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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트로터 비행체 개발추세와 고속 VTOL기 개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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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스마트무인기개발사업단 체계개발팀

초 록

2002년 프론티어사업의 일환으로서, 10년간 1200억의 예산으로 미래형 신개념비행체 기술개발사업을 시

작한 스마트무인기사업은, 2002~2003년 수행한 개념연구를 통해 미래형 신개념 고속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념으로서 틸트로터 개념을 선정하고 이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사업단에서는 우선, 항공 선진국에서 지

난 반세기 동안 시행한 다양한 비행체 개념연구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비교 분석 및 국제공동 연구를 근간으

로하여, 당시 틸트로터에 필적하는 가능성을 보였던 스탑트로터(보잉사), 복합자이로콥터(카터콥터사) 개념

이 아닌, 틸트로터 비행체의 기술개발을 결정하게 되었다. 각각의 비행체 개념이 갖는 위험성과 도전성, 그리

고 소요기술, 설계특성, 개발 위험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사업단의 체계적 의사결정은 주효했

다. 스탑트로터개념은 비행시험의 잇단 실패와 지연/잠정 중단사태가 이어졌고, 복합자이로콥터 또한 잇단 

비행사고로 2002년 기록한 148kts를 능가하는 고속성능 시현에 지금까지 실패함으로써, 실용화 가능한 고

속수직이착륙기로서의 검증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기술적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틸

트로터 개념의 경우 V-22의 설계 수정형에 대한 성공적인 비행시험완료 및 인증획득으로 전면양산승인이 

2005년 결정되어 458대가 (미해병대(360), 해군(48), 공군(50)) 납품될 예정이고, 2010년 인증획득을 목표

로 민수용으로 개발중인 BA609의 순조로운 비행시험진행, 무인기로 개발된 Eagle Eye 기술시현기의 비행

시험성공과  2003년 미 해양경찰청으로부터 Deep Water 프로그램의 장거리 순찰임무 주력기종 선정과 같

이 군용, 상용, 무인용 고속 수직이착륙 시장의 전 방위적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의 반

응은 2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유럽의 ERICA 프로그램과 같이 틸트로터 기술 개발을 서두르자고 

주장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시콜스키의 X2 프로그램과 같이 틸트로터와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고속 수

직이착륙 비행체 개념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지난해까지 일구어낸 성공적인 스마트무인기 상세설계 종료 및 

축소형 비행체 전환비행성공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틸트로터 개발사를 통해, 신개념 

비행체 개발의 어려움과 교훈을 알아보고, 세계에서 2번째로 틸트로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무인기 

사업의 현황과 기술적 특징 및 의의의 정리, 그리고 틸트로터의 대안으로 진행중인 새로운 고속 VTOL 비행체 

연구현황에 대한 소개 와 간단한 기술적 평가를 포함시켰다.

주제어 : 스마트무인기, 항공우주산업, 틸트로터, 수직이착륙 항공기, 고속 비행체, 신개념비행체, V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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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틸트로터 비행체 개발과정 

전통적 헬리콥터가 중앙의 커다란 로터의 회전에 

의해 이착륙과 전진비행을 한다면, 틸트로터는 이 로

터를 2개로 분리하여 좌우 날개 끝에 두어 이를 이용

하여 수직이륙을 한 다음, 로터를 수평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프로펠러 고정익 비행기처럼 고속비행을 하

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수직

이착륙항공기이다. 이 개념은 1950년대부터 연구되

어 반세기 이상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비행체

로서 최초의 실용화 개발은 1980년대 미국 해군, 해

병대, 공군을 주축으로 개발이 시작된 V-22가 있다. 

2000년 전면양산개시를 위한 운용평가시험 종료시점

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험항목 추가 및 재평가가 요구

되어 전면양산승인이 2005년으로 지연되었으나 최근

에는 V-22만이 아니라, 상용기인 BA609와 무인기로 

개발된 Eagle Eye 의 시장진입이 현실화 되고 있다.

틸트로터는 그 개발기간과 투입된 예산, 전방위 다

양한 기종의 시장진입 가시화가 보여주듯이 기존의 

헬리콥터와는 고속성능 및 다양한 임무 수행능력에 

있어서 차별화되었으며 그 실용화 가능성이 입증된 

비행체이다. 그러나 이 기술을 미국의 벨만이 독점한 

상태로서 기존 헬리콥터산업체의 견제와 불리한 소문

들과 싸우는 문제가 아주 민감하게 대두되었다. 따라

서, 이 장은 틸트로터 개발추세에 대한 국내 항공업계

의 바른 이해를 전파할 목적으로 각 개발기종의 개발

배경과 기술적 특성 (틸트로터 비행체로서의 특성) 및 

교훈에 대해 정리하였다.

1.1. 최초의 틸트로터 항공기 XV-3 

자료 : 자료출처[2],  1959년도

그림 1. XV-3(1951 ~ 1962) 비행시험 장면(최 의 완 천이비행)

XV-3는 로터시스템의 구현의 기술적 특성에 있어

서 현대의 틸트로터 개념보다는 전통적인 헬리콥터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중앙의 로터를 단순히 

2개로 분리한 개념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심

각한 공탄성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XV-3는 

헬리콥터기술로부터 출발하여 틸트로터 개념의 비행

체에 필요한 기술요소와 고속비행을 위해 중요한 설

계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1.1.1. 프로그램 개발경과

1950년 미 공군/육군에서 신기술 창출 및 고속 수직이착륙 

           소요 근거로 개발과제 공모

1951년 BELL사 선정 

1952년 1954년 두 대의 시제기 개발 

1955년 초도 비행시험 시작 

1956년 제자리 비행시험 성공 

1956년 천이비행 시 공탄성문제 발생으로 추락 

1958년 설계 보완된 2차 시제기로 비행시험 재개

1959년 기어변속 및 최초의 완전천이비행 성공

1962년 비행시험 종료 (이후 1966년까지 BELL사와 

           NASA 에 의해 다양한 풍동/지상시험 수행)

1966년 NASA 풍동시험 중 피로 파괴로 파손 

현재 Alabama Fort Rucker 미육군 항공우주박물관 전시 

1.1.2. 기술적 특성 및 제원

동력으로는 Pratt & Whitney 사의 R-985- AN-1 피

스톤 엔진(최대순항마력 400HP, 최대이륙마력 450HP)

을 적용하고 동체 중앙에 장착하였으며 최대이륙중량

은 4773lbs 이다. 동체 길이와 날개 스팬은 둘 다 29.5ft 

(9m), 최대속도는 약 시속 135kts(250km/h)로 예측하

였다. 초기설계 단계에서는 직경 25ft(7.6m)의 관절형 

블레이드 3개가 이용되었고 순항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2단 트랜스미션을 사용하여 엔진의 동력을 유지한 

상태로 로터 회전수를 줄일 수 있었다.

1956년 공탄성 문제로 1호기가 추락한 후, 1958년 제

작된 2호기는 공탄성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설계수정이 이루어졌다. 로터블레이드는 Stiff-Inplane  

Rotor로서 설계되고, 로터조종시스템의 강성이 1호기의 

3배 수준으로 보강되었다. 또한 날개강성이 보완되었고 

로터 직경은 25ft에서 23ft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짧은 

로터축이 적용되어 공탄성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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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ust Loading  = 0.094 HP/lbs

- Disc Loading = 5.7 lbs/sq.ft

1.1.3. 개발을 통한 기술적 교훈 

로터가 기체에 미치는 공탄성 및 종방향 안정성 영

향이 비행시험의 진행을 3년간 어렵게 만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수정과 날개/파일론/로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다양한 시험평가로, 공탄성,  

조종안정성 부분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고속

성능영역에서 나타나는 훨플러터 현상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과 고속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와 시험이 주

로 시행되었다. 1962년까지 총270회 125시간 비행, 

11명의 조종사에 의한 110번의 완전 천이가 이루어졌

으며 그중 6명은 첫 비행에서 천이비행을 성공하였다. 

