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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차세대 항공기로 전기 추진 항공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의 낮은 비에너지로 인해 전기 추진 항공기 

운용에 제한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날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트랙터 타입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전기 추진 항공기의 경우 날개와 프로펠러 간 복잡한 

상호 간섭 작용을 야기하며, 날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간섭 작용 간 날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 여러 케이스를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Actuator disk method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실험에 대해 해석자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날개와 프로펠러 

상호 간섭 작용을 높은 정확도로 모사함을 확인하였다.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프로펠러 개수,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회전 

방향, 프로펠러 간격 및 날개 길이 방향으로의 위치에 대해 

진행하였다. 프로펠러 개수에 대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프로펠러가 

1개, 3개, 5개 그리고 7개인 케이스에 대해 진행하였다.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상호 간섭 효과는 커졌고, 이로 인해 단일 날개 

대비 양력과 항력은 각각 최대 32.6%, 66.7% 커졌다. 프로펠러의 

경우 단일 프로펠러 대비 추력과 동력은 각각 최대 3.2%, 1.0% 

커졌다. 결과적으로 날개 양항비는 감소하였으나, 날개 양력 대비 

프로펠러 요구 동력비는 증가하였다. 프로펠러 회전 방향의 경우 

모든 프로펠러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인 Co-rotati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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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프로펠러 간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교차하는 경우인 Counter 

rotating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진행하였다. 프로펠러 개수에 

상관없이 Counter rotating은 Co-rotating에 비해 날개 양력과 항력이 

모두 작았지만,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양력 차이는 감소하고, 

항력 차이는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항비 

차이는 감소하였으며, 프로펠러 개수가 7개인 경우 Counter rotating 

시 양항비는 Co-rotating 시 보다 0.5% 증가하였다. 반면, 프로펠러 

공력 성능은 회전 방향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프로펠러 간격 및 

위치의 경우 모든 프로펠러 간격이 등간격인 케이스, 프로펠러 

간격을 조밀하게 하여 날개 끝단에 배치한 케이스, 끝단에 위치한 

프로펠러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펠러 간격을 조밀하게 하여 날개 

중앙에 배치한 케이스로 총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 진행하였다.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첫 번째 케이스보다 날개 양력은 증가하지만, 

항력 또한 증가하였다. 하지만 끝단 프로펠러와 간격을 멀게 

유지하는 세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보다 양력은 증가하되 

항력은 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양항비는 2% 증가하였다. 반면, 

프로펠러 공력 성능은 프로펠러 간격 및 위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주요어 :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 작용, Actuator Disk Method, 

파라메트릭 스터디, 분산 전기 추진 항공기, 공력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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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기 배터리 및 모터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전기 

추진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

4]. 전기 추진 항공기의 경우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기존 내연 기관 

항공기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좋고, 고속의 배기가스가 없어 소음이 

저감되며, 친환경적이다. 기계 시스템이 단순화되어 가벼우며 유지 

보수에 용이하고, 저렴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운용 비용이 절

감된다[5, 6]. 또한, 전기 추진 항공기는 배터리로부터 얻은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구동하여 추력을 얻으므로,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는 배

터리 특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프로펠러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날개 

성능이 향상된다[7]. 

프로펠러에 의한 날개 성능 향상은 프로펠러가 날개 시위 방향

(chordwise)으로 배치되는 위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며, 프로펠러 

위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타입의 프로펠러로 나뉜다. 첫 번째로, 

프로펠러가 날개 전방에 배치되는 트랙터(tractor) 타입의 경우 프로

펠러를 통과화면서 수축된 후류(slipstream)로 인해 날개에서의 동압

이 증가하여 양력이 증가한다[8]. 두 번째로, 프로펠러가 날개 후방

에 배치되는 푸셔(pusher) 타입의 경우 날개에서 난류 유동 박리가 

지연되어 항력이 감소된다[9]. 세 번째로, 프로펠러가 날개 위에 배

치되는 오버 더 윙(over the wing) 타입의 경우 날개 앞전(leading edge)

에서의 suction으로 인해 항력이 감소된다[10]. 본 연구에서는 양력 

증가 효과를 최대화하여 날개 면적을 작게하면서도 이륙거리를 최

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트랙터 타입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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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트랙터 타입은 프로펠러가 날개 전방에 배치되기 때문에 날개와 

프로펠러 간 복잡한 상호 간섭 작용이 발생한다. 프로펠러가 날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날개의 동압 증가뿐만 아니라 프로펠러가 회전

하면서 발생하는 스월(swirl)로 인해 날개의 유효받음각이 영향을 받

는다[12]. 프로펠러의 down-going side에 해당하는 날개 영역에서는 

down-wash로 인해 유효받음각이 감소하며, 프로펠러의 up-going side

에 해당하는 날개 영역에서는 up-wash로 인해 유효받음각이 증가한

다. 반면, 날개가 프로펠러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날개가 프로펠러 

후방에 있기 때문에 날개의 블락키지 효과(blockage effect) 및 순환

(circulation)으로 인해 프로펠러 유입류 속도(inflow velocity)가 영향을 

받는다[13, 14]. 날개 블락키지 효과의 경우 블락키지 효과로 인한 

up-wash를 받아 프로펠러 유입류 속도가 감소하여 유효받음각이 증

가하게 된다. 날개 순환 효과의 경우 날개 주변으로 형성되는 순환

으로 인해 날개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프로펠러 영역에서는 up-wash

를 받아 프로펠러 유입류 속도가 감소하여 유효받음각이 증가하고, 

날개 윗부분에 해당하는 프로펠러 영역에서는 down-wash를 받아 프

로펠러 유입류 속도가 증가하여 유효받음각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효과는 다중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전기 추진 항공기의 경우 기존 터보프롭 항공기에 비해 날개와 프

로펠러 공력 성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배터리의 낮은 비에너

지(specific energy)로 인해 전기 추진 항공기의 항속 거리에 제한이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작용 

간에 날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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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할 경우 날

개와 다중 프로펠러 해석은 매우 많은 계산 자원을 요구한다. 하지

만 설계 전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효과에 주요한 파라미터인 프로

펠러 개수, 프로펠러 회전 방향, 날개 길이 방향(spanwise)으로의 프

로펠러 위치의 영향 및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설계 시 설계 

범위(design space)를 줄여 계산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

편,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이론식에 근거하여 정확도가 다소 낮더라

도 적은 계산 자원으로 해석이 가능한 기법들이 연구되어왔다. 하지

만 복잡한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효과를 정확히 모사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며,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 작용에 대한 주요 파라미

터들의 효과를 안다면,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마진을 주어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는 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요 파라미터들에 대한 선행연구로, 프로펠러 개수의 경우 

Misiorowski 등은 프로펠러 개수를 늘려 전후에 대한 CFD 해석을 

통해 날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15]. 개수가 늘

어남에 따라 프로펠러당 요구 추력이 감소할지라도 프로펠러당 디

스크 로딩의 증가로 인해 전체 요구 동력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

다. 하지만 프로펠러 개수에 대해 2가지 케이스만 해석하였기 때문

에 이를 통해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날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의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프로펠러 회전 방향의 경우 

