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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중형 기동 회전익기 로터회전수 제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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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Rotor Speed Operating Limitation

for Medium Class Utility Rotorcraft

Jonghoo Park*

ABSTRACT

The rotorcraft makes lift and control forces by the rotor thrust. At the development

phase of the rotorcraft, the operational limitations have to be established. And it shall be

demonstrated to operate the rotorcraft safely within the limitations. This paper introduces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results of operational rotor speed limitations for the medium

class utility rotorcraft. And it shows the follow-up activities after design changes of rotor

speed indicators and aural warning systems for implementing the rotor spee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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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회전익기는 고정익 항공기와 달리 회전하는 로

터에서 발생하는 추력을 이용하여 비행한다. 고

정익 항공기가 기체/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과 

각종 조종면에서 발생하는 조종력으로 항공기를 

공중에 떠오르게 하고 조종하는 반면, 회전익기

는 주/꼬리 로터의 추력으로 기체를 비행 시킬 

수 있는 양력과 조종력을 모두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회전익기의 로터회전수는 해당 항공기의 특

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안정적인 비

행을 위해서는 로터회전수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과거의 회전익기는 조종사가 콜렉티브 스틱과  

스로틀을 직접 조종하여 로터회전수를 조절하였

으나, 근래의 대부분의 회전익기들은 엔진조속기

(Engine Governor)나 이보다 진보된 FADEC(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을 이용하여 

조종사의 임무부하를 최소화시켰다.

한편, 엔진조속기나 FADEC은 엔진이 정상적

으로 동작 할 때에 로터회전수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이다. 회전익기의 운용 중 엔진 고장 등으로 

인해 오토로테이션 상태에 진입한 경우에는 조종

사가 콜렉티브를 조절하여 로터의 회전수를 유지

시켜야 한다. 즉, 안정적인 로터 회전수를 유지하

기 위해 동력 비행 상태(Power On)에서는 

FADEC이 규정된 Power On 로터 회전수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하며, 무동력 비행 상태(Power

Off 또는 오토로테이션 비행 상태)에서는 조종사

가 콜렉티브를 조절하여 적정 수준의 로터 회전

수 범위내로 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전익기의 특성에 따라 회전익기의 개

발과정에서는 해당 회전익기가 안정적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로터회전수 운용 제한

(Operating Limitation)을 수립해야하며, 이를 입

증하여 해당 제한 내에서는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익기의 로터회전수제한과 

관련된 요구도를 분석하고, 현용되는 회전익기의 

로터회전수 제한 설정 사례 조사 결과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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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Part 29 주요 내용

29.25(b)

Weight

Limits

(b) Min.
Weight

- 최소중량은 감항 신청자가 선택한

최소 중량, 설계 최저중량, FAR29

의 각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최저 

중량 보다 커야함.

29.33

Main

Rotor

Speed

and Pitch

Limits

(a) Main
Rotor
Speed
Limits

- Power On : 모든 적절한 기동 수

행에 대해 적정 마진 필요, 조

속기 특성 고려 필요

- Power Off : 해당 속도, 중량에 대

해 오토로테이션 가능해야함

(b) Norm.
High
Pitch
Limit

- Power on : 지속 유지 비행 시

설정된 범위 아래로 주 로터 회

전수가 내려가지 않아야함.

(c)
Normal

Low
Pitch
Limit

- Power off : 최저 피치에서 가장

불리한 중량/속도 조합의 오토로

테이션 비행 가능한 로터회전수 제

공 가능해야하며, 특별한 조종 기술 

없이 과속을 방지 가능해야함.

(d)
Emergen
cy High

Pitch

- High Pitch Stop이 Power On 주

로터회전수 범위의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한 경우, 여분의 비상 피치 

범위가 필요함.

(e) Low
Speed

Warning

- 단일 엔진 회전익기 또는 한쪽 고

장 시 정상엔진의 동력 자동 증

가 기능이 없는 다중 엔진 회전

Table 1. FAR 29 로터회전수 관련 규정

FAR Part 29 주요 내용
익기의 경우 로터 회전수 저하

경고 장치가 있어야 함.

29.143
Controlla
bility and
Maneuvera

bility

(b)
Margin

of Cyclic
Control
at VNE

- 가장 불리한 로터 회전수 및 

Power Off VNE의 속도로 비행

시 충분한 사이클릭 마진이 있

어야 함.

29.251
Vibration

-

- 항공기의 각 부위에 대해 모든 운

용범위 내의 속도 및 동력 조건

에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함.

29.927
Addition
al Tests

(d)
Overspe
ed Tests

- 엔진 제어기 고장 시 예측되는 로

터 회전수나 운용 중 예측되는

Transient를 포함한 최대 로터

회전수의 105%로 과속시험이 수

행 되어야 함.

29.1509
Rotor
Speed

(a) Max
Power

Off

- 최대 Power off 로터 회전수는 구

조한계 및 Type Test를 통해 확인

된 최대 회전수의 95%를 넘어서

는 안 됨.

(b) Min
Power

Off

- 최소 Power off 로터 회전수는 Type

Test 및 설계 입증을 통해 확인된 

최소 회전수의 105%보다 커야

함.

