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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consider the ground effects on unsteady loading and acoustic 

generation. Partially inclined plate is used to maximize the unsteadiness of the rotor. Indirect 

method to recognize the unsteady effect is used by measuring the noise in the normal direction from 

the rotor plane. The experiment is conducted with a square plate of about 9m2 and one half of the 

plate is placed parallel with the rotor plane and the other half is inclined. The height of the plate 

and the angle of the inclined plate can be changed. Helicopter noise is also measured at the 4 

different positions to study the directivity of the rotor noise. The distance between microphone and 

rotor hub is 1.3m. Tonal noise and broad band noise are measured and analyzed. Thickness noise, steady 

loading noise and unsteady loading noise are investigated from the rotor noise measurement.  

 

1. 서 론 

헬리콥터의 로터 면 아래에 지면이 있으면 로터의 

후류가 지면 근처로 갈수록 빠르게 확산한다. 이것

으로 인해 로터 면에서의 휴류 속도 및 유도 속도가 

바뀌게 되어 추력과 토크가 바뀐다. 최근에는 헬리

콥터가 비행 중 빌딩 옥상이나 항공모함 등 임의의 

형태의 지면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는 무한 평판 

형태의 지면과 다른 공력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렇

게 로터 후류에 물체가 있는 경우 블레이드 표면의 

공력이 변하고 또한 후류의 비정상적인 거동에 의해 

물체의 진동이 심해져서 구조적인 파손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로터의 비정상 하중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후류의 거동을 알아야 하며, 이는 수치해석

을 통해 유동을 관찰하거나 실험적 방법(유동가시화, 

Hot-wire, PIV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나 후류의 

비정상적인 거동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로터 실험장치 아래에 국부적으로 

기울어지는 지면장치를 설치하여 로터 블레이드에 

비정상 하중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자리 비행하는 

로터의 소음 방사 특성을 이용하여 로터의 비정상 

하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로터 실험장치의 구성은 로터 지지대, 로드셀, 무

선 모형 헬리콥터 동체, 마이크로폰, 지면 장치로 구

성되어 있다. 로터 지지대는 지면효과를 없애기 위

해 로터면이 지면으로부터 2.4m 떨어져 있도록 설

치하였으며 그 위에 추력을 측정할 수 있는 2 개의 

로드셀이 있다. 로터 동체는 무선 모형 헬리콥터를 

사용하고 로터 허브에서 스테빌라이져를 제거하였다. 

허브 시스템에는 플래핑 힌지가 없으며 리드-래그와 

페더링 모션만 있다. 로터 블레이드의 제원은 표 1

과 같으며 성우엔지니어링에서 주문 제작하였다. 로

터의 회전수는 1080RPM 으로 블레이드 끝단 마하

수는 0.233 이다. 

 

표 1 로터 블레이드 제원 
Airfoil NACA0015 

Chord(mm) 60 

Diameter(mm) 1400 

Root Cut 0.1429R 

Twist angle(deg) 0 

Taper NA 

Solidity 0.0468 

 

지면 장치는 그림 1 과 같이 로터 아래에 설치되

어 있다. 평판의 전체 크기는 3m X 3m 이고 이중 

절반은 로터면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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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각도로 지면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지면의 기울기는 -90 도일 때 평판이 직각이 되고 0

도일 때는 평판 전체가 로터 면과 평행하게 된다. 

소음 측정은 그림 2 와 같이 로터의 중심에서 

1.3m 떨어진 지점에 30 도 간격으로 4 개의 마이크

로폰을 설치하여 로터 소음의 방향성을 측정하였다. 

1/2 인치 free field type 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였

으며 40000 개의 샘플링, 30 번의 평균, 1Hz 해상도

로 측정하였다. 

위의 모든 실험장치는 National Instruments 사의 

PXI 와 LabVIEW 를 이용하여 제어 및 측정을 한다. 

