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추진공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198~200 2017 KSPE Spring Conference

- 198 -

1. 서    론

가스터빈엔진의 시동을 위해서는 점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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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uxiliary Power Unit (APU) is a small gas turbine engine that is mounted on an aircraft and

serves to supply energy for ground and air starting of the main engine. APU also supplies emergency

and auxiliary power for the aircraft. APU for aircraft is simple and compact in structure, but because

it is mounted on manned aircraft, high reliability is required, so it must be proved its reliability

through qualification procedure.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Hanwha Techwin

successfully completed the design / analysis, fabrication, assembly, development test and certification

test of APU for helicopter based on accumulated domestic R & D capability and experience from 2007

to 2012.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process of auxiliary power unit for helicopter

is summarized.

초       록

보조동력장치(Auxiliary Power Unit: APU)는 항공기에 장착되어 주엔진의 지상 및 공중 시동을 위

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항공기의 비상 및 보조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소형 가스터빈엔진이다.

항공기용 APU는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지만 유인 항공기에 장착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

되므로 인증 절차를 통하여 그 신뢰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한화 테크윈과 함께 축적된 국내 연구개발 역량 및 경험을 바탕으로 헬리콥터용 APU의 설계/

해석, 제작 및 조립, 개발시험 및 인증시험을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헬리콥

터용 보조동력장치의 개발 및 인증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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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 및 연료 조건을 위한 일정 회전수까지 

외부 동력으로 엔진을 회전 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스터빈엔진의 시동동력을 공급해 주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며 주로 소형 가스터

빈엔진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조동력장치

(Auxiliary Power Unit : APU)를 사용한다. 항공

기용 APU는 주 엔진 시동용 공기 뿐 아니라 객

실의 환경조절용 공기를 공급하며 항공기 지상

점검 및 비상용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항공기용 APU는 항공기 추진용 가스터빈엔진에 

비해 구성이 간단하고 소형이나 가스터빈엔진의 

주요 구성품인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이루어

지며 유인 항공기에 장착되기 때문에 성능뿐만 

아니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2. 헬리콥터용 APU 개발 과정

민군 겸용 다목적 헬기로 국내에서 개발된 헬

기인 수리온은 주 엔진 시동 및 지상점검/비상

용 전원 공급을 위한 APU를 장착하고 있다.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화테크윈과 함께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축적된 국내 개발역량과 경험

을 바탕으로 헬리콥터용 APU를 성공적으로 개

발하였다.

개발 APU는 항공용 APU에 적합하도록 소형,

경량으로 설계되었으며 APU 가스터빈엔진 코어

는 흡입구, 1단 원심형 압축기, 환형 역류형 연

소기, 1단 구심형 터빈, 배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Fig. 1 헬리콥터용 보조동력장치

APU의 개발은 크게 기본설계, 상세설계, 제작 

및 시험평가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기본설계 단

계에서는 요구도 분석, 기본설계/해석 및 압축

기, 터빈, 연소기 등 주요 구성부품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상세설

계 및 개발시제를 제작하여 조립체 단위의 각종 

개발시험을 수행하여 최종형상을 확정하였다. 이

후 인증시험용 시제를 제작하여 규정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인증시험을 수행하였다.

APU 단위의 인증시험이 완료된 이후 헬리콥

터에 장착하여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치게 된

다. 이 단계에서 APU와 기체 사이의 기계적, 전

기적 인터페이스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각종 

환경시험 및 비행시험을 통하여 APU의 요구조

건을 입증하였다.

3. 헬리콥터용 APU 인증 과정

항공기용 APU는 인증시험을 통하여 기능, 성

능 및 항공기용 구성품으로서의 신뢰성을 입증

하여야 한다. 민군 겸용 다목적 헬기 APU의 인

증시험은 군사규격 및 항공기 체계로부터 요구

된 각종 항목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개발 

APU의 인증시험 항목은 미국 군사규격인 

MIL-P-8686/ADS-17C[1,2]를 기본으로 체계 요구

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APU 인증시험의 대상은 크게 로터구성부품,

제어기, 가스터빈엔진이다. 로터구성품 인증시험 

항목은 과속도 로터시험과 디스크 파열시험이며,

제어기는 대부분 군사규격인 MIL-STD-810F[3]를 

기준으로 19개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

다[4]. 가스터빈엔진의 인증시험은 요구 성능 입

증을 위한 기능/성능시험과 신뢰성 입증을 위한 

내구성 시험으로 구성되며 MIL-P-8686/ADS-17C

와 항공기 체계 요구항목을 반영하여 시험규격

을 결정하였으며 고도성능시험 포함 총 16개 항

목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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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U 고도성능시험

4. 맺음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화테크윈과 함께 헬

리콥터에 장착되는 항공기용 보조동력장치를 국

내 독자기술로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군사규

격과 항공기 체계 요구도를 바탕으로 한 입증시

험을 완료하였다. 본 개발을 통하여 그동안 축적

된 국내의 연구개발 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도 분석부터 설계/해석/제작/시험평가 및 

인증의 일련의 개발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

로써 항공기용 보조동력장치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은 향후 항공기용 보조동력장치의 민수인증 

및 고정익 항공기용 보조동력장치 개발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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