Deere 등은 다중 프로펠러에 대해 프로펠러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와 인접한 프로펠러 간의 회전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대해 CFD 해석을 진행하였다[16]. 후자의 경우 인접한 프로펠러 사

이의 영역에서 down-wash 중첩으로 인해 유효받음각이 크게 감소하



 

11 

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날개 공력 성능이 더 우수하였다. 하지만 프

로펠러 개수가 고정된 상태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날개

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에 대한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회전 방향의 

영향은 알 수 없다. 한편, 날개 길이 방향으로의 프로펠러 위치의 

경우 Veldhuis 등은 날개 길이 방향에 대해 프로펠러 위치를 변경하

면서 풍동 실험을 진행하여, 프로펠러가 날개 끝단에 위치할수록 프

로펠러 스월이 날개 끝단에서 발생하는 끝단 와류(tip-vortex)를 더 

크게 상쇄시켜 날개 공력 성능을 향상시킴을 보였다[17]. 하지만 날

개와 단일 프로펠러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날개와 

다중 프로펠러 간 프로펠러 위치에 대한 경향성을 예측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여 날개-프

로펠러 상호 간섭효과 간에 날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 향상 및 설

계 가이드라인 데이터 구축을 위해 주요 파라미터인 프로펠러 개수,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회전 방향, 다중 프로펠러의 날개 길이 방향

으로의 위치에 따른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효과 및 그에 따른 날

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에 대해 파라메트릭 스터디 연구를 진행하

였다.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 작용은 복잡한 유동장을 야기하기 때문

에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갖는 수치 해석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다중 프로펠러와 날개를 모델링하여 해석하

는 경우 많은 계산 자원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펠러

를 직접 해석하지 않고, 소스항(source term) 또는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을 통해 프로펠러 효과를 모사함으로써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한 Actuator Disk Method(ADM)[18, 19, 20], Actuato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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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ALM)[21], Actuator Surface Method(ASM)[22] 등의 기법들이 연

구되어왔다. Stokkermans 등은 날개와 프로펠러 형상에 대해 ADM, 

ALM, 그리고 프로펠러를 직접 해석하는 Full-CFD를 비교 분석하였

고, ADM이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계산 시간이 크게 감소함을 

보였으며[23], 본 연구에서는 다중 프로펠러와 날개 형상에 대해 여

러 케이스를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ADM을 이용하였다. 

 

Joby aviation - Joby S4 Kitty hawk - Cora 

  

6 tilting proprotors 

 

12 rotors for vertical flight 

 

Lilium - Lilium Jet NASA - Maxwell X-57 

  

36 ducted fans 12+2 propellers for low speed flight 

Figure 1 Electric propulsion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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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치 기법 

 

A. 유동장 해석 

본 연구에서는 정렬 격자 기반의 압축성, 점성 유동 해석자인 

KFLOW[24, 25]를 사용하였다. 지배 방정식은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방정식으로,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𝑄

𝜕𝑡
+

𝜕𝐹

𝜕𝑥
+

𝜕𝐺

𝜕𝑦
+

𝜕𝐻

𝜕𝑧
=

𝜕𝐹𝑣

𝜕𝑥
+

𝜕𝐺𝑣

𝜕𝑦
+

𝜕𝐻𝑣

𝜕𝑧
+ 𝑠              (1) 

𝑄 =

{
 
 

 
 

𝜌
𝜌𝑢
𝜌𝑣
𝜌𝑤
𝜌𝑒}

 
 

 
 

                         (2) 

𝑒 =
𝑝

𝜌(𝛾−1)
+

1

2
(𝑢2 + 𝑣2 + 𝑤2)                (3) 

𝐹 =

{
 
 

 
 

𝜌𝑢

𝜌𝑢2 + 𝑝
𝜌𝑢𝑣
𝜌𝑢𝑤

𝑢(𝜌𝑒 + 𝑝)}
 
 

 
 

,   𝐺 =

{
 
 

 
 

𝜌𝑣
𝜌𝑢𝑣

𝜌𝑣2 + 𝑝
𝜌𝑣𝑤

𝑣(𝜌𝑒 + 𝑝)}
 
 

 
 

,   H=

{
 
 

 
 

𝜌𝑤
𝜌𝑢𝑤
𝜌𝑣𝑤

𝜌𝑤2 + 𝑝
𝑤(𝜌𝑒 + 𝑝)}

 
 

 
 

     (4) 

𝐹𝑣 =

{
 
 

 
 

0
𝜏𝑥𝑥

𝜏𝑦𝑥

𝜏𝑧𝑥

𝑢𝜏𝑥𝑥 + 𝑣𝜏𝑥𝑦 + 𝑤𝜏𝑥𝑧 − 𝑞𝑥}
 
 

 
 

,  

𝐺𝑣 =

{
 
 

 
 

0
𝜏𝑥𝑦

𝜏𝑦𝑦

𝜏𝑧𝑦

𝑢𝜏𝑥𝑦 + 𝑣𝜏𝑦𝑦 + 𝑤𝜏𝑧𝑦 − 𝑞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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𝐻𝑣 =

{
 
 

 
 

0
𝜏𝑥𝑧

𝜏𝑦𝑧

𝜏𝑧𝑧

𝑢𝜏𝑥𝑧 + 𝑣𝜏𝑦𝑧 + 𝑤𝜏𝑧𝑧 − 𝑞𝑧}
 
 

 
 

              (5) 

𝜏𝑖𝑗 = 𝜇 (
𝜕𝑢𝑖

𝜕𝑥𝑗
+

𝜕𝑢𝑗

𝜕𝑥𝑖
) −

2

3
𝜇δ𝑖𝑗

𝜕𝑢𝑘

𝜕𝑥𝑘
                (3) 

𝜌는 밀도,  𝑝는 압력을 나타내며, 𝑢, 𝑣, 𝑤는 각각 𝑥, 𝑦, 𝑧 속도 성분을 

나타낸다. Q는 유속 벡터를, 𝐹, 𝐺, 𝐻는 비점성 플럭스 벡터를, 그리고 

𝐹𝑣 , 𝐺𝑣 , 𝐻𝑣 는 점성 플럭스 벡터를 의미한다. 또한, 𝑠 는 소스를 

의미한다. 공간 차분을 위해 대류항에 대해서는 5th order enhanced 

MLP[26]를 이용하여 reconstruction을 진행하였으며, M-

AUSMPW+[27]방법을 이용하여 플럭스를 계산하였다. 점성항에 

대해서는 2차 정확도의 중심 차분 기법을 이용하였다. 정상 상태의 

해석을 위해 시간 적분은 euler 후방 차분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D-

ADI기법을 이용하여 역행렬을 계산하였다[28]. 

난류 유동에 대한 고려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equation 난류 

모델인 Spalart-Allmaras(SA)에서 𝑓𝑡2 항을 제외한 SA-noft2모델을 

사용하였다[29, 30]. 날개-프로펠러 형상에 대해 SA모델과 𝑘 −

𝜔 SST 모델을 비교한 결과 SA모델이 실제 유동을 더 정확하게 

모사한다고 알려져 있다[23]. 

