나 반토크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배치되는 위치가 동체 후미

혹은 날개 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모멘트 팔 계산에 차이를 두어

반토크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다.

��

��
=
� �1 +

� − 1
2 ���

1 − ��
�
���

2
�
4�

�
� −

�1 +
� − 1
2 ���

������
����				(2)

������ = ����(���) − ���̇(���)
�													(3)

���� =
������
2��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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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진 비행 해석

전진 비행 해석 모듈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8와

같다. 먼저, 총 중량과 형상 정보와 같은 입력 파라미터를 이용하

여 동체 공력 해석이 수행되고 이를 통하여 동체에 작용하는 항력

이 계산된다. 이후, 날개의 유무에 따라 날개 공력 해석이 수행 되

며, 날개에서 발생되는 양력 및 항력이 도출된다. 날개 공력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날개 이외의 구성품들이 전진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해야하는 양력의 비율이 식(5)과 같이 도출되고, 이를 이

용하여 주 추진 장치의 공력 해석이 수행된다. 이후, 날개의 유무

와 주 추진 장치와 날개 간 발생하는 간섭 효과의 유무에 따라 날

개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직 항력이 식(6)와 같이 계산된다[3].

그리고 전진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력을 내는 보조 추

진 장치에 대하여 공력 해석이 수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복합형 회전익기가 전진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력이

계산된다.

�. �. = 1 −
��
��

																						(5)

∆� =
1

2
������

� cos(�)																			(6)

제시된 전진 비행 해석 흐름은 모든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지만, 구성품 및 추진 방식에 따라 전진 비

행 해석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해석 기법은 표 2와 같은 차이가 존

재한다. 동체 형상이 기존 헬리콥터 혹은 고정익에 가까운 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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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orward flight analysis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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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nent analysis method used for forward flight analysis

Group Type
Analysis method with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uselage

Helicopter Empirical formula

Fixed-wing Empirical formula

Etc. Drag coefficient of shape

Wing
Conventional Oswald factor

Boxed-wing Oswald factor

Main thruster

&

Driving system

Single rotor BEMT

Coaxial rotor BEMT + flow model (Fig.3)

Tip-driven 

rotor

BEMT + duct inflow analysis 
(1D Fanno line theory)

Ducted fan MT + duct geometry (Fig. 4)

Auxiliary 

thruster

Propeller MT 

Ducted fan MT + duct geometry (Fig. 4)

경우, 식(7)과 같은 등가평판면적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동체 공력

해석이 수행된다[11]. 동체 형상이 이 두 종류가 아닌 경우, 해당

형상의 항력 계수를 이용하여 공력 해석이 진행된다[12]. 날개공력

해석은 Oswald’s factor와 익형 정보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일반적

인 날개와 박스 윙과 같은 날개 종류에 따른 고유의 특징은

Oswald’s factor로 반영된다[13]. 이뿐만이 아니라 주 추진 장치 및

보조 추진 장치 종류에 따라 공력 해석 기법의 차이가 존재한다.

주 추진 장치가 단일 로터인 경우, 깃요소 이론을 기반으로 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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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수행되며, 이때 식(8)의 유입류 모델이 공력 해석 기법에

이용된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가 유입류 모델을 선택함에 따라 요

구하는 해석 결과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다. 동축반전 로터 종

류의 경우에는 단일 로터와 동일하게 깃요소 이론을 기반으로 공

력 해석이 수행되며, 위-아래 로터 간 간섭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보정계수 ����가 사용된다[7]. 그리고 팁-드리븐 로터인 경우, 제자

리 비행을 수행할 때 팁-제트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전진 비행을

수행할 때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자이로플레인 형태로 비행한다.

이에 따라 아래 식(9)와 같이 오토자이로 조건을 만족하도록 공력

해석이 수행된다[11]. 주 추진 장치가 로터 타입이 아닌 덕티드 팬

인 경우, 해당 복합형 회전익기는 전진 비행을 수행할 때 팬을 닫

고 고정익 형태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 추진

장치에 대한 공력 해석을 따로 수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조 추

진 장치 의 공력 해석 기법은 종류와 무관하게 운동량 이론을 이

용한다[7]. 그러나 덕티드 팬과 프로펠러가 가지는 명확한 차이점

은 덕트의 유무이며, 덕트 형상으로 인한 효과를 식(5)와 같이 공

력 해석 기법에 반영한다. 

