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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hors had presented two previous papers[1,2] on Helicopter/Rotorcraft develoment in 

Europe and US. Meanwhile, the next generation rotorcraft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in US 

and Europe, have new configurations (tilt-rotor, coaxial, compound) of rotor-type vertical take- 

off/landing rotorcraft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traditional helicopters. For developing 

these new types of rotorcrafts, the upgraded conceptual design/comprehensive programs are 

required. In US and Europe, they are already developing new program tools with their 

technologies and database obtained during more than last half centuries. For us, many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al engineers have experienced and developed core 

technologies on rotorcrafts (aerodynamics, structural analysis, flight dynamics, and noise analysis 

etc.) comparable to US and Europe during last couple of decades of developing helicopters and 

various configurations of rotorcrafts. In this paper, the pros and cons of conceptual design 

/comprehensive tools currently used in US and Europe have been summarized. Furthermore,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to develope our own design and analysis tools have been studied. 

   록

저자는 이전 두 편의 논문[1,2]을 통하여 미국과 유럽의 헬리콥터/회전익 개발에 대한 현황을 발

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회전익의 개발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헬리콥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상(틸트 로터, 동축반전, 복합형)의 회전익 수직

이착륙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상의 회전익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전통적인 헬

리콥터 개발에 사용되었던 기본개념설계/통합해석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설계/

해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반세기 이상 자체 축적되었던 기술 및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헬리콥

터와 다양한 형상의 회전익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요소기술(공력, 구조해석 

및 동역학, 비행역학, 소음해석 등 분야)들이 개발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들 개발된 요소기

술들의 성숙도는 해외 선진국에 상응하는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세대 회전익 개발에 사용되는 기본개념설계/통합해석 프로그램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요약해 보

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축적된 기술들에 대한 평가와, 이들을 통합하여 우리 

자체의 기본개념설계/통합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조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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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제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회전익 개발의 사업

은, 틸트로터 타입의 Smart UAV를 제외하고, 모든 플

랫폼이 해외와의 공동개발로 이루어진 형상으로, 주로 

주어진 플랫폼을 기준으로 성능 향상, 개조가 이루진 

사업의 형태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회전익의 형상은 Figs. 1, 2에 보듯이 이

전의 기존 헬리콥터 형상과는 다른 고속(군용), 저소음

(민수용)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틸트로터/복합

형 또는 멀티콥터 형상의 비행체로 개발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미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여러 종

류의 회전익 형상의 수직 이착륙기를 연구/개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기술적 경험과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초기 기본개념설계 

및 성능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신개념의 회전익 비행체 개발에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기본개념설계를 통한 성능 분석/크기/중

량(최근에는 제품의 비용까지 포함) 등의 예측을 통

한 타당성 조사와, 한 단계 상세 해석단계에서의 비

행체의 비행성능 및 안정성 등의 해석을 위한 통합

해석이 Fig. 3(a), (b)에서 보듯이 양산까지의 개발 비

용과 사업의 성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1. The competitive prototypes of next     

 generation rotorcrafts for US Army     

 (FLRRA Bell V-280, FARA Raider X)

FLRRA : Future Long-Range Assault Aircraft
FARA : Future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

Fig. 2. Air-Taxis under developemnt[2]

(a) Impact of the desing phase on lifecycle cost[4] 

  (b) Impact of desing phase on project safety[5]

Fig. 3. Influence of Initial stage design on final product

특히 회전익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의 비행체의 통

합해석을 통한 성능/안정성 예측은 고정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다. 회전익의 경우 일반 고정익 항공기와

는 달리 로터의 특성상(수리온의 경우 주로터직경 

15.8m, 평균 시위 0.55m : AR=12~13) 공력변화에 따

른 구조 변형이 크며 (최대 굽힘 변형이 로터 스팬의 

10-20%[3]), 일반적으로 주 로터의 회전(약 270-300 

rpm)에 의한 높은 원심력 작용, 그리고 이들 현상에 

따른 공력 변화 등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공력, 구

조, 동역학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고려

해야만 한다. 특히 헬리콥터는 자체가 공진 특성을 

지니고 있어 로터 특성에 따른 전기체의 진동 및 안

정성 해석이 중요하다.