 

B. Actuator disk method 

Actuator disk method(ADM)는 디스크 형상으로 프로펠러를 모사하

기 때문에 프로펠러 격자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격자 생성이 용이

하며, 시간 평균화한 프로펠러의 힘 성분을 디스크 영역을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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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므로 준정상 상태 해석이 가능하여 계산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이러한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Full-

CFD 대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ADM은 소스 방법

과 경계조건 방법 두 가지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더 강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소스 방법을 사용하였으며[18, 19], 외재적 기법에 기반

하여 소스항을 삽입하였다. 전체 유동장 해석 과정은 Figure 2와 같

이 나타난다. 외재적 기법으로 소스항을 삽입하므로, 현재 스텝에서

의 국소 속도와 밀도 그리고 입력값(input value)인 프로펠러 형상 정

보 및 각속도를 이용하여 깃 요소 이론으로 구한 국소 힘 성분을 

운동량 보존식과 에너지 방정식에 소스항으로 삽입한 후 다음 스텝

으로 전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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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chart of actuator disk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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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깃요소 이론 

깃 요소 이론은 Figure 3 과 같이 반경 방향과 방위각 방향으로의 

힘 성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31]. 일반적인 깃 요소 이론에서의 

속도 성분과 달리, 소스 항으로 처리하는 ADM 의 경우 디스크에 

해당하는 셀에서의 유동장 속도 성분이 추가된다. 𝑢, 𝑣, 𝑤 는 각각 

𝑥, 𝑦, 𝑧 방향으로의 셀에서의 유동장 속도 성분이며, 추가된 식은 

(2)와 같다. 

  = 𝛺𝑟 + 𝑤 𝑜𝑠𝜓 − 𝑣𝑠𝑖𝑛𝜓 (2) 

 𝑝 = 𝑢 

  = −𝑤𝑠𝑖𝑛𝜓 − 𝑣 𝑜𝑠𝜓 

 

반경 방향과 방위각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을 이용하여 국소 

유효받음각을 구한 후 속도 성분과 유효받음각에 대해 사전에 

구축한 익형 공력테이블(C81 table)로부터 내삽하여 공력계수를 

계산한다. 이로부터 식(3)과 (4)를 통해 반경 방향과 방위각 

방향으로의 힘 성분을 계산한다. 이때 식(3)은 반경과 방위각 방향에 

대한 국소 성분으로 나타낸 것이다. 

 𝐿 =
𝜋

2
(
1

2
𝜌 2  𝑙 𝑟) 𝜓 (3) 

 𝐷 =
𝜋

2
(
1

2
𝜌 2  𝑑 𝑟) 𝜓 

 𝐹𝑛 =   ( 𝐿 𝑜𝑠∅ −  𝐷𝑠𝑖𝑛∅) (4) 

 𝐹𝑡 =   ( 𝐿𝑠𝑖𝑛∅ +  𝐷 𝑜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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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국소 힘 속도 성분을 𝑥, 𝑦, 𝑧  방향으로 치환하면 식(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𝐹𝑥,𝐵𝐸 = − 𝐹𝑛 (5) 

 𝐹𝑦,𝐵𝐸 = − 𝐹𝑡𝑠𝑖𝑛𝜓 

 𝐹𝑧,𝐵𝐸 =  𝐹𝑡 𝑜𝑠𝜓 

 

 

Figure 3 Blade element theory 

 

ⅰi. 유동장 소스 삽입 방식 

앞서 구한 국소 힘 성분을 체적력 성분의 소스 항으로 삽입한다. 

이때, 𝑥, 𝑦, 𝑧방향으로 치환한 힘 성분인 𝐹 𝐵𝐸 를 지배 방정식에 소스 

항으로 삽입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영역에 해당하는 셀의 면적비로 

식(6)과 같이 치환해야 한다. 이때, 𝐴𝐵𝐸 는 반경 방향과 방위각 

  

  

  

 

 

 

 

  

   
  

 

 

 𝒔      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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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대한 면적을, 𝐴𝐶𝐹 는 격자계에서의 디스크 평판 투사 면적을 

의미한다. 

 𝐹 𝐶𝐹 =
𝐴𝐶𝐹𝐷

𝐴𝐵𝐸𝑇
 𝐹 𝐵𝐸  (6) 

𝐴𝐵𝐸 = 𝑟 𝑟 𝜓 

 

최종으로, 정렬 격자 기반의 압축성 유동 해석자의 경우 앞서 

구한 힘 성분을 식(7)과 같은 형태로 운동량 보존식과 에너지 

방정식에 소스 항으로 삽입하여 프로펠러/로터 효과를 모사한다. 

𝑠 =

{
 
 

 
 

0
 𝐹𝑥,𝐶𝐹 

 𝐹𝑦,𝐶𝐹 

 𝐹𝑧,𝐶𝐹 

 𝐹 𝐶𝐹 ∙  ⃗  }
 
 

 
 

 (7) 

 

ⅰii. 단일 로터 ADM 해석 검증 

단일 로터에 대한 ADM 검증의 경우 NASA에서 진행한 Caradonna 

& Tung 실험을 이용하였다[32]. 실험은 제자리 비행하는 로터에 대

해 진행되었으며, 실험 조건 및 로터 형상은 Table 1과 같다. 

Table 2는 실험치 및 해석 결과 추력계수로, 해석 결과 실험치보다 

0.4% 더 크게 예측하였다. Figure 4는 해석 결과 로터 수직 방향으로

의 속도 성분 컨투어를 나타낸 것으로, 로터를 통과하면서 수축한 

후류가 아래로 잘 흘러 내려감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는 로터 반

경 방향으로의 국소 추력 계수 분포 그래프이다. 로터 끝단에서 실

험치와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ADM의 경우 프로펠러를 직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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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지 않으므로 로터 끌단에서 발생하는 끝단 와류가 유동장 내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끝단 와류로 인한 손실을 모사하기 위해 

Prandtl’s tip-loss function을 사용하였지만[31], 실험치 대비 손실을 작

게 예측하여 끝단에서 오차가 발생하였다. 

 

Table 1 Flow condition and geometry of isolated rotor validation case 

𝐌𝐭𝐢𝐩 𝐑𝐞 𝐑𝐏𝐌 𝐑 [m] 𝐍𝐛 𝛉𝐭  𝛉𝟎 [deg] Airfoil 

0.439 2.0 × 106 1250 1.11 2 0 8 NACA0012 

 

 

Table 2 Result of thrust coefficient of isolated rotor validation case 

 Experiment ADM 

𝑪  0.00459 0.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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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𝒙-velocity magnitude contour 

 

Figure 5 Sectional thrust coefficient of isolated rotor validation case 

 

𝑥-velocity

magniutude

8.8

12.4

16

5.2

1.6

-2
-0.2

3.4

7

10.6

14.2

0.2 0.4 0.6 0.8 1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Present

Experiment

 
 
 
  

 
 
 
  
𝑪

 

   

ADM

Experiment



 

22 

ⅰiii. 날개-프로펠러 ADM 해석 검증 

날개와 프로펠러 형상에 대한 ADM 검증은 PROWIM 실험에 대해 

진행하였다[12]. 실험 조건 및 날개/프로펠러 형상은 각각 Table 3 및 

Figure 6 과 같다. 실험에서 사용된 날개의 경우 익형은 NACA642-

A015이고, 프로펠러의 경우 Clark Y로, 4개의 블레이드가 사용되었다. 