�� = �� �
��

1000
�
�/�

+ �� �
��

1000
�
�/�

													(7)

�� = ���1 + ��� cos(�) +��� cos(�)�												(8)

�� + �� −���� =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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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천이 비행 해석

본 연구에서는 제자리 비행과 전진 비행 모드가 완전히 구별되

는 컨셉 설계에 있어서 천이 비행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석 모듈을 구축하였다. 천이 비행 해석은 주로 팁-드리븐 로터

혹은 덕티드 팬을 주 추진 장치로 이용하는 복합형 형태의 항공기

에 사용되며, 이에 대한 흐름도는 그림 9과 같다. 천이 비행 해석

은 총 4단계로 구성되며 동체, 날개, 주 추진 장치, 보조 추진 장

치 순으로 해석이 진행되며, 전진 비행 해석과 거의 유사하다. 그

러나 천이 비행을 수행할 때 추가적인 항력이 발생하며, 이를 해

석 모듈에 반영하였다. 그림 10-(a)와 같이 주 추진 장치가 팁-드리

븐 로터인 경우, 로터에서 발생하는 후류에 의해 날개에서 추가적

인 수직 항력이 발생하고 이를 식(6)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림 10-(b)와 같이 주 추진 장치가 덕티드 팬인 경우, 덕트 후

류와 날개에서 발생하는 간섭 효과는 없지만, 덕티드 팬의 전진

유입류에 의해 덕트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항력이 발생하며 이를

식(10)과 같이 고려하였다[14].

∆� = −
������

�cos(�)
��� − ���cos(�)	 tan(�)	�									(10)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행 해석 모듈들은 항공기 사이징의 임무 해

석뿐만 아니라 추진 시스템 사이징에도 사용되며, 이에 따라서 주

어진 임무 형상에 대한 해석과 엔진 및 변속기와 같은 추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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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가 수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 해석 모듈을 이

용하여 항공기 사이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에 대해 다음 세션

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Fig.  9 Transient flight analysis flow chart

           

(a) Tip-jet gyroplane            (b) Fan-in-body

Fig. 10 Examples of compound helicopters performing transient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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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항공기 사이징

항공기 사이징은 설계 변수 및 설계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기체 사이징이 수행되며, 이것은 크게 3가지

모듈인 추진 시스템 사이징, 중량 추정, 임무 해석으로 구성된다.  

추진 시스템 사이징은 그림 11과 같이 주어진 설계 요구 조건으

로부터 얻어지는 기체의 최대 요구 동력과 주 추진 장치와 보조 추

진장치가 부담하는 최대 동력을 기준으로 사이징이 수행된다. 다시

말해, 상승 비행, 전진 비행, 천이 비행 해석을 수행하여 기체의 최

대 요구 동력과 추진 장치들이 부담하는 최대 동력을 도출하고, 이

를 기준으로 엔진의 Maximum Continuous Power (MCP), Intermediate 

Rate Power (IRP)와 변속기의 한계 동력이 계산된다. 이용된 식은 아

래에 위치한 식(11)-(13)이다[15,16]. 계산된 값들은 이후 추진 그룹

중량과 연료 소모량 예측에 사용된다. 그리고 설계하고자 하는 복합

형 회전익기의 컨셉이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사이징이 먼저 수행되고 , 이후

Fig. 11 Propulsion system 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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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샤프트 엔진이 설계된다[17]. 중량 추정 모듈은 컨셉 분석 모듈

을 통하여 얻어진 컨셉 별 구성품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하

고자 하는 컨셉의 공허 중량을 추정한다. 이 모듈은 아래의 표 3와

같은 구성품들을 다룰 수 있으며, 각 구성품에 대한 중량 추정은 여

러 분야의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경험식을 기반으로 수행된다[16-

22]. 중량 추정 모듈을 이루고 있는 구성품 중량 추정식은 부록 A에

자세히 기재 되어있다. 임무 해석 모듈은 주어진 임무 형상을 해석

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료 중량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 컨셉 분석 모듈을 통하여 구축된 비행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그림 12와 같이 임무 요소별 해석을 수행하고, 이때 얻어지는 연료

소모율을 이용하여 전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료 중량을 예

측한다. 연료 소모율은 아래의 식(14)와 같이 엔진 계수와 요구 동력

을 이용하여 계산된다[16].

���� =
[���� + ��]

1 − � 100⁄
																				(11)

���� = 0.8439 × ����																			(12)

�����,����� = ���� × �����																	(13)

�̇���� = ���√�	����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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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nents that can be calculated by weight estimation module

Group Component

Structure Fuselage, Rotor, Fan, Wing, Duct, Landing gear

Propulsion Propeller, Engine, Transmission, Auxiliary compressor

System & 
Etc.