차세대 회전익에 요구되는 조건은 앞에서 언급하

였듯이, 우선 군사용의 경우 헬리콥터만이 가지고 있

는 제자리비행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항속도/

거리에 의한 적군에 의한 탐지(소음을 포함) 및 격추

와 기계적 복잡성에 의한 높은 사고율[6,7], 그리고 

민수용의 경우 높은 소음[8,9]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다. 이에 미 육군의 경우 FVL(Future Vertical Lift) 

프로그램의 조건은 순항속도가 250kt(기존 헬리콥터

의 2배)[10]이며 Uber에서 요구하는 air-taxi의 소음 

조건은 60dB[11,12]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

Key Words : Rotorcraft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회전익 기본개념설계), Comprehensive    

  Program for Rotorcraft Analysis(회전익 통합해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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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군사용의 경우 대부분의 

경쟁기종들이 복합형(동축반전, 틸트로터, 추력/양력 

분산)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민수용 air-taxi의 경우 

전기모터를 이용한 멀티콥터의 형상을 채택하고 있

다. 이러한 새로운 형상의 회전익 개발의 초기설계 

단계에서 외국의 경우 그동안 개발해온 전통적 헬리

콥터에 개발에 적용하였던 성능예측 및 통합해석 프

로그램들을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Table 1과 같이 정확한 해석에 한계가 

있어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경우 3세대 통합해석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이다[13]. 

국내의 경우 2000년 초기에 시작된 스마트 무인기

의 개발을 시작으로 수리온, 소형무장/민수 헬기 개

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틸트로터와 전통적 헬리콥터 형

상에 대한 기본개념설계 및 통합해석이 시도되었으

며, 각 분야의 요소기술들(공력, 구조, 진동, 비행역학, 

소음해석 등)을 습득하였다. 또한 어느 정도의 상호 

분야간의 융합해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최근 

국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

고 있는 멀티콥터 형상의 UAM(Urban Air Mobility) 

사업과 고속복합형 무인회전익기(HCUR: High-speed 

Compound Unmanned Rotorcraft) 사업을 통해 다양

한 형상의 회전익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 기본개념설계 및 통합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외

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해외 기술

의존도와 많은 비용지출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설계와 통합해석 프로그램들의 개발 경위와 현

Goal
Engineering 

Tool
Physics- 

based model

Forward flight 
performance

1% 4% 20%

Hover 
performance

0.5% 2%
2%

(except flow 
field)

Airloads w/o 
mean ()

1% 10/35% 6/20%

Airloads w/ 
mean ()

1% 10/35% 15/40%

Blade loads 
(flap/chord/torsi
on)

3% 20/35/25% 20/35/25%

Vibration 10% 100% N/A

Stability 
(fraction critical 
damping)

0.002 0.02 N/A

Noise 3dB 10dB 15dB

Table 1. Current status of rotorcraft comprehensive 

program and goals[13,14]

재의 기술적 단계를 조사하고, 지난 20여 년간 국내

에서 개발되어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전익 해석 

기술에 대해 정리하고 이들 해석 기술들을 통합하여 

외국에 상응하는 기본개념설계/통합해석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Ⅱ. 본  론

회전익의 특성은 고정익에 비해 각 분야들간의 상

호작용이 (공력/구조/비행역학 등) 매우 커서 복합적

인 해석이 없이는 성능 예측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복합적인 회전익 현상을 Fig. 4에 보여주고 있듯이 

“Aeromechanics”[15,16]라고 명칭된다.

특히 Fig. 5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최근 개발되고 

있는 복합형 회전익의 경우 고정익(고속 비행)과 회

전익(수직이착륙)의 장점들을 취합하여 개발되고 있

기 때문에, 기존의 회전익 기본개념설계/통합해석 프

로그램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초기 개발 단계 사용되는 기본개념설계 프로그램

은, 주어진 요구조건 (중량, 크기, 비행성능 등)을 만

족하는 회전익 개발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이고, 통합해석 프로그램은 Fig. 4에 보여주듯이 각 

분야들 사이의 상호 간섭 현상을 복합 해석하여 상

세 성능 특성, 안정성 등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본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복합하여 해석되어야하나 

아직은 독립적 해석되고 있다. 최근 NASA에서 개발

된 NDARC[18]는 통합해석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해

석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Aeromechanics 

Fig. 4. Characteristics interdisciplinary phenomena  

 of rotorcraft

Fig. 5. P lartforms of compound rotorcraft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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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본개념설계 로그램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Program)

회전익의 기본개념설계 프로그램은 요구되는 회전

익의 성능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전익의 중량, 

크기, 요구 성능, 엔진 성능 등을 반복 계산을 통해 

해석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개념설계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Fig. 6과 같이 반

복 계산을 통한 해석 기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개발되는 회전익의 가격 예측과 최적화 