Table 4 는 프로펠러가 구동하지 않는 경우와 구동하는 경우에 

대한 실험치 및 해석 결과 날개 양력계수 및 프로펠러 

추력계수이다. 프로펠러가 구동하지 않는 경우 실험치 대비 날개 

양력 계수는 1.04% 더 작게 예측하였으며, 프로펠러가 구동하는 

경우 실험치 대비 프로펠러 추력계수 및 날개 양력계수는 각각 

1.3%, 1.7% 더 작게 예측하였다. Figure 7 은 날개 길이 방향으로의 

국소 양력 계수 분포 그래프이다. 프로펠러가 구동하는 경우 와류가 

발생하는 프로펠러 뿌리 부근과 끝단에 해당하는 날개 영역에서의 

오차를 제외하고는 실험치를 잘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ADM 은 날개-프로펠러 간 상호 간섭효과를 해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Table 3 Flow condition of wing-propeller validation case 

𝑽∞ [m/s]   [deg] 𝑱   𝑴    

50 4 0.185 15000 0.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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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ing and propeller geometry of wing-propeller validation case 

 

 

Table 4 Result of lift and thrust coefficient of wing-propeller validation 

case 

  Experiment ADM 

Propeller off 𝑪𝑳 0.288 0.285 

Propeller on 
𝑪  0.0157 0.0155 

𝑪𝑳 0.3055 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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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ctional lift coefficient of wing-propeller validation 

 

III. 파라메트릭 스터디 

 

A. 파라메트릭 스터디 문제 정의 

ⅰ. 해석 조건 및 형상 정보 

해석 조건은 Table 5에 나타냈으며, NASA의 Maxwell X-57 임무 조

건을 참고하여[33], 저속 비행인 이륙 비행 조건에 대해 해석을 진행

하였다. 

날개 형상은 뒤젖힘각(sweep angle)과 테이퍼(taper)가 없는 직사각

형이며, 익형은 NACA0012를 사용하였다. 프로펠러의 경우 NAS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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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9 프로펠러로[34], 블레이드 개수는 2개이며, Clark Y 익형을 사

용하였다. 75% 지점의 블레이드 피치각도(pitch angle,  0 )는 모든 케

이스에서 25°로 고정하였다. 날개 형상에 대한 치수 정보는 Figure 8

과 같으며, 날개와 프로펠러가 이루는 각도는 0 °이고, 그 간격은 

0.3m이다. 날개-프로펠러 형상은 축대칭 형상이므로, 한쪽 날개-프로

펠러에 대해서만 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 5 Flow condition 

Velocity [m/s] AOA [deg] 
Required 

Thrust [N] 
Altitude [m]    [𝟏𝟎𝟔] 

30.13 4 1325 0 2.6 

 

 

Figure 8 Wing geometry 

 

ⅰi. 파라미터 선정 

파라미터는 프로펠러 개수, 프로펠러 회전 방향, 프로펠러 간격 

및 날개 길이 방향으로의 위치로 선정하였다. 개별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파라미터 상호 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파라메트릭 

5.7m

1.295m

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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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케이스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프로펠러 

개수, 두 번째는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회전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다중 프로펠러 간격 및 위치이며, 각 파라미터에 대한 

케이스 도식화는 Figure 9, 10, 11과 같다. 

프로펠러 개수의 경우 케이스는 Figure 9와 같다. 베이스라인은 

날개 끝단에만 프로펠러가 있는 형상이다. 케이스 1-(a)의 경우 

프로펠러가 3개로, 직경은 베이스라인에서의 프로펠러 직경과 

동일하지만, 프로펠러당 요구 추력은 베이스라인 대비 3배 줄였다. 

케이스2-(a), 3-(a)의 경우 끝단 프로펠러를 제외하고, 케이스1-(a)의 

프로펠러 개수를 각각 2, 3배 늘리고, 직경 및 프로펠러당 요구 

추력은 2, 3배 줄였다. 모든 케이스에서 요구 추력에 대한 트림 

조건은 회전속도(RPM) 제어를 통해 만족시켰다. 이에 대한 결과와 

프로펠러에 대한 정보는 Table 6과 같다. 또한, 모든 프로펠러는 

inboard-up 방향으로 회전하며, 프로펠러 간 간격은 등간격이다. 

회전 방향의 경우 케이스는 Figure 10과 같다. 케이스1-(a), 2-(a), 3-

(a)는 프로펠러 회전 방향이 모두 inboard-up으로 동일한 Co-

rotating인 반면, 케이스1-(b), 2-(b), 3-(b)는 케이스1-(a), 2-(a), 3-(a)와 

각각 동일한 조건과 형상이지만 인접한 프로펠러 간 회전 방향이 

inboard-up과 outboard-up으로 교차하여 회전하는 Counter rotating이다. 

한편, 프로펠러 추력에 따른 회전 방향 효과를 보기 위해 케이스2-

(a), 2-(b)와 동일한 형상에 대해 요구 추력을 2배 증가시켜 Co-

rotating인 케이스2-(c)와 Counter rotating인 케이스2-(d)를 추가하였다. 

프로펠러 간격 및 위치의 경우 케이스2-(a)에 대해 프로펠러 

간격과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Figure 11과 같다. 케이스2-(e)는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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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를 포함한 모든 프로펠러 간의 간격을 0.1(
 

4
)로 더 좁게 

두어, 케이스2-(a)와 달리 날개 끝단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케이스2-(f)는 날개 끝단을 제외한 모든 프로펠러 간의 간격을 

0.1(
 

4
)로 두고, 이들을 날개 중앙에 배치하였다. 회전 방향의 경우 

모든 프로펠러는 inboard-up방향으로 회전한다. 

 

 

Figure 9 Number of propell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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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ropeller rotating direction with number of propeller case 

 

 

 

Figure 11 Propeller interval and loc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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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peller diameter, required thrust and RPM of each case 

 Baseline Case 1 Case 2 Case 3 

  (a), (b) 
(a), (b), 

(e), (f) 
(c), (d) (a), (b) 

Propeller (1) (1)-(3) (1)-(4) (1)-(4) (5) (1)-(6) 

Diameter [m] 1.78 1.78 0.89 0.89 1.78 0.59 

Required 

thrust [N] 
1325 441.7 220.8 441.6 

883.