그리고 1966년까지 고속성능 개선을 위한 풍동시험이 

계속되어 delta -three angle 적용과, 파일론/날개의 

강성 보완으로 공탄성적으로 안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 

155kts (365km/h)까지 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비행시험을 통한 최대수평비행속도는 115kts (Dive 

속도 155kts : Collective Pitch Limited) 이었다. [2] 

이러한 다양한 시험데이터의 획득으로 틸트로터의 복

잡한 공탄성 문제에 관한 해석 툴이 1970년대 초에 개

발완성 되었고, 이후 NASA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2]

XV-3의 개발교훈으로, 로터블레이드 설계는 다소간 

중량의 증가가 있더라도 강성블레이드 (Stiff- Inplane 

Rotor)로 설계하여 공력성능관점에서 유리한 3개의 블

레이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개념이 틸트로터 설계방

향으로서 굳혀지게 되었다. 또한 고속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블레이드의 트위스트를 증가시키고, 작은 직경의 

블레이드를 적용하여 Disc Loading 을 키워야 하는 것

을 교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1.4. 개발프로그램  종합 평가 

XV-3은 로터/파일런/날개가 연동된 공탄성 문제

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면효과로 인해 횡방향 불안정

성 문제와 방향안정성에 문제를 겪었다. [2] (이 문제

는 이후의 틸트로터에서는 Stiff In Plane Rotor 와 

짐발허브 적용 등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로터 RPM을 제어하기 위한 기어변속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2] 그러나, 회전로터의 헬리

콥터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제한된 기동 영

역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실용성과 틸트로터의 기술적 개선 가능성을 보

여줌으로서 훗날 XV-15와 V-22를 탄생시키는 매우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2] 110회의 완

전전환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점은 제한

된 비행성능시현에도 불구하고 향후 틸트로터의 실용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2]

1.2. 실용화 가능성을 입증한 XV-15

   자료 : 자료출처[3],  1980년도

그림 2. XV-15(1972 ~ 2003) 비행시험 장면

XV-15은 벨사가 XV-3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적으로 1968년부터 개념연구를 진행한 M300 모델을 

기초로 하여 1972년 개발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헬리

콥터 로터를 단순 틸트시킨 XV-3에 비하여, 진정한 

‘틸트로터 개념의 로터시스템’을 가진 최초의 틸트로

터이다.

1.2.1. 프로그램 개발경과

1971년 미육군 및 나사 합동으로 틸트로터 기술 검증 및 

시현프로그램으로 시작 (Tilt Rotor Research 

A ircraft, TRRA Program , $45m illiom , 

1981-1993 ) 

1972년 벨사와 보잉사가 각각 50만불 규모의 틸트로터 

선행개발 과제 수탁  

1973년 벨사 틸트로터 기술실증기 최종 수행업체로 선정 

1977년 벨사 2대의 시제기 제작 완료 및 초도비행 

1979년 개발, 인증, 기본 개념 검증 완료, 초도 비행 및 

천이 비행 성공  

1980년 시속 550km/h의 고정익 비행 성공. 이후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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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 검증 비행시험을 2003년까지 수행 

1992년 시제1호(702) 로터 블레이드 조종시스템 연결부 

풀림으로 추락 

1994년 나사 Ames 비행시험 부서를 Dryden Flight 

Research Center로 이전 통합. 비행시험 중지. 

1995년 시제 2호기(703)는 벨사로 이송되어, 이후 몇몇 

시험연구와 홍보 비행 수행 

2003년 공식적으로 비행시험 중단 (X-plane으로는 최장

연구개발기간 보유기록) , 총비행 700 시간 

2003년 미국 워싱턴 Dulles 공항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

           [2], [3], [4], [5]

1.2.2. 기술적 특성

그림 3. XV-15 제원

엔진은 Lycoming T-53-LTC1K-4K 엔진 (1550HP 

@10분 최대, 1800HP@OEI- 2분, 1250 HP@최대연속)

을 적용하였고 이륙중량은 13,000lbs(5,897kg), 공허

중량 9568lbs(4340kg, 총중량의 73.6%)이다. 동체

길이 47 ft 1 in (12.83 m), 날개스팬 35 ft 2 in (10.72 

m), 블레이드(3) 직경 25 ft. 0 in (7.62 m) 이다. 엔진은 

양쪽 날개 끝 나셀 내부에 장착하였고 좌우를 Cross shaft

로 연결하여 한 개의 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나머지 엔진

으로 비상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수직이착륙

(VTOL) 및 단거리활주(STOL) 이착륙 기능하도록 설계되

었다. 

XV-15 주요설계/성능지표 : 

- Thrust Loading : 0.238 HP/lbs (이륙파워)

                         0.192 HP/lbs(최대연속파워)

- Disc Loading : 13.2 lbs/sq.ft

- 최대속도 : 345 kts (Dive) [6] 

                  303 kts (Cruise) @16,300ft [3]

- 최대운용고도 : 19500 ft

1.2.3. 개발을 통한 기술적 교훈 

고속비행모드에서 공탄성 안정성에 관한 연구와 

Handling Quality개선을 관한 다양한 연구와 진전을 이루

었다. 또한 1986년을 기준으로 1500 회의 전환비행과 

530시간의 비행시간을 통해 틸트로터 항공기 전용의 공

탄성 해석과 성능예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이

에 따라 새로운 틸트로터 비행체의 실용화 사업착수에 

필요한 개념설계 툴이 확보되었다.[2]

그림 4. Aeroelastic Stability

연구용 실물풍동시험

뿐 아니라, Short Takeoff 시범운용을 통해 최대이

륙중량을 증가시킨 조건의 성능, 소음특성, 복합재 블

레이드적용, 비행제어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V-22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1.2.4. 개발프로그램  종합 평가 

틸트로터를 이용하여 345 kts라는 일반 헬리콥터

의 3배 수준에 해당하는 고속성능을 실용적인 엔진추

력비 (Thrust Loading @ Max Continuous Rate) 를 

0.192 수준으로 가능함을 입증함으로서 고속수직이

착륙기 항공기로 실용화가 가능함을 입증하여 V-22

의 대량실용개발허가를 획득하는 기술기반을 마련하

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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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초의 실용 틸트로터 V-22

그림5. V-22 (1982~) 비행시험 장면 

V-22사업은 X-15의 놀라운 고속성능시현으로 탄

생되었으며, 미 육군/공군/해군/해병대가 합동으로 참

여하였듯이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한 Multi-Purpose 

항공기로서 개발되었다. 이는 틸트로터가 항공기가 헬

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할뿐 아니라, 동급 헬

리콥터(CH-46)에 비해  2배 수준의 고속비행, 3배 수

준의 임무반경 및 4배 이상의 임무영역, 그리고 2배 

이상의 운용고도를 갖는 성능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1.3.1. 프로그램 개발경과

1981년 미 국방부에서 미 육군/공군/해군/해병대 합동 

Medium Lift급 수직이착륙기 개발프로그램 계

획 발표 (중급헬리콥터 대체) 

1982년 JVX 프로그램 다목적 임무 요구도 작성  

1983년 벨-보잉사가  틸트로터를 JVX 프로그램 기체 형

상으로  제안 

1984년 벨-보잉사 JVX 프로그램 수행자로 선정 

1985년 RFP이슈, 프로그램 V-22 “Osprey”로 명명. 