 
그림 1 지면 장치 

 
그림 2 소음 측정 장치 

 

3. 실험 결과 

3.1 로터의 추력 측정 
 
지면효과가 없는 조건에서 제자리 비행하는 로터

의 추력 측정 결과는 그림 3 에 나타나 있다. 로터의 

회전수가 1080RPM 이고, 피치각은 0 도에서 10 도

까지 2.5 도 간격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래프는 

피치각의 변화에 따른 추력계수를 그린 것으로 총 3

번의 반복실험을 한 결과 각 실험간 최대 오차는 

1.7%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 는 로터 아래에 지면 장치를 설치하고 추

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지면 장치는 로터 면

으로부터 0.35m 떨어져 있고 국부적으로 기울어지

는 지면의 각도는 -90 도에서 0 도 사이에서 측정을 

하였다. 각각의 피치각에 대해 지면의 기울기에 따

른 추력계수를 살펴보면 지면의 각도가 0 도로 갈수

록 추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면이 

로터 면에 가까울수록 로터의 후류가 로터 면에 가

까이 있게 되고 후류로 인해 블레이드의 유도 속도

가 감소 되어 추력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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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자리 비행하는 로터의 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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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면이 있을 때 로터의 추력 

 

3.2 제자리 비행하는 로터의 소음 측정 
 

로터 실험장치는 KAIST 풍동 건물 안에 설치되

어 있으며 무향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

전한 자유음장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소

음 실험의 결과는 로터의 여러 소음원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정성적으로 관찰 하였다.  

헬리콥터 소음의 주파수에 따른 소음원은 그림 

5[1]에 나타나 있다. 10~100Hz 의 저주파수 영역은 

주 로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고 

60~130Hz 영역은 테일 로터에 의한 소음, 이 그림

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000Hz 이하에서 유입류

의 난류 영향으로 광역소음이 발생하고 1000Hz 이

상에서는 블레이드의 난류 경계층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 주된 소음원이다. 본 실험 장치는 테일 로터

가 없으므로 테일 로터에 의한 소음은 발생하지 않

는다. 

그림 6 은 로터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원의 

주파수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BPF(Blade Passage 

Frequency) 소음이 잘 나타난다. 실선은 로터 소음

을 나타내고 점선은 블레이드가 없을 때 로터를 구

동시켜서 측정한 배경 소음이다. 따라서 배경소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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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터 동체의 모터나 기어소음 그리고 측정 장비

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BPF 란 

RPS(revolution per second)*(블레이드수)*n, 여기

서 n=1,2,3,4....., 의 주파수 하모닉 형태로 나타나는 

소음으로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한 주기적인 소음이

다. 이 BPF 소음에는 블레이드 두께에 의한 소음, 

정상하중소음, 비정상하중소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소음원들의 크기에 따라서 BPF 의 크기가 달라

진다. 본 실험 장치의 회전속도는 18rps 이고 블레

이드는 2 개 이므로 36 의 배수로 BPF 가 발생하고 

그림 6 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5 주파수에 따른 로터의 소음원 

 
그림 6 저주파수 BPF 소음 

 

제자리 비행하는 로터의 소음원은 방향성을 가지

는데 먼저 블레이드 두께와 항력 소음은 로터과 평

행한 방향(그림 7)으로 전파하고 비정상 하중 소음

은 로터 면의 수직 방향으로 전파한다. 그리고 정상

하는 소음은 로터 면의 대각선 방향으로 전파(그림 

8)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7 의 그래프는 피치각이 0 도일 때 방향에 

따른 소음의 크기이다. 이때 소음의 크기는 1st BPF 

소음의 크기를 그렸다. 피치각이 0 도이기 때문에 추

력이 없고 오직 두께/항력 소음과 비정상성 소음이 

발생한다. 그래프의 둥근 기호는 실험값을 네모 기

호는 수치해석 값은 나타낸다.  수치해석 값은 패널 

및 자유후류법을 이용해서 로터의 공력을 구하고 음

향상사법을 이용하여 소음을 구하였다. 실험값과 수

치해석 값은 측정지점 0 도와 30 도에서는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측정지점 90 도에서는 많이 다른

