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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 간격에 따른 쿼드로터의 후류특성 변화 연구

이승철* ․ 채석봉* ․ 김주하†

Quadrotor wak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rotor separation distance

Seungcheol Lee*, Seokbong Chae* and Jooha Kim†

Abstract Rotor wake interaction must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quadrotor flight, and the rotor 
separation distance is an important parameter that affects the rotor wake interaction. In this study, the 
wake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with varying the rotor separation distance. The velocity field 
in the rotor wake was measured using digital PIV for hovering mode at Re = 34,000, and the wake 
boundaries from the inner and outer rotor tips were quantitatively compared with varying the rotor 
separation distance. The symmetric rotor-tip vortex shedding about the rotor axis was found at a large 
rotor separation distance. However, the wake boundary became more asymmetric about the rotor axis 
with decreasing the rotor separation distance. At the minimum rotor separation distance, in particular, 
a faster vortex decay was observed due to a strong vortex interaction between adjacent r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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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쿼드로터 형태의 무인비행체는 가장 광범위하

게 사용되는 무인비행체 유형이다. 쿼드로터 형

태의 무인비행체는 공중정지 비행(hovering) 또는 

수직 이착륙비행이 가능하고, 제어의 용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 수행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쿼드로터 형

태의 무인비행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해짐에 

따라, 무인비행체 수요 증대에 걸맞은 기술적인 

발전을 통하여 무인비행체의 작동시간과 공력성

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무인비행체의 

작동시간과 공력성능은 로터 회전으로 인한 추

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로터의 성능 

개선을 통한 동력 절약 및 공력 향상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 현재까지 로터 공력성능

에 대한 많은 연구가 단일 로터 위주로 이루어

져 왔는데, 로터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

성으로는 로터 팁 보텍스(TV; Tip Vortex)와 날

개길이 방향의 보텍스 시트(spanwise vortex sheets)

로 구성된 3차원 후류 구조가 있으며(2),(3), 이때 

로터 팁 보텍스와 보텍스 시트의 회전방향은 서

로 반대이다(4). 유동특성을 관찰하는 방법인 입

자영상유속계(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를 

이용하여 로터 블레이드의 피치각과 추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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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성이 후류 구조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밝혀냈지만(2), 단일 로터 연구의 경우 로

터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무인비행체의 로터 추력과 전체 추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5). 윤석관 등(6)은 쿼드로터 형태

의 무인비행체의 공력성능을 전산유체역학을 통

해 분석하였고, 공중정지 비행에서의 로터 간 상

호작용이 공력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무인비행체의 공력성능

에 로터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는 위 연구(6)

를 제외하고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

하여 로터 간격 조절이 가능한 무인비행체 모델

의 공중정지 비행에 대한 후류 유동을 실험적으

로 측정하였고, 로터 간 상호작용에 따른 후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 장치 및 모델

Fig. 1은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하여 드론 주

위 유동특성을 관찰하고자 하는 실험 장치로, 벽

면, 바닥 그리고 천장 효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7) 

1.2 m × 1.2 m의 폐쇠된 큰 챔버 안에 쿼드로터

형 무인비행체 모델과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무인비행체 모델은 전원공급기를 통해 모터 구

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받는다. 무인비행체의 

후류 유동장은 Nd:YAG 레이저, CCD 카메라, 

timing hub를 통해 측정되며 PC에 저장된다. 레

이놀즈 수는 Re = UC/ν(U, 로터 팁의 속도; C, 

코드 길이; ν, 공기의 동점성계수)로 정의하여 

Re = 34,000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FoV(Field 

of View)는 230 mm × 230 mm이고, 1/4 법칙(8)에 

의해 이미지 사이의 시간간격을 20 µs으로 설정

하여 입자의 이동거리가 조사 창(interrogation 

window)의 1/4보다 작도록 설정하였다. 평균 유

동장을 얻기 위해, 주 유동방향(z-direction)에 해

당하는 평균 평방근(root mean square) 값이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지정하여 이미지 수

만큼의 평균 값이 수렴하는지를 조사하였고, 

Fig. 1. Schematics for wake measurements on (a) 
xy plane and (b) yz plane.

Fig. 2. Quadrotor UAV model used in the study 
(a) d/R = 0.13 and (b) d/R = 2.37.