4 
147.2 

RPM 1970 1300 3600 1650 4830 7500 

 

 

ⅰii. 격자 수렴성 테스트 

격자 수렴성 테스트는 단일 프로펠러, 단일 날개 그리고 프로펠러

가 3개 있는 날개인 케이스 1-(a)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Figure 12, 13, 14와 같다. 단일 프로펠러의 경우 대략 4백만 개, 단일 

날개의 경우 대략 1천만 개, 케이스 1-(a)의 경우 대략 2천7백만 개

에서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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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Grid convergence test of isolated propeller 

 

Figure 13 Grid convergence test of isolated wing 

 

Figure 14 Grid convergence test of case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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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석 결과 및 분석 

i.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해석 결과 

Table 7은 해석 결과 날개 공력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날개 양력뿐만 아니라 항력 또한 증가하였다. 양

력의 경우 단일 날개 대비 베이스라인은 9.5%, 케이스1-(a)는 17.3%, 

케이스2-(a)는 25% 그리고 케이스3-(a)는 32.6% 증가하였고, 항력의 

경우 단일 날개 대비 베이스라인은 13%, 케이스1-(a)는 29.2%, 케이

스2-(a)는 54.2%, 케이스3-(a)는 66.7%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양항

비는 베이스라인, 케이스1-(a), 2-(a), 3-(a)순으로 각각 단일 날개 대비 

3.1%, 9.2%, 18.9%, 20.4% 감소하였다. Table 8은 해석 결과 프로펠러 

공력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프로펠러 

전체 추력과 동력 또한 증가하였다. 추력의 경우 단일 프로펠러 대

비 베이스라인은 2.1%, 케이스 1-(a)는 2.4%, 케이스 2-(a)는 2.8%, 케

이스 3-(a)는 3.2% 증가하였고, 동력의 경우 단일 프로펠러 대비 베

이스라인은 0.6%, 케이스 1-(a)는 0.7%, 케이스 2-(a)는 0.8%, 케이스

3-(a)는 1.0% 증가하였다. 

Table 7 Result of wing performance with number of propeller 

 𝑪𝑳 𝑪𝑫 𝑳 𝑫 

 
w/o 

propeller 

w/ 

propeller 

w/o 

propeller 

w/ 

propeller 

w/ 

propeller 

Baseline 0.3226 0.3533 0.0216 0.0244 14.48 

Case 1-(a) - 0.3783 - 0.0279 13.56 

Case 2-(a) - 0.4034 - 0.0333 12.11 

Case 3-(a) - 0.4278 - 0.036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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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 of propeller performance with number of propeller 

 Total thrust [N] Total power [kW] 

 w/o wing w/ wing w/o wing w/ wing 

Baseline 1327.5 1355.4 45.22 45.5 

Case 1-(a) 1328.88 1360.53 45.89 46.22 

Case 2-(a) 1328.24 1366.01 48.09 48.48 

Case 3-(a) 1328.26 1370.13 50.92 51.44 

 

 

i-i. 프로펠러 공력 성능 분석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프로펠러 공력 성능 분석은 끝단 프로펠러

를 제외한 프로펠러들에 대해 진행하였다. 끝단 프로펠러의 경우 모

든 케이스에서 직경이 동일하고, 베이스라인을 제외한 케이스1-(a), 

2-(a), 3-(a)에서 해석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Table 9는 날개 끝단 프로펠러를 제외한 프로펠

러들에 대한 평균 추력 및 동력을 나타낸 것으로, 프로펠러 간 추력 

및 동력의 차이는 매우 미세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전체 추력 

및 동력과 마찬가지로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평균 추력 및 

동력은 증가하였다. 평균 추력과 동력은 단일 프로펠러 대비 케이스

1-(a)의 경우 2.8%, 0.8%, 케이스2-(a)의 경우 3.5%, 0.9%, 케이스3-(a)

의 경우 3.9%, 1.2% 각각 증가하였다.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추력 대비 디스크 평판 면적 비를 나타내는 디스크 로딩(disk loading) 

또한 증가하였다. 케이스1-(a)의 디스크 로딩을 (
 

𝐴
)로 두면, 케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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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a)의 디스크 로딩은 각각 2(
 

𝐴
), 3(

 

𝐴
)으로, 케이스1-(a), 2-(a), 3-(a)

순으로 증가한다. 디스크 로딩이 증가하면, 후류에서 속도가 더 빨

라져 날개에서의 동압이 더 크게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날개에

서의 양력이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날개 주변으로 더 큰 순환이 

형성된다. 또한, 프로펠러 개수를 늘리면서 그에 따라 직경이 줄어

들므로, 더 작아진 직경으로 인해 날개 블락키지 효과를 더 크게 받

는다. 이 효과들로 인해 프로펠러 유입류 속도가 더 크게 감소하여 

케이스 1-(a), 2-(a), 3-(a)순으로 단일 프로펠러 대비 평균 추력과 동력

이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 

Table 9 Result of propeller averaged performance with number of 

propeller 

 Thrust [N] Power [kW] 

 w/o wing w/ wing w/o wing w/ wing 

Case 1-(a) 442.96 455.33 15.3 15.43 

Case 2-(a) 221.32 229.04 8.2 8.28 

Case 3-(a) 147.55 153.4 5.94 6.01 

 

이는 프로펠러 디스크 평판에서의 추력 분포 그림인 Figure 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좌측은 단일 프로펠러에 대한 그림이고, 우측

은 날개가 있는 경우의 프로펠러에 대한 그림이다. 먼저, 좌측의 단

일 프로펠러에 대한 그림을 보면, down-going side에서의 추력이 up-

going side에서보다 크다. 이는 프로펠러에 받음각이 존재하는 경우 

Figure 16과 같이 down-going side에 해당하는 블레이드는 y방향 속도 

성분이 증가하여 유효 받음각이 증가하게 되고, up-going side에 해당

하는 블레이드는 𝑦방향 속도 성분이 감소하여 유효받음각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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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우측의 날개가 있는 경우의 프로펠러에 대한 그림을 

보면, 날개 윗부분에 위치한 영역의 경우 순환으로 인한 down-wash

를 받아 유입류 속도가 증가하여 유효받음각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

력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날개 아랫부분에 위치한 영역의 경우 순

환으로 인한 up-wash를 받아 유입류 속도가 감소하여 유효받음각이 

증가하므로 추력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down-going side와 날

개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추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 반대 

영역인 up-going side와 날개 윗부분 영역에서는 추력이 감소하게 된

다. 하지만, 날개 블락키지 효과로 인한 up-wash를 받아 프로펠러 전

체 영역에서 유입류 속도가 감소하여 up-going side와 날개 아랫부분 

영역에서의 추력 감소가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날개 효과는 프로펠

러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기 때문에 케이스 1-(a), 2-(a), 3-(a)순으

로 단일 프로펠러 대비 날개가 있는 경우 프로펠러 추력과 동력이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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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rust distribution of case 1-(a), case 2-(a) and case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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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ngle of attack effect on each propeller side 

 

 

i-ii. 날개 공력 성능 분석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날개에서의 양력과 항력은 더 크게 

증가하였다.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 디스크 로딩이 커지게 되어 

프로펠러 후류에서 속도가 케이스1-(a), 2-(a), 3-(a)순으로 더 빨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날개에서의 동압이 더 크게 증가하게 하여 양력과 

항력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Figure 17과 18은 각 케이스에 대한 해석 

결과 유동장 그림으로, Figure 17은 3𝑠−1인 𝑥방향 와도(vorticity) 및 날

개 압력 컨투어이고, Figure 18은 3𝑠−1인𝑥방향 와도에 대한 전압력

(total pressure) 증가량 컨투어이다. 이를 통해 디스크 로딩이 커짐에 

따라 프로펠러 후류 속도와 스월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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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Wing pressure contour with 𝒙-vorticity 𝟑 𝒔−𝟏 of case 1-(a), case 

2-(a) and case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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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otal pressure increment contour of case 1-(a), case 2-(a) and 

case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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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는 각 케이스에 대한 날개 길이 방향으로의 국소 양력 계