Flight control, Hydraulic & Electric system,
Anti-icing system, Instrument, Equipment

Fig. 12 Mission analysis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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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3가지 모듈을 통하여, 주어진 입력 데이터인 설계

변수, 설계 파라미터,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기체 사이징이 수

행된다. 이후, 최적화 모듈을 통하여 제약 조건과 수렴 조건을 만족

하는 최적 형상을 도출한다. 사용 가능한 최적화 기법으로는

Evolutionary Algorithm (EA), Genetic Algorithm (GA),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등이 있다.

제시된 개념설계 기법은 여러가지 복합형 회전익기 컨셉에 동일

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컨셉들에 대하여 정리하면 그림

13과 같다. 제시된 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컨셉들에 대해 일관되게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설계 결과를 이용한 비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안된 개념설계 기법을 이용한 결과를 보

여주기 위해, 그림 13에 제시된 다양한 복합형 회전익기 중 4가지

컨셉에 대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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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amples of concepts that can be designed b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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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적 설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설계 기법은 다양한 컨셉의 복합형 회전

익기를 일관성 있게 설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설계 결과를 가지고 기존 연구들로는 불가능했던 비교 연구

를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특정 임무 형상에 대하여 어떠한

컨셉의 항공기가 가장 적절한지 알아볼 수 있다. 여러가지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제시된 개

념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임의의 임무 형상을 수행하는 복합형 회전

익기에 대해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여러가지 컨셉 중 주 추진 장치와 구동 방식이

다른 4종류 컨셉을 선정하였고, 이는 그림 13-(a),(b),(c),(d)과 같다.

그리고 수직이착륙과 저속 비행 및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는 복합형

회전익기의 장점을 적용할 수 있는 임의의 임무 형상을 구축하였고,

이는 그림 14와 같다 . 이 임무 형상은 제자리 비행,  저속 비행

Fig. 14 Mission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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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nots), 고속 비행(190knots)를 포함하는 정찰 임무이며, 이를 수행

하는 4종류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

리고 설계 결과를 이용한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하

여 이번 장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A. 문제 정의

이륙총중량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항공기 설계 문제 정의에

있어서 항공기의 이륙총중량 최소화라는 단일 목적함수를

설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2가지 성능 제약 조건과 6가지의 형상

제약조건을 부과하였다. 성능 제약조건은 프로펠러 RPM과 로터의

깃 끝 마하수로 구성된다. 프로펠러와 팬의 소음을 고려하기 위해,

프로펠러와 팬의 최대 RPM을 제한하였다[23]. 추가적으로, 충격파에

의한 항력 발산을 방지하기 위해, 로터의 깃 끝 마하수를

0.85이하가 되도록 제한하였다. 로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해 가로세로비를 형상 제약조건으로 설정하였고, Eurocopter X3

로터를 참고하여 최대 가로세로비를 16으로 하였다. 그리고

날개에서 발생하는 실속을 고려하기 위해 날개의 유효받음각에

대한 제약조건을 설정하였고, 이때 기준은 NACA23012 익형

실속각에 10% 여유를 둔 13.5°이다. 그리고 로터의 실속각을

고려하기 위해 로터의 최대 평균유효받음각을 8.0°로 제한하였다[7].

추가적으로 항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을 고려하기 위해 날개 길이의

제한을 두었고 이는 동체 길이의 34%를 최대 날개 길이로



33

제한하였다. 또한, 보조추진장치와 지면 혹은 로터와의 간격을

고려하기 위해 보조 추진 장치의 반경을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복합형 회전익기의 정보를 참고하여 날개 위치를

제약조건으로 사용하였다.

고속의 기동 비행과 정찰 임무에 요구되는 설계 조건을 2가지로

정리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최대 전진 속도를 전진 비행

임무의 순항 속도인 190knots의 10% 여유를 둔 237knots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찰에 필요한 감시 장비들을 고려했을 때 요구

유상 하중을 600lb로 가정하였다. 위와 같이 설계 문제를

정의하였고, 이때 표 4에 기재된 설계 변수들과 부록 C의 설계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최적 설계 문제를 접근하였다.