기법이 포함하기도 한다[19]. 기본개념설계에서 사용

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이전에 개발된 회전익의 경험

식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저충실도 기법을 사용

하여 개략적인 성능과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

다.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20]에 나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본개념설계 프로

그램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Table 2에는 미국에서 개

발된 대표적인 회전익 기본개념설계 프로그램들의 

개발 연도, 개발 주체, 그리고 특징들을 간단히 요약

Fig. 6. General concepts of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program 

SSP HESCOMP VASCOMP (II)

year 1975 1972 1974

Developer US Army
Boeing 

Vertol
ASDL

Chracteristics
Only 

helicopter 

Only 

helicopter

Various 

VTOL types

GTPDP NDARC

2000 2009

Georgia Tech NASA

Compound type/noise 

analysis/Optimization/C

ost estimation

Compound type

SSP       : Single-Rotor Sizing and Performace Analysis Program[21]

HESCOMP : Helicopter Sizing and Performance Program[22]

VASCOM   : VTOL Aircraft Sizing and Performance Computer Program[23]

GTPDP    : Georgia Tech Preliminary Design Program[24]

NDARC    : NASA Design and Analysis of Rotorcraft[18]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eliminary 

conceptual desing programs

하였다. Table 2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중 SSP, 

HESCOMP, VASCOMP(II)은 사용되고 있는 경험식

/중량/엔진 데이터들이 오래전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열악함, 노후화와 확장성이 취약

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최신 개발

된 GTPDP와 NDARC는 이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

기는 하였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들은 미

국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해외에서는 사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유럽의 경우 ONERA에서 환경요인(배기

가스 배출)과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복합형 회전익

(RACER) 설계를 위해 최근에 개발한 CREATION[25] 

(Concept of Rotorcraft Enhancement Assessment 

Through Integrated Optimization Network) 프로그

램이 있다.

국내에서는 수리온, LCH/LAH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자체의 기본개념설계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었다[26-32]. 주진 외[26]는 소형헬리콥

터 설계를 위한 해외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으나 제한

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고, 이충연 등[19]은 기본개념

설계에 가격예측 알고리듬을 추가하였으며, 고강명 등

[30]은 기본개념설계 프로그램에 성능 분석/최적화 기

법을 추가하였다. 김승범 등[20]은 계산 시간과 오차

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이용기법을 최신화 하

였다. 김원진 등[31]은 SSP, GTPDP를 기반으로 최신 

헬리콥터에 대한 데이터(기체중량, 엔진등)를 최신화

하였으며, 이에 Digital DATCOM을 병합하여 외부 

무장 장착 시 성능 분석, 주어진 성능을 만족하는 형

상 최적화 기법을 추가하였다[32]. 최근에는, 현재 진

행되고 있는 HCUR 사업을 통하여 기존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상의 복합형(동축반전, 덕트팬, 팁제트 로터, 

Side-by-Side, tandem 등) 회전익을 해석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또한 전기모터, 하이브리드 엔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RISPECT+ (Rotorcraft Initial sizing 

and Performance Estimation Code and Toolkit +)로 

성능을 개량하였다. 향상된 기본개념설계 프로그램은 

해외의 프로그램들에 못지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2 통합해석 로그램

 (Comprehensive Analysis Program)

통합해석 프로그램은 분야 간의 복합 현상 해석

을 통하여 비행조건에 따른 회전익의 트림, 블레이

드의 운동, 진동 및 소음, 안정성, 비행동역학 및 전

기체 성능까지 해석하는 프로그램이다. Fig. 7에는 

국내에서도 회전익 통합해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FLIGHTLAB의 프로그램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림에서 보듯이 각 세부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사항들과 기술적 분야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통합해석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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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ucture of FLIG H TLAB[33]

Figure 8에 해외의 통합해석 개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34]. 그림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헬리콥터 제조업

체와 NASA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1981년 미국

의 육군 연구소(US Army Research Office) 지원으로 

시작된 Center for Rotorcraft Education and Research 

(CRER) 프로그램[35]으로 학계에서 이론적 배경의 체

계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전의 프로그램을 1세대, 그 

이후를 2세대 프로그램으로 명칭하고 있다. 1세대 프

로그램은 1980년도 이전까지 헬리콥터 제조사들이 

개발하였으며, 기본적인 로터 해석(공력+구조)을 위

해 간단한 선형이론과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낙후성, 프로그램 구조의 취약성, 사용

자를 위한 매뉴얼 및 자료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아 성능 향상과 보수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980년도 미 육군에서(원래 목적은 UH-60 성능 향상) 

회전익의 성능, 하중, 진동, 공탄성 안전성, handling 

quality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2GCHAS (2nd 

Generation Comprehensive Helicopter Analysis System) 