1986년 벨-보잉사 미정부와 완제 틸트로터 개발 프로그

램 계약. (7년 6대 시제기 납품 계획)

1987년 미육군은 구매계획 철회 (헬리콥터개발/구매로 

선회)

1988년 벨-보잉사 FAA에 V-22의 민수 인증 요청 

1989년 계획된 6대 중 시제 1호기 초도비행시험 

1989년 미 정부 V-22 프로그램 공식 예산 지원 중단 (안

전성 의혹관련 헬리콥터업체들의 강력한 로비)

1990년 시속 600km/h 비행 성공   

1991년 1월 시제 5호기 추락 (자이로 와이어링 문제, 탑

승자 생존), 개발기 중량 증가로 성능요구도 불

만족 이슈 제기

1992년 6월 시제 4호기 추락 (좌우 연결축 결함으로 나셀 

화재. 7명 사망)

1993년 부시대통령 V-22 양산 계획 재개 선언, 1996-2001

까지 초도생산 계획 수립

1993년 설계수정이 반영된 시제기로 시험비행 재개

1997년 벨-보잉사 V-22 양산 계약 체결 

1997년 V-22 EMD (7호기,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Development) 초도 비행 

1999년 5월 양산 1호기 MV-22 미해병대에 전달 

2000년 4월 MV-22 추락 (강하시험 비행 중 비대칭 실

속, Vortex Ring State, 19명 사망), 조종사의 

실수로 과도한 Decent Rate 가 원인으로 규명 

(1000 ft/sec 수준)

2000년 6월 비행시험 재개

2000년 10월 해군은 V-22가 해군의 운용평가시험(land 

based operation)의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고 

발표.(11월, 해병대는 sea based operation에 

대한 운용평가시험도 모두 만족했다고 발표)   

12월에 2001년 6월부터 28 ~ 36대의 전면양

산승인 (Milestone III) 이 계획/예상되었음[7]

2000년 12월 MV-22 추락 (유압배관 누유 및 소프트웨

어 결함, 4명 사망), V-22 모든 비행시험 중단 

2001년 4월 의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Blue Ribbon 

팀구성 및 보고서, 5월 의회증언 (VRS 관련 틸

트로터의 근본적 결함은 없음. 그러나 정비성과 

체계 운용성 차원에서 설계/정비훈련개선과 추

가적 비행시험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

2002년 5월 V-22의 안전성과 요구도 만족성을 확인하

는 통합운용 비행시험 계획 발표. 

2002년 9월 개량된 VMX-22, CV-22로 비행시험 재개  

            (운용영역 확장시험. 급강하 시험, 전투기동시

험, 저속기동시험, 편대비행시험, 함상운용시

험, 공중급유시험, 운용소프트웨어검증시험 등) 

2003년 국방부 2004년 11대(1.8 billion). 2005년 11대

(1.5 billion) 도입 계획 발표, 부시 대통령 

F-22,V-22 구매예산 승인 

2004년 벨사 5년이 지나면 V-22 대당 가격 70 million 

수준에서 50 million 수준으로 감액 가능 주장. 

2005년 9월 공군에 첫 신형 양산기 CV-22 납품. 

             DoD에 의한 전면 양산 승인 (458대)

              - 해병대(360), 해군(48), 공군(50)

2006년 13대의 MV-22(해병대)와 3대의 CV-22 납품

2006년~향후 총 458대 (05, 06년 납품포함) 납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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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기술적 특성 및 제원

엔진은 T406-AD-400 (최대 6,150 HP, 최대연속 

5,890 HP)이고 설계이륙중량은 VTOL 47,500lbs 

(21,546kg) [7],[8] 이다.1)  

공허중량은 31,886lbs (14,463kg) 이고 공허중량비

는 VTOL 총중량의 67.1%이다. 그러나 헬리콥터와 달

리 STOL 이 가능하므로 STOL 최대이륙중량인 55,000 

lbs (일무 문헌은 60,500lbs 수준으로 기록[31]) 에 대

한 공허중량비는 58.0% 이다. 참고로, V-22로 교체될 

CH-46의 공허중량비는 64% 이다.[11]

동체길이 57 ft 4 in (17.5 m), 날개스팬 46 ft (14 m), 

블레이드(3) 직경 38 ft. 0 in (11.6 m) 이다. 엔진은 양

쪽 날개 끝 나셀 내부에 장착하였고 좌우를 Cross 

shaft로 연결하여 한 개의 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나

머지 엔진으로 비상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자료 : 자료출처[10],  1997년

그림6. V-22 Shipboard Compatibility Requirements

V-22는 Glass Cockpit, MFD, Fly by Wire 및 3

중화된 비행제어 시스템 등 최신의 조종시스템과 항

법 장비를 저용하고 사막과 항모와 같은 해양환경에

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12], 특히 항공

모함 운용 시 적재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개와 블

레이드가 접히도록 설계되었다.[10] 

틸트로터의 특징은 Disc Loading이 일반헬리콥터

1) 그러나 일부문헌에서는 52,780 lbs 수준으로 기록 [9],[31] 함.

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는 헬리콥터와 프로펠러의 특

징을 최적으로 조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일반 헬리콥터의 Disc Loading이 4 ~ 13 lb/sq.ft 인 

반면, 틸트로터 비행체의 Disc Loading 은 13 ~ 22 

lb/sq.ft 수준의 분포를 갖는다. V-22는 그림6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은 함상탑재 요건에 따라 로터 블레이드 

지름이 38ft로 제한되고, 수요군의 요구조건이 추가되

면서 최대수직이륙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44,000lb -> 

47,500 -> 52,780lb), Disc Loading은 23.3 lb/sq.ft 

수준까지 되어 현존하는 헬리콥터 및 틸트로터를 통틀

어 가장 큰 비행체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틸트로터 

개발경험을 통해 적정 Disc Loading 수준으로 수렴된 

설계 값은 13~18 lb/sq.ft 수준인데, V-22의 경우 이

보다 약 30% 더 큰 값으로 개발된 특징이 있다.

표 1. V-22 와 CH-46의 주요설계/성능지표 비교

V-22 CH-46

Max VTOL W. (lbs) 47,500 24,300

Max STOL W. (lbs) 55,000 N/A

Empty Weight Ratio over

VTOL, (STOL) weight

0.67,

(0.58)
0.64

Payload (Max Pax) 24 14

T. Loading (T-off), HP/lbs 0.256 0.154

T. Loading (Cruise), HP/lbs 0.245 0.146

Disc Loading 21.2 4.2

Max Speed (Transient) 342 kts -

Max Speed (Continuous) 275 kts 145 kts

Range (nm) (Combat) 370 nm 132 nm

Max Altitude (ft) 26,000 10,000 (+)

최대폭 (m) 5.6(folded) 16 (Rotor)

최대길이 (m) 17.5 13.92

그림7. CH-46

위 지표에서 보여주듯이 V-22는 이륙중량 및 유상

하중에 있어서 CH046 대비 2  배 수준이면서도  항모

에 적재공간은 오히려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뿐 아니

라 최대속도, 임무반경, 최대운용고도 등의 주요성능

지표에 있어서 각각 2배 이상의 뛰어난 성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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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헬리콥터의 장점인 단위이륙중량당 탑재가능 유상

하중수준도, 해상수송성능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수송거리를 동시에 감안하면 무색케 된다.

1.3.3. 개발을 통한 기술적 교훈 - VRS

2000년도 4월에 발생한 V-22의 양산형 개발기의 

사고(3차 추락)로 ‘틸트로터 개념자체가 VRS (Vortex 

Ring Status)에 취약한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고 

하는 헬리콥터 산업계의 비판으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해 2001년 4월에 조직된 미의회의 ‘Blue 

Ribbon' 팀은 틸트로터 개념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은 발

견되지 않았으며, 논란이 되는 VRS와 관련하여서는 사

고 당시의 조건에서는 헬리콥터도 VRS 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틸트로터 개념은 VRS와 관련

하여 전통적 헬리콥터대비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데, 단점으로는 VRS에 빠지면, 좌우 수직 추력의 

Unbalance 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VRS는 40 kts 이하의 저속 전진비행 시 비행

체의 수직 하강율(Decent Rate)이 클 때 잘 발생한다. 

Blue Ribbon 팀은 틸트로터 비행체는 일반헬리콥

터에 비해 VRS 현상과 관련한 장점으로서 다음 세 가

지를 들었다. 