목적 함수 (1): 이륙총중량 최소화

제약 조건 (8):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 요구조건 (2):

1) 최대 전진 속도: 237 knots (3000ft, 전진 임무 고도)

2) 요구 유상 하중: 600lb (TADS/PNVS, EO/I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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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ign variables for compound helicopters

Concept Component Design variables

Rotor �, �, ����, ���

Wing �, ��, �, ��

Prop �, �, ���

HT tail �, ��

Etcs. ��, ��

Rotor �, �, ����, ���

Prop �, �, ���

HT tail �, ��, �� , �

Etcs. ��, ��

Rotor �, �, ���

Wing �, ��, �, ��

Prop �, �, ���

HT tail �, ��

Etcs. ��, ����� , ��, ��/��

Fan �,�, �, ����

Wing ��,��, �, ��

Prop �, �, ���

HT tail �, ��

Et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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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계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해석 기법들은 대수방정식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케이스를 사이징하기 위해 3초에서 10초가

소요된다. 계산 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non-gradient based 

method인 Evolutionary Algorithm를 최적화 방법으로 채택하였고, 이를

통한 최적 설계가 수행되었다. 주어진 임무 형상과 설계 요구조건에

따라 4종류의 복합형 회전익기를 설계하였고, 각 컨셉에 대한 최적

설계 결과는 아래 표 5, 설계 결과는 부록 D에 기재하였다.

Table 5 Results of design optimization

Concept 1 Concept 2 Concept 3 Concept 4

Take-off  

gross weight, lb
4,266 5,398 5,076 4,520

Empty weight, lb 2,304 3,064 2,889 2,544

Fuel weight, lb 1,361 1,734 1,584 1,373

Maximum
power, hp

1,784

@ 237kts, 
Cruise

2,169

@ 237kts, 
Cruise

1,798

@ 237kts, 
Cruise

2,070

@ 55kts, 
Transient

동일한 조건 하에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지만, 설계 문제의 목적

함수 값인 총 중량은 각기 다른 값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설계 결과

의 차이가 도출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1) 각 컨셉을 이루는 구성품의 종류들이 공허 중량의 차이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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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아래의 그림 15는 4가지 컨셉에 대한 중량 분석을 나타내며,

각 컨셉에 대한 구성품의 종류에 따라 공허 중량의 구조 그룹과 추

진 그룹의 비율이 확연히 다르게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컨셉 1

의 구조 그룹은 공허 중량의 33%를 차지하며, 4가지 컨셉 중 가장

작은 비율을 갖는다. 단일 로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터 중량은

189lb로 가장 가볍게 설계되었으며, 구동 방식을 위해 요구되는 추

가적인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가지 컨셉 중 가장 작은

비율을 갖는다. 컨셉 2는 동축반전 로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컨셉 1

에 비해 2.9배 큰 로터 중량을 갖는다. 또한, 동축반전 로터를 운용

할 수 있는 변속기는 단일 로터의 변속기 기준 30%의 중량 페널티

를 갖기 때문에, 컨셉 2의 구조 그룹과 추진 그룹은 공허 중량의 33%

와 52%를 차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컨셉 3의 구조 그룹은 43%

로 4가지 컨셉 중 가장 큰 비율을 갖는데, 이는 팁-제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공허 중량의 7%를 차지하는 내부 덕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셉 3은 팁-드리븐 로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메인

로터의 변속기가 불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컨셉 3의 추진 그룹은 4

가지 컨셉 중 가장 작은 비율인 40%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컨셉 4

는 천이 비행에서 발생하는 덕트의 추가적인 항력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엔진 설계가 되었고, 엔진 중량은 812lb가 도출되었다. 또

한, 컨셉 4는 2890 RPM으로 회전하는 덕티드 팬을 주 추진 장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로터를 사용하는 컨셉 1, 컨셉 2에 비해 최대 0.48

배 가벼운 변속기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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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Weight fraction of compound helico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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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컨셉 별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 메커니즘이 연료 중량과 연

료 소모율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아래의 그림 16은 복합형 회전익기

가 수행하는 임무 형상에 대한 연료 소모량 및 소모율을 보여주며,

각 컨셉의 비행 메커니즘에 따라 연료 소모량 및 소모율이 확연히

다르게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컨셉 1은 제자리 비행 및 축 방

향 비행을 수행할 때, 로터에 의해 발생하는 반토크를 상쇄하기 위

해 전체 요구 동력의 15%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서 컨셉 1은 take-

off, hover, landing 임무에서 천이 비행 임무에 비해 높은 연료 소모

율이 계산된다. 그러나 컨셉 2와 컨셉 3는 제자리 비행 및 축 방향

비행을 할 때 반토크 시스템에 대한 계산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 비행, 축 방향 임무에서의 연료소모율은 천이 비행에서의 연