개발을 시작으로 이후 2세대 프로그램으로 진화하면

Fig. 8.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rogram 

for rotorcraft[34]

Developer Characteristics

RDYNE[35] Sikorsky
⦁Fuselage analysis
⦁Optimization

COPTER[36] Bell
⦁various rotor hub       
 types

TECH-01/02
[33]

Boeing
⦁New model for advanced  
  rotor (TECH-02)

HOST[37]
Airbus 
Helicopter

⦁Simulator

CAMRAD II
[38]

Johnson
Aeronautics

⦁multi-rotor/ compound

FLIGHTLAB
[32]

ART ⦁Simulator

UMARC[39]
Maryland
Univ.

⦁including tilt-rotor

RCAS[]40]
US 
Army/ART

⦁Improve 2GCHAS

DYMORE[41]
Georgia 
Tech.

⦁FEM 
⦁Multi- body dynamics   
  modelling

RDYNE   : Rotorcraft System Dynamics analysis

COPTER  : Comprehensive Program for Theoretical Eval- uation of Rotorcraft

HOST     : Helicopter Overall Simulation Tool

CAMRAD  : Comprehensive Analytical Model of Rotorcraft Aerodynamics   

           and Dynamics

UMARC   : University of Maryland Advanced Rotorcraft Code

RCAS     : Rotorcraft Comprehensive Analysis System

ART      : Advanced Rotorcraft Technology

Table 3. Characteristics of 2nd generation      

comprehensive programs

서, 산학연 협동으로 전기체 해석이 가능하도록 향상

되었으며, 세부 분야별로 비선형 이론과 multi-body 

모델링, 공력 모델의 보완과 프로그램이 유연성을 가

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architecture)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Table 3에는 이들 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2세대 

프로그램들의 개발 주체와 특징을 요약하였다[34,43]. 

이들 외에도 러시아의 Kamov에서 개발한 ULISS-6 

[44], 중국 난징대학의 ARMDAS(Advanced Rotorcraft 

Multidisciplinary Design and Analysis)[45], 터키의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의 Helidyn+[46] 등

이 있다. 대부분의 통합해석 프로그램이 안정성이나 

성능 해석 위주이나, 위의 표에서 언급된 FLIGHT- 

LAB과 HOST는 비행역학 위주로 개발되어 simulato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Fig. 9에는 HOST를 

이용한 Panther 헬리콥터의 루프 비행경로 해석의 예

를 보여주고 있다[38].

또한 Georgia Tech에서 개발된 DYMORE는 Fig. 

10에서 보듯이 회전익의 각 구성품에 대한 multi- 

body 모델링과 이들의 유한요소 해석을 할 수 있도

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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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 The loop flight path of P anther helicopter  

 using H O ST

Fig. 10. M odeling of rotorcraft components using  

 DY M O RE [42]

2.3 3세  통합해석 로그램의 조건

참고문헌 [13]에서 저자는 차세대 통합해석 프로그

램을 4세대라고 칭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1, 2 세대

를 이어 3세대라고 명칭하고자 한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1, 2세대의 통합 해석 프로그램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1세대 프로그램

기본적인 유동/구조 상호작용

기본적인 성능해석 및 handling quality

대부분 단일 로터 경우 해석

단순화된 로터 모델링

(2) 2세대 프로그램

FEM과 비선형 구조해석

다양한 공력 해석 모델, 비행역학 및 안정성 이론

의 보완

임의 형상의 설계를 위한 Multi-body 역학 모델링

다양한 형상의 로터 타입

진동과 high harmonic 제어

일부 복합형 회전익 해석 가능

일부 저충실도 소음 해석 가능

최적화 기법의 적용

구조동역학 반응과 트림, 경로(trajectory) 해석 가능

1, 2세대 프로그램의 여전한 문제점은 기본개념설

계 프로그램과 통합해석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CAMRAD II와 NDARC

를 연동하여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거의 단독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어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제한점이 있다. 2세대 프로그램

에서 많은 보완을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지만, 

Table 1에서 보듯이 여전히 해석 정확도에 많은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통합해석 프로그램에서 가

장 많은 계산시간이 요구되는 공력해석의 경우 CFD 

기법과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3세대 통합해석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3].