1) VRS에 진입하는 Decent Rate가 일반헬리

콥터보다 높다는 점. (틸트로터가 헬리콥터보다 

Disc Loading 이 크므로 갖게 되는 장점임)

2) 고도가 충분하다면 VRS에서 틸트로터 비행

체의 Roll 현상은 자동적으로 VRS에서 벗어날 

수 있음. (헬리콥터는 파일럿의 숙련조작 필요)

3) 틸트로터 좌우의 나셀을 회전할 수 있는 특

징이 있어, 나셀을 조금만 회전하여 주면 쉽게 

VRS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즉 VRS 진입전에 

Pilot Warning이 적절히 제공되야 함.) [12, 13]

이러한 의회보고와 별도로 진행된 NASA의 보고 

자료가 동일하게 틸트로터 개념자체가 기술적으로 가

진 문제가 없으며 13개의 핵심요구성능을 모두 만족

하지만, 비행체시스템 신뢰도 (시스템의 복잡성, 상세

설계 단계의 설계에러 등에 기인한)와 정비성 (휴먼에

러방지를 위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의회에 보

고하였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반영되어 개량된 

VMX-22, CV-22로 2002년 9월 비행시험이 재개되

었고, 논란이 되었던 급강하 시험을 포함해 강화된 신

뢰성 검증시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비행시험이 종

료되어 2005년 9월 전면양산승인을 얻었다.

1.3.4. 개발프로그램 종합 평가 

먼저 비관론을 취하는 쪽에서의 평가로는, 헬리콥

터 대비 두 배에 달하는 후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착

륙시 비포장 착륙지에서는 조종사 시야가 흙먼지로 덮

여 앞이 안 보이는 Brown Out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

과 회전익모드에서 저고도 저속 접근 운용 시, 좌우 로

터에 인가되는 유입 유동이 비대칭성(편대비행시 발생 

가능한)일 경우 롤방향 안정성이 급격히 감소되는 문

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병대, 해군, 공군의 다양한 임무 기능을 복합

하고 3중화된 비행제어 시스템 적용 등, 함상적재공간

을 고려한 날개 접힘 장치적용 등으로 증가한 시스템

의 복잡도로 인해 배관/배선설계의 정비 점검 문제 (1

차 추락 원인-1991년 5호 시제기 초도비행, 4차 추락

원인, 2000년 12월 MV-22, 양산승인 시점에서 프로

그램 전면 재검토로 방향 선회되는 계기가 됨), 단일 

부품고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설계 미성숙도 

문제 (2차 추락 원인, 1992년 4호 시제기, 최초의 인

명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V-22 사업은 2000년도~ 

2005년 동안 겪은 기술적 논란과 재검증 기간을 성공

적으로 통과하면서, 성능뿐 아니라 양산기로서 필요한 

신뢰성, 정비성,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

게 되었다는 점이다. 설계요구도의 추가와 일정지연으

로 소요예산 증가(1986년 초기 예측 25억불, 2000년 

기준 381억불) 가 문제되어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려는 

정치적인 압력 또한 있었으나, 이는 의회에 의해 거부

당하여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된다.

V-22 사업이 기존 헬리콥터 사업체들의 로비에 영

향 받은 정치적인 압력과, 신뢰성 논란 등을 극복하고 

재기하여 양산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기존헬리콥터대비 뛰어난 작전 성능과 다양

한 임무수행능력을 수요군에 검증해 보임으로써, 틸트

로터의 유효성을 확신한 수요처가 이 항공기를 적극적

으로 원하였고, 계획대비 6 년 정도 늦어진 실용화를 

기다리며 구매계획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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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틸트로터 비행체 최신개발 동향

2.1. 최초의 무인 틸트로터 Eagle Eye

Eagle Eye는 벨사의 반세기동안의 틸트로터 개발

경험에 근거한 최신 기술들이 적용된 항공기로서 틸

트로터 고유 장점인 고속, 고고도 성능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전성, 운용특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숙

도를 보이고 있다. 무인항공기 설계요구도 특성으로 

인해 시스템의 복잡도가 줄어드는 반면, 틸트로터 개

념 특성에 근거한 성능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

서 틸트로터는 무인기적용에 있어서도 우수한 장점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 년대  무인틸

트로터 기술개발모델인 TR- 911X와 이 기술을 바탕

으로 미해양청의 Deep Water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수주한 TR916 실용기, 그리고 실용기 개발의 위험을 

감소하고 다양한 양산형 개발 가능성 연구를 위해 선

행개발되어 비행시험 진행중인 TR-918이 있다.

그림8. Eagle Eye - TR911X (상, 1986~2000)

         와 TR918(하, 2004~)

2.1.1. 프로그램 개발경과

1986년 벨-보잉사 V-22 기초한 Pointer D-340 개발

1988년 Pointer D-340 12시간 FT, 40시간 WT 수행.  

1992년 미국방부 벨사와 2대 단거리 무인기 개발 계약. 

1993년 6월 시제기 초도 비행 성공. 

1993년 8월 시제1호기 6번째 비행 중 추락  

1993년 11월 시제2호기 비행시험 재개. 

1994년 중반 Eagle Eye 프로그램이 취소 될 때까지 35

회 15시간 비행시험. 최대속도 시속 300km 비행 

1997년 미 해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검증 프로그램 계약. 

1998년 37회, 50시간 비행시험   

2000년 미해군과 자동수직이착륙 비행시험 

2003년 미해양청 Deep Wat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Lockheed Martin으로부터 2005년까지 3대의 

시제기 및 2대의 GCS 개발 납품 계약. (Deep 

Water Program : 20년  $17 billion 프로그램)

2004년 TR-916 양산기 개발과는 별도로 Risk Reduction 

Full Scale기 (TR918) 개발 착수

2005년 12월5일 FAA 비행시험을 위한 감항인증 획득 

(1년 준비과정)

2006년 1월 26일 TR916의 실제크기 시험모델인 TR- 

918이 첫 비행. 9분 동안 호버링 수행

2006년 3월 60kt 헬리콥터모드 비행

2006년 4월 연료계통고장으로 추락

2006년 9월~12월 160kt 비행기모드 비행 

2008년 초반, TR-916 초도비행 예정

2009년 ~ 2011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비행시험

2024년 미해양청 45대 납품 (초기 69대, 예산축소) [16]

자료 : 자료출처[17],  2003년    

그림 9. Deep Water Program 과 Eagle Eye

2.1.2. 기술적 특성 및 제원

Eagle Eye는 이륙부터 착륙까지 Full Automatic 

비행이 가능하며 UCARS2) 시스템을 적용하여 선박에

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게 설계개발 되었다.[14] 또한 

유인틸트로터 항공기인 BA609에 적용된 형상과 동일

하게 수직꼬리날개의 Rudder 조종면을 없애고 로터의 

Differential Collective Pitch 에 의해 조종하도록 하

였다. 착륙조건에서 롤방향 자세제어는 Differential 

Cyclic  Pitch를 이용하여 제어함으로써, 비행체의 자세

를 평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횡방향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폭이 좁은 함상 착륙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였다.

2) UAV Common Auto Reco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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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agle Eye 개발기종별 주요 제원 비교 

TR911X TR918 TR916

First Flight June 1994 Jan, 2006 Early 2008

Wing Span 12.3ft 14.2ft 14.2ft

Length 15.7ft 18.3ft 18.3ft

Height  5.2ft  6.2ft  6.2ft

Rotor Diameter  8.2ft 10.0ft 10.0ft

Max Payload 200lbs 200lbs 200lbs3) 

Max Gross 

Weight
1,850lbs4) 2,600lbs

2,800lbs5)

(3,000lbs)

Max Speed 200kt < 200kt 210kt

Max Endurance 2.2 Hr ? 5.0 Hr

Altitude 14,000 ft 20,000 ft

Engine Model
Allison 

250-C20 GT 

P&W 

200-55

P&W 

200-55

Max Power 420 HP 641HP 641 HP6)

Thrust Loading 0.227 0.247 0.229

Disc Loading 17.5 16.5 17.8

2.1.3. 개발을 통한 기술적 교훈

V-22를 통해 입증된 틸트로터의 고속, 고고도 성

능과 다양한 임무 수행능력, TR-911을 통한 성공적 

무인틸트로터 개발에도 불구하고 Deep Water 프로

그램에 양산 납품 전 TR-918 개발이 요구되는 이유

는 체공시간 5시간과 신뢰성의 입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비행시험중 추락한 사례와 같이 틸

트로터는 개념의 특성상 동력을 상실하였을 때 헬리

콥터와 같이 Auto Rotation 을 할 수 없어 단발엔진

인 경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료시스템을 

포함하여 동력계통의 신뢰도가 더더욱 중요하다. 그

러나 신뢰도 개선은 언제나 중량/비용영향을 가져오

므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사결정

이 필요하다.