료소모율과 비슷한 값이 계산된다. 그리고 컨셉 4는 나머지 3종류의

컨셉과는 달리, 전진 비행에서 가장 낮은 연료소모율이 계산되고 천

이 비행에서 가장 높은 연료소모율이 도출되었다. 컨셉 3은 전진 비

행 임무를 수행할 때, 팬을 닫고 고정익 형태로 비행하기 때문에 타

컨셉에 비해 39% 적은 연료소모율이 예측된다. 그러나 천이 비행을

수행할 때, 컨셉 3은 덕티드 팬을 주 추진 장치로서 이용하고, 덕트

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항력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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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Fuel weight and consumption rates at mission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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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설계 요구조건과 제약조건 하 최적 설

계가 수행되었지만, 컨셉 별 총 중량은 각기 다른 값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개념설계 기법은 여러 종류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일관성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 연구가 가

능하다. 또한, 새로운 컨셉에 대한 구성품 및 추진시스템을 개념설

계 기법에 반영한다면, 그림 13에 제시된 컨셉들 뿐만 아니라 완전

히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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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일관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통합 개념설계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러 종류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모듈인 컨셉 분석, 

비행 해석, 항공기 사이징 모듈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통합

개념설계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념설계 기법은 기존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이것만의 차별성을 가지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시된 개념설계 기법을 이루는 비행 해석과 항공기 사이징

모듈은 특정 컨셉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반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임의의 복합형 회전익기 컨셉을

설계하더라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컨셉

분석 모듈은 설계하고자 하는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를 구성품

단위로 분해하고, 컨셉 고유의 특징을 중량 추정과 비행 해석에

반영한다. 이 모듈로 얻어지는 결과는 비행 해석과 항공기 사이징

모듈에 이용되며, 특정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 설계가 수행된다.

즉, 복합형 회전익기를 구성품 단위로 분해하고 분석하는 컨셉 분석

모듈에 새로운 컨셉을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성품을 고려할 수

있다면 새로운 컨셉에 대한 해석 및 설계가 가능하다는 확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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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유입류 모델, 추가적인 에너지 손실 및 천이 비행과 같은

부차적인 요소들을 해석 및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기법들을 보완하였다. 로터 전진 비행 해석에 균일 유입류와 선형

유입류 모델을 적용하였고, 팁-제트 시스템에 이용되는 내부 덕트

해석에 원심력과 부차적 손실등을 고려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항공기의 전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날개와 로터/팬의 양력분할계수와 천이 비행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항력 등을 고려하여 천이 비행 해석 모듈을 구축하였고,

이를 임무 해석 및 엔진 사이징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주 추진 장치와 구동 장치의 종류로 구분되는

4가지 컨셉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고, 

이때의 임무 형상은 고속 전진 비행과 제자리 비행 및 저속 비행이

포함된 정찰 임무로 하였다. 동일한 설계 요구조건과 제약조건 하

최적 설계가 수행되었지만, 각 컨셉만의 구성품과 비행 메커니즘의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의 총 중량은 각기 다른 값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개념설계 기법은 여러 종류의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해

일관성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 연구가

가능하고,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구성품 및 추진

시스템등을 제시된 개념설계에 반영한다면, 신개념 복합형

회전익기에 대한 개념설계 연구가 적절히 수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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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해석 기법 검증

1) 로터 공력 해석 – 제자리 비행[7]

Fig. B1 Rotor aerodynamic analysis verification (BEMT)

2) 로터 공력 해석 – 전진 비행[7,11]

Fig. B2 Rotor aerodynamic analysis verification (BET with linear i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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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3 Rotor aerodynamic analysis verification

(BET with autogyro condition)

3) 날개 공력 해석 – 전진 비행[11]

Fig. B4 Wing aerodynamic analysis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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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덕트 유동 해석[24]

Fig. B5 Duct inflow analysis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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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설계 파라미터

Table C1 Design parameters of compound helicopters

Design parameters Concept 1 Concept 2 Concept 3 Concept 4

Rotor /

Fan

Airfoil NACA0012

Nb 5 6 4 4

Main wing

Airfoil NACA23012

� 15

H-tail wing

Airfoil NACA2412

λ 0.4

Λ 15

V-tail wing

Airfoil NACA2412

b 1.99

AR 1.5

λ 0.4

Λ 20

Etc. Engine GE-T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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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설계 결과

1) 컨셉 1

Fig.D1 Optimization results (concept 1)

Table D1 Optimization results (concept 1)

Component Value

Rotor

Radius 11.3

Chord 0.79

Tip speed 607

Twist -12.8

Wing

Span 15.6

Aspect ratio 8.8

Incidence angle 15.4

Taper ratio 0.39

Prop.