2000장의 순간 유동장 이미지를 평균함으로써 평

균 유동장의 안정된 평균 속도, 평균 평방근 그

리고 평균 와도 값을 얻었다. Fig. 1(a)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xy 평면(수평 평면)을 측정함으로

써 후류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Fig. 1(b)에서 레이저 시트를 수직으로 조사함으

로써 yz 평면(수직 평면)을 측정할 수 있고, 로터

에 의한 유동특성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Fig. 2는 실험에 사용된 쿼드로터형 무인비행체 

모델로 기본적인 X 형상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BLDC 모터 그리고 로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 모터가 무인비행체 모델의 아랫면에 설치된 

로터 플랫폼(inverted rotor platform)을 사용함으로

써 로터가 모터와 프레임보다 후류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무인비행체의 안정성과 추력 효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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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9), 유동가시화에 있어서 유동 간섭을 최소화

하였다. 무인비행체 로터의 반지름(R)은 38 mm 

이며 코드길이는 16 mm로 일정하고, 로터의 회

전속도는 8100 rpm으로 4개의 로터 모두 일정하

게 펄스폭 변조(PWM; Pulse Width Modulation) 

신호를 조절하였다. 또한, 로터 블레이드의 초기 

피치각은 23°로 고정되어 있고, 사각형 모양의 

블레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Fig. 1의 드론 주

위 좌표계를 살펴봤을 때, x, y, z축을 기준으로 

속도성분을 각각 u, v, w로 명명하였다. Fig. 2에

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로터가 무인비행체의 암 

프레임(arm frame)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설

계하여 이웃한 로터 사이의 거리(d)를 변화시켰

다. 본 실험에서 고려한 로터 반지름으로 무차원

화된 로터 간격(d/R)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13(Fig. 2a)과 2.37(Fig. 2b)이다.

2.2 실험 방법

먼저, Fig. 1(a)와 같이 무인비행체의 후류 발

달을 조사하기 위해 단일 로터와 4개의 로터 모

두 작동한 경우에 대해 PIV를 수행한 결과, Fig. 

3를 얻을 수 있었다.  Fig. 3은 단일 로터 작동

과 4개의 로터 모두 작동 시에 xy평면(수평 평

면)을 변화시키며 평균 와도 윤곽을 나타낸 것

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xy평면에서 측정된 

평균 와도 윤곽을 중첩하여 도시하였다. Fig. 

3(a)에서 보듯이, 단일 로터 작동 시에 후류 발

달이 방향변화 없이 아래로 올곧게 발달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4개의 로터 모두 작동 

시(Fig. 3b)에 각 로터에 의한 후류가 서로 이끌

리고 모이려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Fig. 4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인접한 로터 

사이 공간에 각 로터의 회전방향에 의해 유도된 

속도가 합쳐지면서 그 인접지역에서 속도가 빨

라지고 그에 따라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

하는 현상이다. 결국, 각각의 로터 후류가 무인

비행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무인비행체 주유동방향의 자세

한 후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Fig. 1(b)와 

같이 레이저를 수직으로 조사할 때, 무인비행체

Fig. 3. Mean vorticity contours with varying z/R 
(a) 1 rotor rotated out of 4 rotors and (b) 
all 4 rotors rotated at d/R = 0.13.

 

Fig. 4. Mean transverse velocity contour at x/R=0 
and magnitude of velocity contour at z/R 
= -0.44.

의 중심을 지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조사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Averaged w contours 분석

Fig. 5는 무차원된 평균 주 유동방향의 속도 윤

곽을 나타낸다. Fig. 1(b)에서 레이저 시트를 조사

한 것과 같이 PIV를 수행하였고, 무차원화된 로터 

간격(d/R)을 2.24, 1.18, 0.13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무차원화된 로터 간격이 2.24(Fig. 5a)인 경우에, 로

터로부터의 속도장이 로터 축을 기준으로 대칭으

로 형성되고, 로터의 블레이드가 측정면을 지나면

서 가속되는 유동으로 인해 주 유동방향의 속도 

윤곽에서 블레이드가 아랫방향으로 유동을 전달

하는 강한 속도 영역과 로터의 허브 때문에 로터 



   로터 간격에 따른 쿼드로터의 후류특성 변화 연구                          49

Fig. 5. Mean streamwise velocity contours at (a) 
d/R = 2.24, (b) d/R = 1.18 and (c) d/R = 
0.13 on x45°z plane.

축을 따라 약한 속도영역이 형성된다. 또한, 후류

가 아래로 발달됨에 따라 난류 확산(turbulent 

diffusion)에 의해 속도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고 속

도봉우리(peak)가 점점 넓어진다. 로터 간격이 가

까워질수록, 각 로터에 의한 후류는 무인비행체의 

중심으로 모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결국 무차원화

된 로터 간격이 0.13으로 가장 가까운 경우(Fig. 

5c), 비대칭적인 속도장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 무인비행체의 중심

의 로터 라인(tip path plane) 부근에서 주 유동방향

을 거스르는 upstream flow가 형성되는데, 이는 인

접한 로터가 가까워지면서 각 로터의 팁 보텍스가 

합쳐지면서 형성되는 tip vortex-induced upwash이

다(10).

3.2 Vorticity contour

Fig. 6은 무차원된 평균 와도 윤곽을 나타낸다. 