기본개념설계 프로그램과 통합해석 프로그램의 

연동 

전기체 형상에 대한 해석

전 비행영역에서의 해석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GUI, 형상 형성을 위한 

CAD 시스템(geometry engine)과의 연동과 

인터페이스 (공력/구조해석을 위한 격자)

사용자 요구에 따라 고충실도/저충실도 해석, 

부분적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계층적 구조 

(modulable & scaleable)

HPC (High-Performance Computing)의 적용 

(특히 공력 해석/CSD)

소음 해석

Flight simulation을 위한 실시간 해석

최적화 기법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구조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보완 및 보수

VR 기능

이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히 제조사의 경우, 각 업체가 요구하는 

특성에 맞도록 특화된 경우(simulator, multi-body 

dynamics)를 보여주고 있으나, 항공사업 자체의 보

수성과 제조사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엄청

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로, 일부 연구소(NASA, DLR, 

ONERA 등)와 학계[47-51]를 제외하고는, 회전익 제

조사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4 국내의 기본개념설계/ 통합해석 로그램의 

개발 황  개발 가능성

국내에서 회전익의 통합해석에 관한 본격적인 시도

는 2000년 초반에 시작된 스마트무인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수리온, LCH/LAH 사업으로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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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콥터에 대한 국내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산학연 

연구자들에 의해 기본개념설계와 통합해석이 시도되

었다[52,53]. 하지만 이들 많은 연구는 기존의 해외 프

로그램(대부분 CAMRAD II, FLIGHTLAB, NDARC)

을 사용하여 해석된 경우[54-60]이어서 자체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적어서 국내에서 자

체의 통합해석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되기도 했다

[61]. 그러나 이들 사업의 지원으로 헬리콥터의 경우 

주요 요소기술 (공력, 구조동역학, 비행역학, 소음해석 

등)들과 공력/구조 연동 통합해석에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62-71]. 이들 기본 요소 분야에서의 해석 결과

는 해외의 기술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PAV, HCUR 사업이 진행

되면서 다양한 회전익 형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72-74]. 이들 중 기본개념 설계 프로그램의 경우,  

RISPECT+는 지속적인 성능 향상으로 다양한 형상의 

헬리콥터(동축반전, tandem, side-by-side)와 복합형 

회전익 (tip-jet driven, duct-fan)에 적용 가능하며, 그 

결과 역시 국제적인 수준을 보여준다. 수리온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통합해석 프로그램[43]의 경우 형상 적

용은 헬리콥터 형상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의 구조

(architecture) 및 동체/유동-구조 연동 해석의 정도는 

CAMRAD II에 상응하는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난 20여 년간 국내에서 

개발된 회전익의 요소기술 수준은 외국의 경우에 비

교될만한 수준이며, 이미 진행된 공력/구조동역학, 공

력/비행역학 융합해석 수준 역시 상당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 국내의 지리적인 특성상 앞으로도 군/민수

용 수직이착륙 회전익의 개발은 지속될 것이며, 앞에

서 언급하였듯이 사업의 예산 절감 및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해석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현재의 국

내의 요소기술들을 통합하면, 외국에서 개발하려고 하

는 3세대 프로그램 정도는 아니어도, Fig. 11과 같은 

2.5세대의 통합해석 프로그램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Fig. 11. Concepts of proposed conceptual/  

comprehensive program

Ⅲ. 결  론

본 논문에서 저자는 나름대로 국내외에서 개발되

어온 회전익의 기본개념 설계와 통합해석 프로그램

에 대해 정리를 해봤다. 저자가 이전 두 편의 논문을 

통하여 국내외의 헬리콥터/회전익 개발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상의 회전익이 

개발되는 과정이 단순히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경험 

및 데이터베이스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

대로 체계적인 학술적/기술적인 기법들이 개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아직도 충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헬리콥터 및 틸트로터/

복합형 등의 다양한 회전익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그들 사업을 통하여 많은 기본개념설계 및 통합해석

이 이루어져 왔으나, 사용된 기법들이 해외에서 개발

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해외 기술의

존도와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왔다. 국내의 헬리콥터 

보유수는, 특히 군용의 경우,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75]. 미래에도 국내의 지형적인 특성상 군/민수

용 수직이착륙 회전익의 개발은 필수적일 것이다. 또

한 개발사업의 시간 및 비용을 줄고, 해외와의 공동

개발에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독자적인 통합해석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난 회전익 사업에 참여하

면서, 많은 산학연 연구자들이 회전익 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융합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들 기술들 중의 몇몇은 해외 기술에 못

지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국내에

서도 해외 프로그램에 견줄 수 있는 통합해석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가능성을 조

사해 봤다. 

후  기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

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에 참고되지 않은 많은 연구 및 자료들이 

있을 것을 알면서, 참고되지 않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신 육군항공학교의 지형민 소령님에게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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