Radius 2.82

Chord 0.5

RPM 2700

H-Tail wing
Span 3.95

Aspect ratio 3.47

Etc.
Slow down ratio 0.98

Thrust ratio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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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셉 2

Fig.D2 Optimization results (concept 2)

Table D2 Optimization results (concept 2)

Component Value

Rotor

Radius 10.67

Chord 0.69

Tip speed 693

Twist -11.2

Prop.

Radius 3.18

Chord 0.5

RPM 2500

H-Tail wing

Span 7.75

Aspect ratio 8.6

Incidence angle 7.6

Taper ratio 0.49

Etc.
Slow down ratio 0. 58

Thrust ratio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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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셉 3

Fig.D3 Optimization results (concept 3)

Table D3 Optimization results (concept 3)

Component Value

Rotor

Radius 12.3

Chord 0.86

Twist -13

Wing

Span 16.6

Aspect ratio 7.52

Incidence angle 4.4

Taper ratio 0.47

Prop.

Radius 3.62

Chord 0.74

RPM 2050

H-Tail wing
Span 5.94

Aspect ratio 5.28

Etc.

Exit temperature

(Compressor)
0.98

Pressure ratio

(Compressor)
5.36

Duct diameter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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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on ratio (Nozzle) 0.75

4) 컨셉 4

Fig.D4 Optimization results (concept 4)

Table D4 Optimization results (concept 4)

Component Value

Fan

Radius 2.7

Chord 0.38

Tip speed 794

Number of fan 2

Wing

Wing loading 54

Aspect ratio 7.6

Incidence angle 7.6

Taper ratio 0.44

Prop.

Radius 2.2

Chord 0.5

RPM 3112

H-Tail wing
Span 9.14

Aspect ratio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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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Aspect ratio (fuselage) 0.98

ABSTRACT

Development of Conceptual Design Method

for Compound Helicopters

Donguk Lee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conventional helicopter at high-speed 

maneuver, various concepts of the helicopter, namely compound helicopters, 

have widely been studied and developed to enable high-speed maneuver.

Although several conceptual desig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s 

fundamental research on the compound helicopter, the method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consisted of different algorithms focused on a specific 

concept. In other words, the lack of consistency between previous studies 

occurs the restriction of ability to perform comparative studies on multiple 

concepts of compound helicopters. Further, the existing design and analysis 

methods are difficult to apply to concepts that will be newly presented by 

technological advancement due to the lack of scalability. Therefore, this study 

has developed a breakdown of concept, flight analysis, and aircraft sizing 

module to suggest a comprehensive conceptual design method tha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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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with consistency and extensibility for various types of compound 

helicopters. Breakdown of concept is a module for decomposing and 

analyzing a compound helicopter with component units. Component weight 

and flight characteristics, obtained through the breakdown of concept module, 

are reflected in the weight estimation and flight analysis module. Flight 

analysis module consists of three flight conditions: hovering, forward flight, 

and transition flight. And it is used for sizing propulsion systems and mission 

analysis of the aircraft sizing module. Through the aircraft sizing module,

empty weight and fuel weight to perform the given mission are predicted. 

Proposed flight analysis module and aircraft sizing module consist of one 

systematic algorithm that can be applied equally to various compound 

helicopters. Accordingly, the proposed method has consistency in design and 

analysis. And it has the scalability to design a new concept if the breakdown 

of concept module is able to consider new components required to design. In 

addition, to supplement the flight analysis of this study, uniform inflow and 

linear inflow models were applied to the rotor aerodynamic analysis. And the

accuracy of duct inflow analysis, used in the tip-driven rotor, is improved by 

considering the centrifugal force, Coriolis force, and minor loss. Also, 

transition flight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the varying lift sharing

ratio and additional drag as the aircraft's forward speed increases. And, to 

demonstrate the design results using the proposed conceptual design method, 

the optimum design was carried out for the four types of compound 

helicopters classified by the main thruster and the driving system.

keywords      : Compound helicopter, Initial sizing, Conceptual design, 

Design optimization

Student Number : 2017-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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