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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각에 따른 동축반전 프로펠러의 성능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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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FD 해석을 통해 1.8m 급 동축반전 프로펠러의 추력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인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일한 회전수에서 사이 간격이 프로펠러 직경의 20~30%일 때 추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 간격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주요 요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능을 최대로 내기 위해서는 상, 하 프로펠러의 피치각을 서로 다르게 조절하
여 프로펠러의 적합한 피치각을 선정하여야한다.

Key Words : Coaxial propeller(동축반전 프로펠러), Hovering performance(제자리 비행성능), CFD(전
산유동해석), Figure of Merit(성능지수)

1. 서

론

프로펠러의 형상은 Fig. 1와 같으며 허브로부터 NACA
4421, 4415, 4412, 4408로 구성되며, Ideal 22.2˚로
비틀어져 있다. 계산 영역은 8D*8D*20D (D는 프로펠러

동축반전 프로펠러는 드론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직경)로

선정하였으며[1],

유동

입구는

Velocity

으나, 동축반전 로터에 비해 성능에 관한 연구는 많지

Inlet 조건, 그 외의 영역은 Pressure Outlet으로 선

않다. 동축반전 프로펠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

정하였다.

요 요인은 프로펠러의 회전수, 피치각 그리고 프로펠
러의 사이 간격 등이다.
본 연구에서 STAR-CCM을 사용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동축반전 프로펠러를 적용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또한 프로펠러의 피치각을 조절하여 비행
제어를 하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성능 변화 및 프로펠
러 사이 간격에 따른 성능 변화에 대해 CFD 해석을 수
행하였다.
Fig. 1. 프로펠러 형상

2. 해석모델 및 수치적용
격자는 Fig. 2 와 같이 Mesh를 생성하였다. 프로펠러
벽면에는 격자를 조밀하게 생성하였으며, y+값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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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영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5미만이다. 압축성 유동에
서 난류 모델로는    SST Model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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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F(Moving Reference Frame) 기법을 적용하여 상, 하
프로펠러의 회전수는 500 RPM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 (좌) Polyhedral volume mesh,

(우)

Prism mesh

Fig. 4 피치각에 따른 추력변화

3. 결과 및 고찰
0.25 ~ 1D(0.25배 증가) 사이 간격에 따른 4개의
Case를 해석하였다.[2] 사이 간격에 따른 추력 변화
는 Fig.3과 같으며, 각각의 추력에 최대추력을 나누어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FD해석을 통해 동축반전 가변 프로펠
러의 사이 간격 및 피치각에 따른 성능변화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획득하였다.

무차원화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0.25D 지점에서 추력

사이 간격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

이 가장 높게 나오며, 그 이상부터는 추력은 감소하였

며, 프로펠러의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상, 하 프

다. 1D 지점에서는 0.25D 비해 추력이 2.5% 감소하

로펠러의 적합한 피치각를 선정하여야 함을 예측할 수

였으며, 사이 간격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 하 프로펠러의 RPM을 고

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
추력 성능이 가장 높은 0.25D 사이 간격을 고정하여

려하여 동축반전 프로펠러의 성능 최적화 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다.

피치각이 0 ~ 10˚조건에서 추력변화는 Fig. 4와 같다.

5. 후

상,하 프로펠러의 피치각이 동일한 조건인 Coaxial 1

기

과 상부 프로펠러 대비 하부 프로펠러의 피치각 1˚ 증
가한 조건인 Coaxial 2를 비교하였다. 피치각 8˚ 까지
는 추력이 약 8.5%

일정하게 증가하나, 8˚ 이후부터

는 하단 프로펠러에서 유동 박리에 의한 추력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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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사이 간격에 따른 추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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