(c) Min
Power

On

- 최소 Power on 로터 회전수는 Type

Test 및 설계 입증을 통해 확인된 

최소 회전수보다는 커야하며,

29.33에 의해 정해진 값보다는 

작아야 함.

였다. 또한 검토 대상 회전익기의 로터회전수 운

용제한을 설정하기 위한 각 세부계통에 대한 검

토 과정과 전반적인 로터회전수 제한 입증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Ⅱ. 본 론

2.1.로터회전수 제한 관련 감항 요구도

FAA에서 제시하는 FAR Part 29

Airworthiness Standards : Transport Category

Rotorcraft에서는 중형 회전익기의 감항 인증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FAA는 FAR29 규정 본문과 

함께 Advisory Circular(AC)를 작성/배포하고 

있다. AC에는 각 규정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입증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FAR 29의 규

정 중 로터회전수와 관련된 제한은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상기 표 1은 FAR29에서 제시하는 로터회전수 

관련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사항은 AC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Power On 로터회전수 제한 범위는 엔진 

조속기 또는 FADEC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정함.

2) Power Off 로터회전수 제한 범위는 특정 

조건의 진동, 하중, 조종성 및 각 계통 영

향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함.

3) 설정된 Power Off 로터회전수 범위에 대해

서는 5%의 마진 및 10%의 비행속도 증속

을 고려하여 실연되어야함.

상기 주요사항에 대해 특히 진동에 대해서는 

입증을 위해 비행해야하는 시험 조건을 그림 1.

과 같이 특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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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RPM[%]

Power

On

Nominal 100

Max. Continuous 104

Min. Stabilized 92.5

Min. Transient 83

Power

Off

Max. Continuous 109.5

Max. Transient 117

Min. Transient(>100kts) 83

Min. Transient(<100kts) 92.5

Table 2. Cougar 계열 로터회전수 제한

Fig 1. FAR29.251 Vibration Test Point

FAR29에서 제시하는 상기 규정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Power On/Off 로터회전수 제한을 

설정하고 이를 교범에 반영하여 조종사가 안전하

게 비행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해야 한다.

1) Power On Normal Operating Rotor Speed

2) Power On Transient Min/Max Rotor Speed

3) Power Off Continuous Min/Max Rotor Speed

4) Power Off Transient Min/Max Rotor Speed

2.2. 로터회전수 운용 제한 사례

로터회전수 운용 제한에 대한 감항 인증 기준

이 FAR29에 제시되어 있으나, 운용 교범이나 계

기판 등에 제시되는 로터회전수 운용 제한의 표

현 구성 및 표현 방식은 각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다. 이는 각 제조사의 설계 개념이나 고객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감항 인증 기준에서 제시

하는 조건들은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충족하되 각 

제조사마다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중형 회전익기에 대한 로터회전수 제한

치 및 표현 방식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1) Eurocopter AS332/532 Cougar 계열

유로콥터사의 AS332/532 Cougar 계열은 다양

한 파생형 모델이 개발되어 다수의 국가에서 운

용하고 있는 기동회전익기로 모델에 따라 8 ∼10

톤 사이의 최대 이륙중량을 갖는 중형 기동회전

익기이다. 기본형은 FAR29를 기준으로 하여 개

발 및 인증되었으며, 그 중 대표 모델인 

AS332L2와 AS532U2는 공통적으로 표 3과 같이 

로터회전수 제한을 비행교범에 제시하고 있다.

Cougar 계열의 경우 공통적으로 최저 로터회

전수는 Continuous, Transient 구분 없이 83%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Cougar 계열의 발전기 운

용 제한 특성에 따른 것으로, 특정 회전수 이하

에서 발전기의 전원 공급 차단이 발생하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성은 EC225/725

가 5 블레이드 로터를 사용함에도 동일 발전기를 

적용하여 최저 로터회전수는 동일한 값으로 설정

된 것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로터회전수 제한에 대해 조종사에게는 그

림 2.와 같은 형태의 원형 다이얼계기에 녹색영

역, 황색 영역, 적색 제한치로 시현하며, 이는 유

로콥터사의 대부분의 회전익기에 적용된 방식이

다.

Fig. 2 AS332/532 로터회전수 계기

2) Sikorsky UH-60A Black Hawk

Sikorsky사에서 개발한 UH-60A는 최대 이륙

중량 9톤급의 군용 기동회전익기로, 전 세계적으

로 가장 많이 운용되는 기동회전익기이다.