수 분포 그래프와 3𝑠−1인 𝑥방향 와도 및 날개 압력 컨투어이다. 점

선과 실선은 각각 단일 날개와 프로펠러가 있는 날개에 대한 국소 

양력계수이다. 프로펠러 스월로 인해 프로펠러 up-going side에 위치

한 날개 영역에서는 up-wash를 받아 유효 받음각이 증가하여 양력이 

증가하고, 프로펠러 down-going side에 위치한 날개 영역에서는 

down-wash를 받아 유효받음각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양력이 더 작

게 증가한다. 특히, 케이스2-(a), 3-(a)의 경우 케이스1-(a)과 달리 

down-wash를 받는 영역에서도 단일 날개 대비 양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스크 로딩이 커지면서 날개에서의 동압이 더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이다. 디스크 로딩이 더 커지면서 스월 효과도 커지기 때문

에 down-wash를 받는 영역에서의 유효받음각이 더 크게 감소할지라

도, 동압 증가로 인해 케이스2-(a), 3-(a)의 경우 케이스1-(a)과 달리 

단일 날개 대비 양력이 더 크다. 또한, 케이스2-(a), 3-(a)의 경우 디스

크 로딩이 커지면서 날개 효과에 의해 프로펠러의 down-going side와 

날개 아랫부분 영역에서 더 큰 추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down-wash

를 받는 영역에서 날개 동압이 케이스1 대비 더 크게 증가하기 때

문이기도 하다. Figure 20과 21은 케이스1-(a), 2-(a), 3-(a)에 대해 각각 

중간에 위치한 (2), (3), (4)번째 프로펠러의 𝑟  = ±0.5에 해당하는 날

개 영역에서의 국소 압력 분포 그래프이다. Figure 20은 프로펠러로부

터 up-wash를 받는 영역으로, 케이스1-(a), 2-(a), 3-(a)순으로 속도가 더 

빨라 suction peak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1은 down-wash를 

받는 영역으로, up-wash 영역과 마찬가지로 속도가 케이스1-(a),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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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순으로 속도가 더 빨라 suction peak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9 Wing sectional lift coefficient and wing pressure contour with 𝒙-

vorticity 𝟑 𝒔−𝟏 of case 1-(a), case 2-(a) and case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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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Local pressure of case 1-(a), case 2-(a) and case 3-(a) behind 

up-wash region 

 

Figure 21 Local pressure of case 1-(a), case 2-(a) and case 3-(a) behind 

down-was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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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파라미터 결과 분석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날개-프로펠러 간의 상호 간섭효

과가 커지면서, 날개의 양력 및 항력뿐만 아니라 프로펠러의 추력 

및 요구 동력 또한 증가하였다. Table 10은 날개 양력 대비 프로펠러 

요구 동력 비를 나타낸 표로, 베이스라인 대비 케이스1-(a)의 경우 

5.4%, 케이스2-(a)의 경우 7.2%, 케이스3-(a)의 경우 7.1% 증가하였다.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날개 양력이 증가할지라도, 디스크 로

딩과 프로펠러에 대한 날개 효과가 증가하여 프로펠러 요구 동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 프로펠러 개수 이후로는 날개 양력 대비 프

로펠러 요구 동력 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Table 10 Ratio of wing lift versus propeller total power with number of 

propeller 

 Baseline Case 1-(a) Case 2-(a) Case 3-(a) 

L/P [N/W] 31.87 33.594 34.152 34.133 

 

ii. 프로펠러 회전 방향에 따른 해석 결과 

Table 11은 해석 결과 날개 공력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케이

스에서 Counter rotating일 때의 양력과 항력이 Co-rotating일 때보다 

감소하였다. 하지만, 프로펠러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회전 방향에 

따른 양력 차이는 감소하였으며, 항력 차이는 양력과는 반대로 증가

하였다. 양력의 경우 Co-rotating 대비 Counter rotating시 케이스1은 

1.7%, 케이스2는 1.3%, 케이스3는 0.7% 감소하였으며, 항력의 경우 

케이스1은 0.4%, 케이스2는 0.9%, 케이스3는 1.1% 감소하였다. 결과

적으로,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회전 방향에 따른 양항비 차이

는 감소하였으며, 프로펠러 개수가 7개인 케이스3에서는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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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시 양항비가 Co-rotating에 비해 0.5% 증가하였다. 한편, 프로

펠러의 공력 성능은 회전 방향에 따른 차이가 없어 생략하였다. 

Table 11 Result of wing performance with propeller rotating direction 

 Rotating direction 𝑪𝑳 𝑪𝑫 𝑳 𝑫 

w/o 

propeller 
- 0.3226 0.0216 14.94 

Case 1-(a) Co 0.3783 0.0279 13.56 

Case 1-(b) Counter 0.3718 0.0278 13.37 

Case 2-(a) Co 0.4034 0.0333 12.11 

Case 2-(b) Counter 0.3981 0.033 12.06 

Case 3-(a) Co 0.4278 0.036 11.88 

Case 3-(b) Counter 0.425 0.0356 11.94 

 

ii-i. 날개 공력 성능 분석 

Figure 22는 각 케이스에 대한 날개 길이 방향으로의 국소 양력 계

수 분포 그래프로, 단일 날개 대비 Counter rotating 시 양력 증가량이 

Co-rotating시 보다 감소하는 이유는 인접한 프로펠러 간의 영역에서 

down-wash와 up-wash가 각각 중첩되면서 up-wash가 중첩되는 영역에

서의 양력 증가량이 down-wash가 중첩되는 영역에서의 감소량보다 

작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down-wash를 받는 날개 영역에서의 동압 

증가량이 up-wash를 받는 영역에서 보다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

효받음각을 감소시키는 down-wash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동압이 크

게 증가하게 되고, 유효받음각을 증가시키는 up-wash가 중첩되는 영

역에서 동압이 상대적으로 더 작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회전 방향에 따른 양력 증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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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감소하는 이유는 인접한 프로펠러 간의 영역 크기가 작아지

면서 중첩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이며, 날개 끝단에서 발생하는 와류

와도 관련이 있다.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디스크 로딩이 커지

게 되어 프로펠러 스월 효과가 커졌다. 이는 Counter rotating 시 끝단 

프로펠러와 가장 인접한 outboard-up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up-

wash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커진 up-wash로 인해 끝단 

와류가 더 크게 상쇄되어, 회전 방향에 따른 양력 증가량 차이가 감

소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Counter rotating일 때의 항력이 Co-rotating일 때보다 더 감소하게 된

다. 프로펠러 개수 증가에 따라 날개 끝단 와류가 더 크게 상쇄되는 

것은 국소 압력 분포 그래프를 나타낸 Figure 23, 24, 25, 26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Figure 23과 24는 케이스1, 2에 대해 각각 끝단 프로펠

러와 가장 가까운 (2), (4)번째 프로펠러의 인접한 프로펠러 사이의 

중심에 대한 국소 압력 분포 그래프이다. 케이스1의 압력 분포를 보

면, Counter rotating일 때 0.81지점에서 up-wash가 중첩되지만, 날개 끝

단 와류로 인해 Co-rotating일 때 0.42지점에서의 압력 계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반면, 프로펠러 스월이 더 크게 작용하는 케이스2를 