데 그 이유는 수치해석에서는 로터의 비정상성이 계

산되지 않아서 측정지점 90 도의 소음 계산 값은 

0dB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소음의 방향성, 피치각 : 0deg 

 

그림 8 은 피치각에 따른 소음의 변화를 그린 그

래프이다. 피치각이 증가하면 추력이 증가하고 따라

서 로터 면의 대각선 방향의 소음이 증가한다. 아래 

그래프에서 피치각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지점 30 도

와 60 도의 소음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측

정지점 0 도, 즉 블레이드 두께/항력에 의한 소음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정상 하중 소음의 방향성 

 

3.3 국부적으로 기울어진 지면에 대한 소음 측정 
 

로터의 후류는 국부적으로 기울어진 지면에 의해 

지면의 높이와 지면의 기울기에 따라 흐름이 변화한

다. 유동의 흐름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유동 가시화, Hot wire, PIV 등의 실험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후류의 비정상성을 관찰하기 어렵다. 본 

실험에서는 소음의 방향성을 이용하여 후류의 비정

상성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3.2 에서 

로터 면의 수직 방향으로 로터의 비정상 하중에 의

해 발생하는 소음이 전파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측

정지점 90 도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결과를 정성적으

로 비교해 보았다. 

그림 9 는 지면과 로터 면이 0.35m 떨어져 있고 

지면의 기울기가 0 도(평평한 평판)일 때와 -90 도

(반쪽 평판)일 때 소음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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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기울기가 0 도일 때는 1st BPF 의 크기가 2nd 

BPF 크기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면의 

기울기가 -90 도 일 때는 2nd BPF 의 크기가 1st 

BPF 의 크기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로터 

아래에 있는 반쪽 평판 때문에 2nd BPF 주파수에서 

비정상 하중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판이 반쪽만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회전을 할 

때 한 바퀴당 두 번의 큰 공력 변화가 주기적으로 

생긴다. 따라서 두 블레이드의 공력이 불균형을 이

루기 때문에 rps 주파수(18Hz)에서 소음이 크게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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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면의 기울기가 -90 도 일 때의 소음 

 

그림 10 은 지면의 기울기에 따른 1st BPF 소음의 

크기를 그린 그래프이다. 로터 면과 지면과의 거리

는 0.35m 이고 피치각은 10 도, 그리고 소음 측정지

점은 90 도이다. 로터의 추력은 로터 면과 지면이 가

까울수록 커지나 소음의 크기는 지면의 기울기가 -

20 도 일 때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로

터 후류의 거동이 여러 지면의 각도에 따라서 바뀌

는데 그 유동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면

의 기울기가 -20 도에서 후류의 비정상성이 가장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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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면의 기울기에 따른 소음 변화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자리 비행 시 발생하는 로터의 
소음을 정성적으로 그 특성을 관찰해 보았다. 저주

파수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두께/항력 소음, 정상 하

중소음 그리고 비정상 하중소음이 소음원으로 작용

하는데 피치각에 따라서 이들 소음원의 방향성을 확

인하였다. 
국부적으로 기울어지는 9m2 크기의 평판을 제

작하여 로터 후류에 임의로 비정상적 유동흐름을 
만들고 그 특성을 관찰해 보았다. 국부적으로 기

울어지는 지면효과에 대한 추력변화를 살펴보면 
지면이 로터 면에 가까울수록 추력이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추력 이외에 후류의 비정상성

은 로터 면의 수직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크기를 관찰해 보았다. 로터 면과 지

면 사이의 거리가 0.35m 일 때 평판의 기울기를 
변화 시키면서 실험한 결과 평판의 기울기가 -20
도일 때 후류의 비정상성이 가장 큰 것으로 측정

되었고 이런 후류의 비정상성의 크기는 추력과 관

계 없이 로터 아래의 물체에 의한 로터 후류의 거

동이 변함에 따라 그 크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  기 

동 연구는 산업자원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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