또한 고속, 고도도 특성으로 헬리콥터에 비해 임무

반경에는 유리하나, 체공시간 성능에 불리한 특성을 

3) 기체구조는 300 lb까지 탑재 가능하도록 설계됨[18]

4)[15]

5)[16] Page 4에는 3,000lb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Brochure 

Value 에 해당된다고 판단. TR-911X 개발과정에서 이륙중량

의 증가를 위해 로터의 직경을 9.5ft로 증가시키는 설계변경

이 이루어진 바와 같이 이륙중량은 Disc Loading 수준에 직

접적 지배를 받고, Thrust Loading 이 0.23 HP/lb인 수준에

서 Disc Loading 은 18 lb/sq.ft를 넘기 어려움이 자체 사이

징 연구에서 확인됨. 따라서 제시된 최대이륙중량은 이러한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추정된 값임.

6)[19]. Page 20, 반면 [18]에 의하면 최대출력이 710HP 임. 이 경

우 최대이륙중량 3,000 lb 가능예상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체구조와 탑재장비의 중량을 최

대한 절감하고 기체 및 로터 블레이드의 공력설계를 

개선하여  요구되는 엔진 파워와 항력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최초의 상용 틸트로터 BA609

그림10. BA609 Flight Test

BA609는 2명의 조종사와 6~9인의 승객 탑승을 

제공하는 상용틸트로터 개발프로그램으로서, 틸트로

터 상용인증에 관한 신규기준을 FAA와 협의하며 2

대의 시제기로서 비행시험을 통해 2010년 상용인증

절차를 꾸준히 밟고 있다. 2008년 공동개발사인 

AgustaWestland 사에서 3번째 시제기가 비행시험

에 진입할 예정이고 곧 이어 4번째 시제기가 제작될 

예정이다. 당초 2008년을 목표로 했던 BA609의 인

증은 2010년으로 미루어졌지만, V-22 전문 양산 납

품 및 운용이 시작된 점과, FAA 인증절차상 시작된 

이상 인증 Basis 유효기간(Part 23급은 3년, Part 25

급은 5년)을 넘기면 인증기준이 재조정 되는 룰을 고

려하여 2010년을 넘기지 않고 인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

2.2.1. 프로그램 개발경과

1987년 미정부 민수용 틸트로터 개발 논의 

1990년 교통부장관 XV-15 탑승 후 민수용 개발 추진 공

포, FAA가 헬기 마스터플랜에 틸트로터 포함

1991년 NASA 민수용 틸트로터 연구 시작   

1994년 벨사 민수용 틸트로터 개발 시작 (D600프로그램 

명명)

1996년 보잉사가 벨사의 민수용 틸트로터 개발 프로그램

에 파트너로 참여  (BB609으로 과제명칭 변경) 

1997년 파리 에어쇼 BB 609 목업 전시, 36대 사전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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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보잉사가 맥도널사를 합병하면서 군용헬리콥터

에 전념, 본 프로그램 철회, 이후 벨사 아구스타

와 합작 선언(50:50투자, BA609로 명칭 변경) 

1999년 XV-15 (HV609)으로 미해양청 운용비행시험 수

행. BA609 활용성 확인   

2000년 잇단 V-22 추락사고 영향으로 본 프로그램 지연 

2003년 3월 BA609 초도비행 성공. V-22 프로그램 지연

으로 비행시험 연기  

2004년 운용영역 확장 비행시험 재개 (시제기 4대 계획) 

2006년 11월, 2차 시제기 초도비행. 현재 총 비행시간 

100 Hr, 고도 25000ft, 최대속도 304 kts 기록

2007년 FAA, EASA 두 기관으로부터 인증 계획.

           05년 현재 18개국 40개 고객, 70대 주문고 주장

2008년 초에, 시제기 3호가 EASA 인증을 맡은 Agusta 

Westland 사에서 시제기 3호기 초도비행예정

2010년 07년 4월 현재, FAA 에 인증신청하였으며

           인증종료는 2010년으로 연장되었음 공표. [21]

2.2.2. 기술적 특성 및 제원

- 엔진 (2) : PT6C-67A 터보샤프트 엔진

 (최대연속 및 이륙: 1,940 HP/ OEI : 2130 HP)

- 동체길이 : 42.5 ft (13m)

- 블레이드(3) : 직경 26 ft (7.93m)

- 최대이륙중량 : 15,870 lb (7,200 kg)7) 

- 최대순항속도 : 275kts (500km)

- 운항거리 : 750 nm (1,600 km)

- 수직이착륙 및 단거리활주(STOL) 이착륙

- Thrust Loading : 0.244 HP/lb

- Disc Loading : 14.9 lb/sq.ft (설계 15~16)

- 최대속도 : 304 kts (Transient)

  275 kts (Continuous)

- 최대운용고도 : 25,000 ft

2.2.3. 개발을 통한 기술적 교훈 

BA609는 선행 실용화된 V-22의 전면양산 허가 

지연으로 정체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 상용인증

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틸트로터 상용

기 시대가 가까워진  것으로 예상된다.

BA609는 새로운 비행체 개념으로서 FAA와 함께 

틸트로터 전용의 새로운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7) [22](2006년 자료) 기준, [9]에는 16,000 lb 로 제시됨. (2000년

자료추정). [23] 과 [24] 에는 16,800 lb 로 제시됨 (2002년 자

료) 

관련 시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초기 계획 대

비 수년이 지연되어도 혁신적인 성능으로 선주문 수

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며 

AgustaWestland 의 참여로 미국과 유럽의 상용인증

을 벨사와 나눠서 각각 추진함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

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BA609의 인증기준 수립 및 관련 시험과 이에 상응

하는 설계수정 조치들, 고려사항들은 향후 발생할 틸

트로터 개발 프로그램에 대비하고 첨단 기술개발경쟁

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조기에 파악하고 연구해 두

어야 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다.

2.3. 유럽의 틸트로터 개념연구, ERICA

그림11. 유럽의 차세  틸트로터 개념연구 - ERICA

AgustaWestland 사에서는 BA609 공동개발에 참

여하여 유럽부문 상용인증을 전담하여 틸트로터 설계

개발에 관한 기술습득을 추진함과 동시에, ERICA 프

로그램으로 미래형 민간 틸트로터항공기에 대해 자체

연구를 진행 중이다. 

2.3.1. 프로그램 개발경과

1987년 미국의 틸트로터 기술개발에 따라가기 위하여 이

태리, 독일, 프랑스의 정부 및 업체가 합작으로 연구 

시작 European Future Advanced Rotorcraft 

(EUROFAR, 30인승, 14톤급) 

1990년까지 3년간 개념연구, 풍동시험 등 수행. 나셀과 

독립적으로 로터만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함. 

1990년대초 유러콥터사 주도로 민수용 틸트로터 개발프

로그램 EUROTILT 추진 (19인승, 10톤급) 

동시에 아구스타사는 ERICA라는 2세대 틸트로

터 개념을 혼자 들고 나옴. (바깥쪽 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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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개가 같이 나셀과 같이 돌아감.)

1998년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BA609 합작을 선언. 

2000년 아구스타가 영국 웨스트랜드사에 합병됨 

2001년 아구스타와 유러콥터사는 합동으로 50M유로 규

모 틸트로터 개발프로그램을 제안/부결. 현재,  

4M유로 규모 틸트로터 기본설계 과제 진행 중

    

2.3.2. 기술적 특성 및 제원

이 개념은 차세대 틸트로터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로서, 고속순항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로

터의 블레이드 수를 4개로 하고 블레이드의 Solidity

를 키워 로터 디스크 면적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

다. 같은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날개를 꺽을 수 있어 

이륙 시 로터의 후류와 간섭에 의한 10% 수준의 파워 

Loss를 줄임으로 High Disc Loading 로터-프로펠러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펠러 성능을 개선하

고, 이로써 비행체의 요구 파워와 임무연료량을 획기

적으로 줄이는 개념으로 설계하였다.[25]

그러나 그동안 벨사의 3 Blade 개념을 기반으로 한 

수 십 년간의 개발 경험에 근거한 기술적 발견과 데이

터와는 전연 다른 로터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함에 따

르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날개를 회전시키는 개념은 다음절에서 설

명될 Tilt Wing 개념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회전익모

드와, 전환비행의 기술적 어려움과 동일한 문제를 내

포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운 도전이라 

예상된다.