무차원화된 로터 간격을 평균 속도 윤곽과 마찬가

지로 2.24, 1.18, 0.13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무차

원화된 로터 간격이 2.24인 경우(Fig. 6a)에, 로터 

후류 간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로터에서 자라나는 팁 보텍스 쉐딩의 안쪽 

팁 보텍스 궤적(음수로 자라나는 팁 보텍스 쉐딩)

 

Fig. 6. Mean vorticity contours at (a) d/R = 2.24, 
(b) d/R = 1.18 and (c) d/R = 0.13 on 
x45°z plane.

과 바깥쪽 팁 보텍스 궤적(양수로 자라나는 팁 보

텍스 쉐딩)이 로터 축에 대해 대칭이다. 하지만, 로

터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안쪽과 바깥쪽 팁 보텍스 

궤적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차원화된 로터 간격이 0.13의 경우(Fig. 6c)에는 

완전히 비대칭적인 팁 보텍스 궤적을 나타내고 있

다. 특히 안쪽 팁 보텍스 궤적은 인접한 로터의 팁 

보텍스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섞이고 소산되어 팁 

보텍스 쉐딩이 완전히 자라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추가적으로, 안쪽 팁 보텍스 궤적은 인

접한 로터에 의한 반대의 circulation을 갖는 안쪽 

팁 보텍스 궤적 쪽으로 크게 방향을 바꾼 것처럼 

보인다. 이는 순간 와도 윤곽들을 통해서도 명확히 

관찰되는데, Fig. 7은 이전과 동일한 로터 간격들

에 대해 순간 와도 윤곽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Fig. 

7(c)에서 보듯이 무차원화된 로터 간격이 0.13으로 

가장 가까운 경우, 팁 보텍스들이 다른 로터 간격

이 큰 경우들보다 빠르게 섞이고 소산되고 있는데, 

이는 강한 보텍스-보텍스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

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평균 와도 윤곽(Fig. 6)을 통해 최

소 또는 최대 와도값을 지닌 라인을 따라 안쪽

과 바깥쪽의 팁 보텍스 궤적을 추적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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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stantaneous vorticity contours with the 
velocity fields at (a) d/R = 2.24, (b) d/R 
= 1.18 and (c) d/R = 0.13 on x45°z plane.

Fig. 8. The locations of inner and outer tip 
vortices at (a) d/R = 2.24, (b) d/R = 1.18 
and (c) d/R = 0.13. Here, r denotes the 
radial coordinate about the rotational axis 
of the rotor. 

Fig. 8과 같이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기

존의 드론 주위 절대좌표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

라, 특정 로터 축을 기준으로 rz 좌표를 새로 적

용하여 팁 보텍스 궤적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프의 x축이 의미하는 바는 

z/R로 음수 부호는 주 유동방향을 의미하고, y축

은 r/R로 특정 로터 축을 기준으로 하는 무차원

된 방사상의 좌표이고, (z/R, r/R) = (0, 1)은 로

터 팁을 의미한다. Fig. 6에서 봤듯이, 무차원화

된 로터 간격이 2.24의 경우(Fig. 6a)에 안쪽과 

바깥쪽 팁 보텍스 궤적이 로터 축에 대해 대칭

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Fig. 8에서 그래프를 통

해 표현하면, 안쪽과 바깥쪽 팁 보텍스의 위치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로터 간격이 

가까워짐에 따라 안쪽과 바깥쪽 팁 보텍스 위치

들 사이의 불일치가 점점 두드러지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하여 로

터 간격 조절이 가능한 무인비행체 모델의 공중정

지비행에 대한 후류 유동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였

고, 로터 간 상호작용에 따른 후류 변화 양상을 살

펴보았다. 쿼드로터형 무인비행체의 4개의 로터를 

모두 작동하였을 때, 후류 발달을 살펴보면 각각의 

로터로부터 발생되는 후류가 서로 이끌려 모이려

고 한다. 그러므로 각 로터의 후류가 무인비행체의 

중심에 대해 대칭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무

인비행체의 후류 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로터 

간격이 충분히 먼 경우(d/R = 2.24), 로터 후류 간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로터에

서 자라나는 팁 보텍스 궤적이 각 로터 축을 기준

으로 대칭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로터 간격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각 로터 후류가 무인비행체의 중심

으로 기우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로 인해 로터의 안쪽과 바깥쪽 팁 보텍스 궤적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된다. 로터 간격이 가장 가까운 

경우(d/R = 0.13), 안쪽 팁 보텍스들이 강한 보텍스-

보텍스 상호작용에 의해 빠르게 잔멸하며 길게 자

라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로터의 

안쪽과 바깥쪽 팁 보텍스 위치를 추적해봤을 때, 

안쪽과 바깥쪽 팁 보텍스 위치들의 불일치를 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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