보면, Counter rotating일 때 0.82지점에서의 suction peak가 Co-rotating일 

때 0.62지점에서의 suction peak 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Figure 25와 26의 경우 케이스2, 3에 대해 각각 중간에 위치한 (3), 

(4)번째 프로펠러의 인접한 프로펠러 사이의 중심에 대한 국소 압력 

계수 분포 그래프이다. Counter rotating시 케이스2에 비해 케이스3에

서 up-wash가 중첩되는 지점의 suction peak가 더 작다는 것을 통해 

인접한 프로펠러 간의 영역 크기가 작아지면서 중첩 효과가 작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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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2 Wing sectional lift coefficient of case 1, case 2 and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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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Local pressure of case 1-(a) and (b) at y/b=0.81 and 0.42 

 

Figure 24 Local pressure of case 2-(a) and (b) at y/b=0.82 and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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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Local pressure of case 2-(a) and (b) at y/b=0.62 and 0.42 

 

Figure 26 Local pressure of case 3-(a) and (b) at y/b=0.56 and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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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은 케이스2에 대해 추력이 2배 증가한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 날개 공력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추력이 2배 커지는 경우 Co-

rotating 대비 Counter rotating일 때의 양력이 1% 감소하여, 기존 케이

스2의 1.3% 감소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항력의 경우 3% 감

소하여 기존 케이스2의 0.9% 감소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다. 결과적

으로 추력이 2배 증가한 경우 Counter rotating시 양항비는 Co-rotating

에 비해 2% 증가하였다. 이는 디스크 로딩이 커지면서 끝단 프로펠

러와 가장 인접한 프로펠러의 더 커진 up-wash로 인해 날개 끝단 와

류가 더 크게 상쇄되기 때문이다. Figure 27은 날개 길이 방향으로의 

국소 양력 계수 분포 그래프이고, Figure 28은 3𝑠−1인 𝑥방향 와도 및 

날개 압력 컨투어로, 추력이 증가하면서 프로펠러 스월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2 Result of wing performance with propeller rotating direction 

and increment of propeller required thrust 

 
Rotating 

direction 

Total required 

thrust [N] 
𝑪𝑳 𝑪𝑫 𝑳 𝑫 

w/o 

propeller 
- - 0.3226 0.0216 14.94 

Case 2-(a) Co 1325 0.4034 0.0333 12.11 

Case 2-(b) Counter 1325 0.3981 0.033 12.06 

Case 2-(c) Co 2650 0.4621 0.0441 10.48 

Case 2-(d) Counter 2650 0.4574 0.0428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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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Wing sectional lift coefficient of case 2-(c) and (d) 

 

Figure 28 Wing pressure contour with 𝒙-vorticity 𝟑 𝒔−𝟏 of case 2-(c) and 

(d) 

w/o propeller

Case 2-(d)

Case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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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파라미터 결과 분석 

모든 케이스에서 Counter rotating 시 Co-rotating에 비해 단일 날개 

대비 양력이 더 작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Counter rotating 시 프로펠

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인접한 프로펠러 사이의 영역 크기가 작아져 

중첩 효과가 작아지고, 날개 끝단 와류가 더 크게 상쇄되어 회전 방

향에 따른 양력 증가량 차이는 감소하였다. 반면, 항력의 경우 

Counter rotating 시 Co-rotating에 비해 감소하였고,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더 크게 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양항비는 프로펠러 

개수가 7개인 케이스3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프로펠러 추력 

증가에 따른 회전 방향의 경우 추력이 증가하였을 때 Counter 

rotating 시 Co-rotating에 비해 양력은 여전히 더 작았다. 하지만 날

개 끝단 와류가 더 크게 상쇄되어 항력 감소량은 더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항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즉, 프로펠러 개수가 적은 경우 Co-rotating 시 Counter rotating에 비

해 양력 및 양항비가 더 큰 반면 프로펠러 개수가 많은 경우 

Counter rotating 시 Co-rotating에 비해 양력은 작지만, 양항비는 더 컸

다. 한편 추력이 큰 경우 Co-rotating 시 Counter-rotating에 비해 양력

은 여전히 작지만, 항력이 크게 감소되어 양항비는 증가하였다. 

 

iii. 프로펠러 간격 및 위치에 따른 해석 결과 

Table 13는 해석 결과 날개 공력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프로펠러 

간격이 좁고, 날개 끝단에 배치된 케이스2-(e)의 경우 케이스2-(a) 대

비 양력과 항력은 각각 0.2%, 0.3% 증가하였다. 반면, 프로펠러 간격

이 좁고, 날개 중앙에 배치된 케이스2-(f)의 경우 케이스2-(a)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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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은 0.4% 증가하였고, 항력은 1.5%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양항

비는 케이스2-(a) 대비 케이스2-(e)의 경우 0.1% 감소하였고, 케이스

2-(f)의 경우 2% 증가하였다. 한편, 프로펠러의 공력 성능은 회전 방

향과 마찬가지로 프로펠러 간격 및 위치에 따른 차이가 없어 생략

하였다. 

 

Table 13 Result of wing performance with propeller interval and location 

 𝑪𝑳 𝑪𝑫 𝑳 𝑫 

w/o propeller 0.3226 0.0216 14.94 

Case 2-(a) 0.4034 0.0333 12.11 

Case 2-(e) 0.4042 0.0334 12.1 

Case 2-(f) 0.4051 0.0328 12.35 

 

 

iii-i. 날개 공력 성능 분석 

Figure 29는 케이스2-(a), 2-(e), 2-(f)의 날개 길이 방향으로의 국소 양

력 계수 분포 그래프이다. 케이스 2-(e)의 경우 프로펠러 간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인접한 프로펠러 사이의 영역에서 up-wash와 down-

wash가 각각 상쇄되고, 날개 뿌리(root) 부근의 온전히 up-wash를 받

는 영역이 커진다. 전체적으로 down-wash를 받는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케이스2-(a) 대비 양력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끝단 프로펠러

에 가장 인접한 프로펠러의 down-wash가 날개 끝단 와류를 상쇄하

는 끝단 프로펠러의 up-wash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케이스2-(a) 대비 

항력은 증가하였다. 반면, 케이스 2-(f)의 경우 끝단 프로펠러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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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프로펠러들이 날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날개 끝단 와류

를 상쇄하는 끝단 프로펠러의 up-wash를 감소시키는 끝단 프로펠러

에 가장 인접한 프로펠러의 down-wash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케

이스2-(a) 대비 양력이 증가하고, 항력은 감소하였다. Figure 30은 날개 

끝단에 가장 가까운 프로펠러와 끝단 프로펠러 사이의 중심에 대한 

압력 분포 그래프로, 케이스2-(f)의 경우 케이스2-(a)보다 날개 끝단 

와류가 더 크게 상쇄되기 때문에 suction peak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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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Wing sectional lift coefficient of case 2-(a), (e)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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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Local pressure of case 2-(a) and (f) at y/b=0.82 and 0.8 