2.4. Tilt Wing 개념의 타당성

그림12. Tilt Wing 개념 연구기종

로터자체만의 공력성능효율을 보면 틸트로터 개념

보다 틸트윙 개념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근래

에 항공기 설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Tilt 

Wing 개념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2세대 틸트로터 개

념으로 제안된 ERICA 개념에 도입된 바깥쪽 날개 회

전에 따른 장단점을 알 수 있다.

2.4.1 Tilt Wing 개념의 장점

그림 13은 틸트로의 호버 상태에서 로터의 후류와 

날개가 간섭이 일어나 약 10~12 % 정도의 추력이 손

실됨을 보이는 그림이다. 일반적인 헬리콥터의 경우,  

로터의 길이가 길어 Disc Loading 이 작으며, 로터후

류 간섭에 의한 추력손실도 전체 로터추력의 약 3% 

수준에 그친다. 

날개와 로터가 같이 고정되어 전환비행 시 로터의 

회전과 같이 날개가 돌아가게 설계하면 이러한 손실

을 약 1% 수준이 된다. 또한, Disc Loading 이 클수

록 고정익 모드에서 프로펠러의 효율이 증가한다. 마

지막으로, 전환비행과 같은 저속영역에서 날개와 조

종면에 공기흐름을 가속시켜 낮은 속도에서도 충분한 

조종력과 양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26]

그림13. 로터후류와 날개간섭

2.4.2 Tilt Wing 개념의 단점

이 개념은 호버와 천이가 종료된 상황에서는 효율

이 높아지지만, 천이비행 영역까지 가속이 어렵고, 호

버모드와 천이도중 Gust 와 같은 외란에 매우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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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1950년대와 1960년

대 아래와 같이 연구된 이후 항공기 설계자들의 주목

을 받지 못하였다.[26]

3. 신개념 고속VTOL 국내외 연구동향

틸트로터 비행체의 군용, 상용, 무인용 고속 수직이

착륙 시장의 진입이 현실화되면서, 항공업계는 2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유럽의 ERICA 프로그

램과 같이 틸트로터 기술 개발을 서두르자고 주장하

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시콜스키의 X2 프로그램과 

같이 틸트로터보다 더 우수한 고속 수직이착륙 비행

체 개념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3.1. 스마트무인기 - 세계 두 번째 틸트로

터 항공기 독자개발

2002년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서, 10년간 1200

억의 예산으로 미래형 신개념비행체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한 스마트무인기사업은, 2002 ~ 2003 년 수행한 

개념연구를 통해 미래형 신개념 고속 수직이착륙 항공

기 개념으로서 틸트로터 개념을 선정하고 이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사업단에서는 우선, 항공 선진국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한 다양한 비행체 개념연구결과에 대해 자

체적인 비교 분석 및 국제공동 연구를 근간으로하여, 

당시 틸트로터에 필적하는 가능성을 보였던 스탑트로

터(보잉 사), 복합자이로콥터(카터콥터 사)에 대한 개

념설계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3개의 개념중 틸트로터는 미국의 개발성공으로 입

증된 장점이 있으나 투입된 예산과 기간이 보여주듯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 외 2개

의 개념은 전세계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

과 그 혁신적 고속성능의 가능성 때문에 연구개발 초

기에는 고속 VTOL 개념으로서 틸트로터보다 더 많

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공동협력을 통한 정보

수집과 자체적 분석결과 스탑트로터는 고속성능 면에

서, 복합자이로콥터는 체공성능 면에서 각각 강점이 

있지만, 실용화관점에서 고속성능 및 장기체공성능을 

동시에 고려할 때, 틸트로터 개념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그 외 2개 기종 관련기술의 혁신적 

진보를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는 가정)

엄정한 비교 평가를 위해 GIT (미국)와 같은 해외

의 유명 항공기 연구기관, Bell(미국) 과 Elbit(이스라

엘) 과 같은 선진 수직이착륙 비행체 개발업체와의 공

동연구 및 정보교환 및 공동과제를 수행한 결과, 틸트

로터 개념을 선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

고 수 년이 지난 지금 이는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14. 틸트로터 국내개발 - Smart UAV

           (2002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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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프로그램 개발 경과

2002년 6월 미래형 고속 VTOL 신개념 비행체 기술개발

을 위한 스마트무인기사업이 과학기술부 10대 

프론티어사업으로 선정 (10년, 1200 억 예산)

2004년 6월 고속 VTOL 개념 국제공동 비교연구결과 개

발대상기종을 틸트로터 비행체로 전환

2005년 3월 국산화 통신, 항법, 전자장비 성능 검증 시험

2005년 30% Scale 모델 완전전환 비행 (RC)을 통한 조

종성 및 비행특성 파악

2005년 12월 핵심구성품 상세설계종료

2006년 3월 CDR 종료

2006년 10월 40% Scaled 모델 (축소기) 51도 위치까지 

전환비행성공 (RC 비행)

2007년 5월 축소기 FCS OFP(자동비행)탑재 GT 종료

2008년 실물기 로터-엔진 연동시험, 자동비행제어시스

템 검증, 구성품 조립 및 지상통합시험 완료 예정

2009년 4월 초도비행 예정

           

3.1.2. 기술적 특성 및 제원

표 3. 스마트무인기 경쟁기종 제원, 성능 비교

Eagle Eye
( TR916 )

Smart UAV

First Flight Early 2008 Early 2009

Wing Span 14.2 ft 13.1 ft

Length 18.3 ft 14.4 ft

Height  6.2 ft 5.5 ft

Rotor Diameter 10.0 ft 9ft 4.5in

Max Payload 300 lbs8) 200 lbs

Max Endurance 5.0Hr 3.0(5.0)Hr9)

Max Gross

Weight

2,800 lbs

(3,000lbs)

2,200 lbs

(2,400lbs)10)

Max Speed 210 kts 275 kts

Altitude 20,000 ft 20,000 ft

Engine Model
P&W 

200-55
P&W 206C

Max Power 641 HP11) 550 HP

Thrust Loading 0.229 0.25(0.229)12)

Disc Loading 17.8 15.9(17.4)13)

8) www.uscg.mil/Deepwater/media/articles-vuavcasestudy.htm, 

   기체구조는 300lbs까지 탑재 가능. 체공 5Hr 기준은 200lbs[18]

9) 현재의 기술개발기에는 3시간 체공성능구현하고 5시간 비행을 위

한 연료공간 Provision 만 설계에 반영. 시스템 구현은 실용화 사

업에서 수행. (5Hr 체공기준은 140 lbs)

10) 현재의 기술개발기(3시간 체공을 위한 연료탑재)는 향후 2시간의 

체공시간 추가를 위한 연료탑재를 고려하여 로터블레이드 및 관련 

동력시스템을 설계 개발함.

11) 각주 6) 항 참조.

가. 유상하중 및 제원, 중량 특성

스마트 무인기는 유상하중 수준에 있어서 Eagle Eye 

양산형 (TR-916) 대비 70 ~ 80%14) 수준이고 기체 사

이즈는 70%, 최대 이륙중량은 70 ~ 80%15) 수준으로

서 민수용 경량화, 소형화, 저가 시장에 보다 적합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감지기 소형화 추세를 감안할 때에 향

후 개발품을 활용하여 파생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나, 고속성능 및 고고도 성능 관련 특성

스마트무인기가 지향하는 최대속도는 Eagle Eye 

대비 30%16) 빠른 속도이다. 이와 같이 높은 최대속

도 수준은 벨사의 틸트로터 개발 이력에서도 보여주

듯이 틸트로터 설계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탄

성안정성 설계기술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현재 스마트사업단의 목표설정은 국제협력을 통

해 관련 기술을 파악하고 축적하는 관점에서 매우 적

절하다 판단할 수 있다. 