 

iii-ii. 파라미터 결과 분석 

프로펠러 간 간격을 좁게 하여 날개 끝단 부근에 배치하는 경우 

인접한 프로펠러 사이 영역에서 down-wash와 up-wash가 각각 서로 

상쇄되고, 날개 뿌리 부근의 온전히 up-wash를 받는 영역이 증가면

서 전체적으로 down-wash를 받는 영역이 감소하여 등간격을 유지하

는 경우보다 양력이 다소 증가한다. 하지만, 끝단 프로펠러에 가장 

인접한 프로펠러의 down-wash가 날개 끝단 와류를 상쇄하는 끝단 

프로펠러의 up-wash를 감소시켜 항력 또한 증가하여, 양항비는 감소

하였다. 반면, 끝단 프로펠러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펠러 간 간격을 

좁게 유지하고, 이들을 날개 중앙에 위치시켜 끝단 프로펠러와의 간

격을 크게 배치하는 경우 끝단 프로펠러의 up-wash를 감소시키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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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프로펠러와 가장 인접한 프로펠러의 down-wash 영향이 작아져 

등간격을 유지하는 경우 보다 양력은 증가하고, 항력은 감소하여 양

항비는 증가하였다. 즉, 프로펠러 간 간격이 좁고, 끝단 프로펠러와 

간격이 멀수록 양력은 증가하고, 항력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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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효과 간 날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프로펠러 개수, 프로펠러 개수에 따른 회전 방향, 프로펠러 간격 및 

위치에 대해 총 11가지 케이스를 해석하였고, 그 결과 날개와 

프로펠러 공력 성능에 대한 파라미터들의 영향 및 경향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파라메트릭 스터디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프로펠러 개수의 경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날개-프로펠러 

상호 간섭효과가 커지면서 날개 양력 및 항력 그리고 

프로펠러 추력 및 요구 동력이 증가하였다. 단일 날개 대비 

양력과 항력의 경우 최대 32.6%, 66.7% 각각 증가하였고, 

단일 프로펠러 대비 추력과 요구 동력의 경우 최대 3.2%, 1.0% 

증가하였다. 한편, 프로펠러 개수가 증가하면서 베이스라인 

대비 모든 케이스에서 양력 대비 요구 동력비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비 또한 증가하였지만, 프로펠러 

개수가 7개인 케이스 3-(a)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 프로펠러 회전 방향의 경우 Counter rotating 시 Co-rotating 에 

비해 양력과 항력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Counter rotating 시 

프로펠러 개수가 많아지면서 인접한 프로펠러 간의 영역 

크기가 작아져 down-wash 간의 중첩 효과가 작아지고, 날개 



 

57 

끝단과 가장 인접한 프로펠러의 up-wash 로 인해 날개 끝단 

와류가 더 크게 상쇄된다. 이로 인해 Co-rotating 대비 

Counter rotating 시 양력은 최대 1.7%에서 최소 0.7%로 

감소하였다. 반면, 항력은 최소 0.4%에서 최대 1.1%로 

감소하여, 양항비 차이 또한 감소하였으며, 프로펠러 개수가 

7 개인 케이스 3 에서는 Counter rotating 시 양항비가 Co-

rotating 대비 0.5% 증가하였다. 또한, 프로펠러 개수가 5개인 

케이스 2 에 대해 추력이 2 배 증가하는 경우 Counter 

rotating 시 날개 끝단 와류가 더 크게 상쇄되어 양력은 

Corotating 대비 1% 감소하였다. 반면, 항력은 3% 감소하여 

양항비는 2% 증가하였다. 즉, 프로펠러 개수가 많거나 

추력이 큰 경우 Counter rotating 시 Co-rotating 에 비해 양력은 

다소 감소하지만, 양항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 프로펠러 간격 및 위치의 경우 프로펠러 간 간격을 좁게 

하여 날개 끝단 부근에 배치 시 인접한 프로펠러 사이의 

영역에서 up-wash와 down-wash가 서로 상쇄되어 전체적으로 

down-wash 를 받는 영역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존의 

등간격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양력이 0.2% 증가하였다. 

하지만, 끝단 프로펠러에 인접한 프로펠러의 down-wash 가 

날개 끝단 와류를 상쇄하는 끝단 프로펠러의 up-wash 를 

감소시켜 항력이 0.3% 증가하여, 양항비는 0.1% 감소하였다. 

반면, 프로펠러 간 간격을 좁게 하여 날개 중앙에 배치하는 

경우 끝단 프로펠러의 up-wash 를 감소시키는 끝단 

프로펠러에 인접한 프로펠러의 down-wash 영향이 작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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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간격을 유지하는 경우 대비 양력이 0.4% 증가하였고, 

항력은 1.5% 감소하여 양항비는 2% 증가하였다. 즉, 끝단 

프로펠러와는 간격을 넓게, 그 외 프로펠러들 간의 간격은 

좁게 배치하는 경우 양력은 증가하고, 항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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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Study of Wing-Propeller Interaction 

Using Actuator Disk Method 

Youngrock Seo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ic propulsion aircraft is being developed as next-generation aircraft. 

However, operation of electric propulsion aircraft is limited due to low specific 

energy of the battery. To maximize aerodynamic performance of wing and 

propeller is important to overcome the limitation. For electric propulsion 

aircraft using tractor propeller, wing-propeller aerodynamic interaction is 

caused and have effects on the performances. In this research, parametric study 

had been done to maximize the performances under the interaction and 

simulated based on Actuator Disk Method(ADM) to save computational 

resources efficiently. Before study, the method validation was conducted for 

two experiment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wing and 

propeller was simulated with high accuracy. 

Parameters were number of propeller, propeller rotating direction with 

number of propeller and propeller interval and location. Parametric study on 

number of propeller was conducted for cases with 1, 3, 5, and 7 propellers. With 

more propellers, the interaction effect increased more resulting that maximum 

lift and drag of wing was increased by 32.6% and 66.7% compared to isolated 



 

64 

wing and maximum thrust and power of propeller was increased by 3.2% and 

1.0% compared to isolated propeller. As a result, the wing lift-to-drag ratio 

decreased, but ratio of wing lift versus propeller total power increased. In 

parametric study of propeller rotating direction, two cases were carried out: co-

rotating, in which all propellers rotated in the same direction, inboard-up 

direction, and counter rotating, in which the rotating direction between adjacent 

propeller cross oppositely, inboard-up direction and outboard-up direction. 

Regardless of the number of propeller, counter rotating had both lower wing 

lift and drag than co-rotating, but as the number of propellers increased, the 

difference in lift decreased and the difference in drag increased. As a result, the 

difference in lift-to-drag ratio decreased as the number of propeller increased, 

and when the number of propeller was 7, the ratio increased 0.5% when counter 

rotating compared to when co-rotating.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propeller performance according to rotating direction. In the study 

on propeller interval and location, there are three cases: first case where all 

propellers were spaced equally, second case where propellers were arranged at 

wing tip with dense propeller gap, and the last case where propellers were 

arranged at wing center with dens propeller gap excluding the propeller located 

at wing tip. In the second case, lift of wing was increased than that of the first 

case, but drag is also increased. However, in the third case, which kept the 

distance from propeller at wing tip farther apart, lift was increased but drag was 

decreased compared to the first case. On the other hand, propeller performance 

was unchanged according to propeller interval and location. 

keywords       : Wing-Propeller Interaction, Actuator Disk Method, 

Parametric Study,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Aircraft, Aerodynamic Performance 

Student Number : 2019-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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