고도도 성능에 있어서도 자체설계 개발 해석결과 

이글아이 양산형과 같이 20,000ft 이상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15. 비행체 형상 개념 선정 과정  참여기  

12) 체공시간 5시간으로 확장시 Thrust Loading 이 기 개발된 틸트

로터 비행체의 표준적인 값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즉 엔진은 체공

시간 5시간 기준의 형상에 기준으로 사이징 되었음을 보여준다.

13) 체공시간 5시간으로 확장시 Disc Loading 이 기 개발된 틸트로

터 비행체의 표준적인 수준보다 다소 낮음을 보여준다. 즉 로터 

블레이드 형상은 체공시간 5시간 기준의 형상에 기준으로 사이징 

되었고, 다소 추가적인 마진이 있음을 보여준다.

14) TR-916 유상하중 : 200 lb (설계기준) ~ 300 lb (최대장착)

15) TR-916 최대이륙중량 : 2800 lb  ~ 3000 lb

16) 스마트무인기 목표 최대속도 성능 275 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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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스마트무인기 가치지수17) 비교

그림16은 유상하중과 200km 반경에서 수행가능

한 임무수행시간 그리고 총 이륙중량을 이용하여 

Wide Range VTOL 항공기의 가치지수 (Value 

Index) 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개발기종들이 스마트 무인기 대비 낮은 Value 

Index 를 갖는 이유는 저속 회전익기의 경우 장거리 

임무수행에 매우 불리한 것이 주요 이유이다. 또한, 

이글아이나 Fire Scout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중량의 증가 (또는 체공시

간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핵심기술개발에 초점을 

두어 “선행개발”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수행하여 비용과 개발위험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임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6. 수직 이착륙 무인기 Value Index 비교

그러나 스마트무인기사업의 경우 기술개발과 병행

하여, 체계개발관리기법의 도입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비행성능을 입증해 보이기 위한 중량할당 및 

17) 무인기 가치지수는 유상하중과 임무수행시간 (임무반경에서 체공

가능시간으로서 스마트무인기급의 장거리 임무수행 기종의 비교를 

위해서는 200km 임무반경에서의 임무가능시간을 선정)에 비례하

고 이륙중량에 반비례한다. 무인기 가치지수는 다양한 개념의 무

인비행체 비교에 있어서 운용자 관점의 유효성 비교지표로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관리에도 역점을 둔 결과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차별화된 가치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스마트무인

기 사업은 현재 신기술 개발과 체계개발을 동시에 병

행하며  매우 높은 성능수준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

고 있어 개발 성공 시 실용화 전환에 매우 유리하다. 

이와 같이 초도 개발부터 다중목표를 높은 수준으

로 설정하고 개발 추진하는 것은 개발위험도와 소요

비용 관점에서 매우 불리하다. 그러나, 도전적인 체공

시간(5~8시간) 성능을 목표로 개발중인 Fire Scout  

MQ-8B 모델18)의 도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틸트

로터의 고속성능, 고고도 성능에서의 우수성뿐 아니

라, 체공성능에 있어서도 유효성을 보이는 것이 보다 

많은 시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하다 판단되어 체공

성능에 있어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용화에 가

까운 성능수준으로 설계목표 설정 및 개발관리 - 중

량관리, 시스템 단순화, 소형화 - 에도 역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1.4. 기술적 의의와 도전성

스마트무인기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은 수직이착륙

과 고정익모드로 전환 후 고속비행이 동시에 가능한 

신개념 비행체 기술과 충돌회피, 자율비행, 고장진단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는 고성능, 고신

뢰도의 무인기 체계개발 사업으로서, 미래형 신개념

비행체 개념개발 및 이에 관한 기술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개념비행체 개념으로 선정된 틸트로터 비행체는 

순항속도 400km/h 이상의 성능 구현이 가능하여 일

반 헬리콥터의 순간 최대속도의 2배에 달하고, 임무영

역은 4배에 달하며 20,000 ft까지 운용이 가능하여 

200km의 거리에서도 가시선이 확보되어 광대역 정찰 

감시에 용이하게 운용될 수 있다.

틸트로터 비행체 개발 기술은 세계적으로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로 개발 성공시 세계 일류 항

공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충돌회피, 자율비행, 

고장진단 등의 첨단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하여 현존 

18) 고도20,000ft, 임부반경 200km를 주장하지만, MQ-8A 모델로 

검증된 고도는 10,000 ft 수준으로 헬리콥터 특성상 개선여지가 

미미하다고 판단됨. 임무반경은 고도성능제한에 의한 통신 가시선 

제한으로 150km 이내로 제한 예상됨. 또한 Fire Scout 이 고도특

성의 열세를 개선하기 위해 엔진의 출력특성을 개조할 경우 연료

소모율이 떨어져 이에 상응하는 체공시간성능 저하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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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의 상업적 활용 저해 요소를 극복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성을 가진 무인기 체계 기술 확보하

게 된다. 구체적인 핵심기술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비행제어 시스템

회전익 모드에서의 수직이착륙 및 고정익 모드로 

전환후의 고속비행을 하기위한 비행제어시스템 및 제

어기 설계기술은 지난 반세기이상 다양한 복합항공기 

개념으로 연구가 지속되어온 미래형 비행체의 핵심기

반기술이다. 독자적인 틸트로터 개발사업을 통해 비

행체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과정을 거쳐 틸트로터 비

행제어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

한 복합항공기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

게 될 뿐 아니라, 국내의 회전익 비행체 설계, 비행제

어 시스템 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로터/드라이브 시스템

핵심구성품인 로터/드라이브시스템은 국제공동개

발을 통해 확보된 짐발허브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기

존의 개념과 달리 저비용 고효율의 특징을 갖는 독자

적인 설계개념을 고안하여 특허를 획득하였다.  기존

의 최신 틸터로터 항공기에는 고가의 탄성체 베어링

이 적용되었으나 상용 등속 볼베어링을 응용하여 저

개발비용으로 고강도, 고피로수명 특성을 확보하여 

높은 신뢰도 및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드라

이브장치는 시스템의 경량화, 내구성 확보를 위해 구

성품의 재료로 티타늄합금 및 탄소복합재 등 선진 재

료들을 적용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다. 항공전자, 통신 장비 개발

국내 최초로 200km 이상 거리의 무인항공기 영상

자료 획득과 조종이 가능한 통신 시스템과 유인기에 

적용가능한 수준의 GPS/INS 항법장치 개발을 통해 주

요 항공전자장비, 통신장비를 국산화하고, 장거리 지상 

추적안테나장치의 경우 시스템 통합 및 운용제어로직 

구현을 국내업체가 주도하며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기

술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핵심장

비 해외의존을 줄이고, 유인기에 확대적용이 가능한 전

자, 통신 장비의 국내 기반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라. 신뢰성 및 충돌방지 시스템

스마트 무인기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행제어 

및 통신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고성능 무인기에만 적

용되는 이중화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륙부터 착륙까지 

전자동비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시작단계

에 있는 무인기의 유인공역 진입과 무인기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한 충돌회피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동향과 

센서연구를 통해 여러 충돌회피센서 중 ADS-B를 기

반으로 한 충돌회피 시스템을 선택하여 본 기술의 국

산화를 추진 중이다.

마. 경량화 및 소형화

경량화, 소형화는 그 특성 자체로서 전 산업분야에

서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항공기 개발동향에 있어서는 더더

욱 그러하다. 즉 동일한 성능, 유상하중이라면 작고 

가벼운 항공기일수록 시장에서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스마트무인기가 개발성공하면, 이는 세계에서 동급 

사이즈의 항공기로서는 최고속도기록을 기록 하게 된

다. 이러한 경량화, 소형화를 이루기 위해 최신 유인

기체계개발에 적용되는 3차원 전자목업을 이용한 설

계 및 설계통합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결과이다. 또

한, 구성품의 소형화, 경량화, 통합화도 공헌을 하였

는데, 이는 구성품의 대부분을 국산화 하고, 참여 업

체들의 협조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개발해 내었기 때

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3.2. 기타 연구개발 프로그램 Overview

3.2.1 X2 - 시콜스키의 고속 VTOL 프로그램

      (Coaxial with Pusher )

벨사에 미래형 VTOL 항공기 주도권을 빼앗긴 시

콜스키사는 동축로터(coaxial rotor)와 추진식 프로

펠러(pusher)를 복합한 X2프로그램을 2005년1월 시

작하였고, 동년 9월 미 정부로부터 개념 및 기본설계

에 관한 계약을 받았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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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X2, 고속 VTOL 기술검증기(2005 ~)
 

X2 개념은 틸트로터와 같이 로터를 기울여야 하는 

불안정한 구간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

며, 이륙성능에 있어서 우수하다. 그러나 그 물리적 

근본 개념에 있어서는 로터의 회전을 유지하면서 후

방의 프로펠러 추력에 의한 비행속도 증가시키는 개

념으로서 이미 1960년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된 복합 

헬리콥터(Compound Helicopter) AH-56 Cheyenne 

(Lockheed), 복합헬리콥터 개념에 로터 RPM 제어

기술을 통합하여 회전이기의 최대속도 가능성을 

연구한 Rotodyne (Fairey Aviation), 그리고 XV-1 

(McDonnell) 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림18. 고속회 익연구사례

특징적 차이는 동축로터 개념을 도입하여 로터의 

Disc 면적을 줄이고, 복합헬리콥터에 적용되었던 날개

를 제거함으로서 고속모드에서 Profile Drag를 최소

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헬리

콥터가 갖는 근본적인 속도 제한은 동일하다. 동축로

터 개념의 도입은 로터의 회전면 면적을 줄여서 전진

비행시 저항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전진속도를 틸트로터 수준으로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XV-1에서 도입한 바와 같이 로터의 

회전속도를 줄이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자이로(Gyro)모드로 전환하든지, 터보샤프트

엔진출력 RPM을 제어함(또는 2단기어적용)으로 로터

의 RPM을 고속모드에서 감속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자이로모드를 이용하여 로터 회전수를 줄이는 기

술은 자이로모드로 운용 시 로터 블레이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회전수 유지가 필요하다. 즉, 

풍차효과에 의한 강제적인 회전유지(Wind-milling)

가 필요한데 전진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원심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행속도 증가는 다

시 제한된다. 현재 이러한 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블레이드 끝단에 매우 무거운 중량을 두

어 저속에서도 블레이드의 원심력을 확보함으로써, 

로터의 RPM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아이디어를 이용

한 복합자이로콥터인 Carter Copter 의 경우 최대속

도기록이 148kts 에 그치고 있다.

엔진출력 RPM(또는 2단기어적용)으로 로터의 RPM

을 제어하는 기술은 틸트로터 개념에 적용된 고난이

도의 기술이다. 이는 엔진제어 만이 아니라, 블레이

드의 공탄성 안정성을 위해 2개의 운용 RPM 영역에

서 로터 시스템의 회전수가 로터 블레이드의 고유진

동수와 적절한 고유진동수의 이격(Separation)이 필

수적이기 때문이다. 틸트로터는 회전익 모드로 운용

하는 비행영역이 저속영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2개의 

RPM 모드로 운용시 이러한 공탄성 안정성 설계구현

이 용이하다. 그러나 회전익의 경우에는 고속영역에

서 로터의 RPM을 낮추는 것은 심각한 공탄성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동축로터 개념의 헬리콥

터는 단일 RPM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기

대할 수 있는 최대속도 (Continuous Power 기준)는 

210 kts 이하, 실용순항속도는 180kts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에서 AH-56 Cheyenne 이 타 개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최대속도를 보인 이유는 개념의 우수성 

때문이 아닌, 추력비 (Thrust Loading) 가 0.45 HP/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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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복합헬리콥터의 최고속도기록

항공기명칭 최대속도 년도

XV-1 174 kts (322 kmhh) 1956

Rotodyne 166 kts (307 km/h) 1959

AH-56 Cheyenne 214 kts (396 km/h) 1967

Westland Lynx,

Modified Version

217.5 kts (402 km/h)

(순항속도 132 kts)
1986

나 되는  과도한 추력을 이용한 덕으로써, 경제적 유용

성으로는 의미가 없다. 1986년 현존하는 헬리콥터로

서는 최고의 속도인 217.5kts 를 기록한 Westland 

Lynx의 경우는 고속로터블레이드 연구개발의 목적으

로 추진된 것으로서 로터팁의 마하수가 1에 육박하는 

조건의 기록으로서[28,29] 추력비 관점에서는 실용적

이지 않다. 틸트로터 추력비는 0.23 HP/lb 수준이다. 

(헬리콥터 경우 : 0.14 ~ 0.23)

시콜스키사는 최대속도 250kts 달성을 주장하지

만, 틸트로터 수준의 추력비로 이러한 속도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항력 감소와 공탄성 안정성과 관련한 

커다란 기술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3.2.2.  Heliplane - Rotodyne의 후계자

그림19. Heliplane (2006~)

Heliplane 프로그램은 틸트로터 개념에 의해 확인

된 350kts 수준을 능가하는 개념의 유효성 연구를 위

해 1950년대부터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팁젯과 

자이로콥터 개념을 복합한 Rotodyne 개념을 응용하

는  고속 VTOL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추

진 배경은, 틸트로터에 의해 확인된 최고속도 350kts

(순항속도 300 kts) 를 갖는 VTOL 항공기가 실용화 

되면서, 이보다 더 빠른 개념에 대한 기술연구차원에

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술적으로 큰 도전이 

있을 것이다.

특히 목표로 하는 350 kt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

터의 전진비(Advance Ratio : 비행체전진속도/로터

끝단 회전속도)가 1.6에 이르러야 하고 로터 블레이

드는 비틀림 각이 없어야 한다.[30] 일반적인 헬리콥

터의 전진비는 0.3 ~ 0.4 수준이다. 따라서 Gyroplane 

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진비 1.6은 물리적으

로 로터의 Retreating side 에서 공기유동이 로터익

형 끝단에서 앞쪽으로 흐르는 역전 구간이 발생함을 

의미하므로 공탄성 안정성 관점에서 기술적 도전이 

매우 클 것이다.  또한, 비틀림을 줄 수 없으므로 블레

이드 비틀림 각이 35도 이상으로 설계되는 틸트로터

에 비해 Hover Efficiency가 상당히(약 20% 이상) 

감소할 것이다.

4. 결론 및 전망

틸트로터를 중심으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고

속 수직이착륙항공기 개발동향 및 관련 기술에 대해 

정리하였다. 현재 고속 수직이착륙항공기 시장에서 

틸트로터는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이를 대체할 경쟁적 기술이 실용화되기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선행하여 간파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틸트로터 비행체 개발을 추진하는 스마트무인기를 통

한 틸트로터 기술개발 사업은 그 사업적, 기술적 의의

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개발 추진에 있

어서 대부분  국내기술을 주축으로 할 뿐 아니라, 실

용화가 가능한 성능수준을 목표로 하여 개발기술의 

독자성과 향후 다양한 실용화 사업의 적시수행 능력

을 보유하게 되었다.

틸트로터의 실용화 개발 과정이 보여주듯, 틸트로터 

기술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할 만한 기술이다. 이 기술에 대해 비관하던 회전익 항

공기 주력업체들은 틸트로터 기술의 군용 (V-22),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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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용 (BA609), 무인기 (Eagle Eye) 영역에서 전 방위

적인 실용진입에 놀라 뒤늦게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무인기 사업을 통해 축적된 틸트로

터 설계 개발 기술은 고속 수직이착륙항공기 개발관

련 향후 발생할 국제공동사업 및 실용화를 통한 시장

진입의 기반을 선점하는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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