UH-60A는 표 4와 같이 로터회전수 제한을 운용 

교범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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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RPM[%]

Power

On

Continuous 95 ∼ 101

Transient 101 ∼ 107

Minimum Except for

Transient and Idle
91

Power

Off

Normal 90 ∼ 105

Maximum 110

Transient 105 ∼ 110

Table 3. UH-60A 로터회전수 제한

Fig. 3 UH-60 로터회전수 계기

구 분 RPM[%]

Power

On

Normal Operating Range 99 ∼ 100

Max(Cat. A Takeoff) 104

Min(FADEC Manual) 95

Design Max. 104

Design Min. 95

Power

Off

Maximum 107

Minimum 90

Design Maximum 107/0.95

Design Minimum 90/1.05

Table 4. Bell-407 로터회전수 제한

구 분 RPM[%]

Power

On

Max. @ TQ ≤30% 104.5

Operation @ TQ ≤30% 100~104.5

Max. Continuous 100

Cont. Operation > 6kft(Hd) 100

Cont. Operation ≤ 6kft(Hd) 97~100

Minimum 97

Power

Off

Maximum 104.5

Min. Autorotation ≥8klbs 91

Power off operation <8klbs 80~104.5

Min. Autorotation <8klbs 80

Table 5. Bell-412 로터회전수 제한

Fig. 4 Bell-407 및 Bell-412 로터회전수 계기

UH-60A의 경우 Power Off 로터회전수 제한에 

대해 Normal이라고 하여 Continuous 범위를 제

시하며, Transient에 대해서는 높은 쪽으로만 설

정하고 낮은 쪽으로는 Transient Min. 로터 회전

수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UH-60A는 상기와 같은 제한치를 그림 3의 좌

측과 같은 형태로 로터회전수 제한들을 시현하

며, 이후 조정석 계기가 디지털화되면서 그림 3.

의 우측(중앙 상단)과 같은 형태로 로터회전수 

제한을 조종사에게 시현한다.

3) Bell Bell-407 & Bell-412

Bell사의 Bell-407과 Bell-412는 각각 최대 이륙

중량 3톤 및 5.5톤급의 민수회전익기다.

Bell-407과 Bell-412의 로터회전수 제한은 각각 

아래 표 4 및 표 5와 같다.

Bell사의 두 기종은 제조사는 같지만 로터회전

수 제한치의 설정 및 시현 방법은 상기 표4/5

및 그림 4.에서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다. 동일 

제조사의 회전익기라고 하더라도 각 회전익기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2.3. 로터회전수 제한 관련 계통 제한 검토

로터회전수 운용 제한 설정 대상 회전익기로 

쌍발 엔진, 4 블레이드, 이륙 중량 8.6톤급의 중

형 기동 회전익기를 대상으로 검토해보았다. 대

상회전익기의 개략적인 주요 형상/제원은 아래

와 같다.

구 분 제원

기체 길이 약 15m

로터 직경 약 16m

전고 약 4.5m

기체 폭 약 3.5m

최대이륙중량 8.6톤급

Table 6. 대상 회전익기 주요 제원

대상 회전익기의 로터 회전수 제한 목표를 수

립하기 위해 로터 회전과 관련된 각 계통의 제한

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대상 계통은 로터 

계통, 엔진 계통, 동력전달 계통, 전기 계통 등이

며, 비행시험을 통해 확인할 회전수 범위를 개략

적으로 설정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최종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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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터 계통의 경우, 블레이드, 마스트, 고정 핀,

슬리브 등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해석 및 구조 

시험을 통해 구조 건전성이 확인된 로터 회전수 

범위를 확인 하고, 훨 타워 시험을 통해 통합된 

상태에서의 로터 성능 및 안정성, 구조 건전성 

등을 확인한다.

엔진 계통의 경우, FADEC의 성능이 보장하는 

로터 회전수 범위를 확인하고, 과속 회전수 조건

에서의 엔진 건전성 등을 확인한다.

동력전달계통의 경우, 기어 박스와 같은 주요 

구성품의 내구성 시험, 과속 시험 등에서 입증된 

회전수 범위를 확인한다.

전기 계통의 경우, 발전기 및 전력 관리 계통

에서 지원 가능한 회전수 범위 등을 확인한다.

상기와 같은 각 계통의 회전수 관련 범위를 확

인하여 비행시험을 통해 확인할 로터회전수 범위

를 설정한다. 확인 대상 범위에는 FAR29에서 제

시하는 바와 같이 Power Off에 대해서는 5%의 

로터 회전수 마진을 두어 확인이 되어야하며, 비

행 속도에 대해서도 초과 금지 속도 보다 10%

증속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시험되어 입증되어야

한다.

2.4. 로터회전수 제한 범위 확인 및 설정

설정된 목표 로터회전수 제한 범위에 대해 비

행시험을 통해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종 로터 회

전수 제한 범위를 확정하여 비행교범에 반영 한

다.

1) Power On Continuous

Power On Continuous 로터회전수는 FADEC

의 로터 회전수 제어 성능에 따라 결정되며, 비

행시험 중 제자리 비행이나, 정상 수평비행, 상승

/하강 등의 기본적인 기동 중 해당 FADEC이 보

장하는 로터 회전수 제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지 확인한다. 대상 기종의 경우 기본적인 기동 

비행 시 정상 로터 회전수 대비 FADEC이 보장

하는 범위인 ±1% 변화 이내에서 로터회전수가 

안정적으로 운용됨이 확인되었다.

2) Power On Transient

비행 중 급격한 기동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로

터 회전수 최대/최소 범위를 확인하여 유지되는 

상황은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범

위를 설정한다. 주로 Jump Take-off나 고속 

Push-over, 고 하중 배수 Pull-up, 큰 선회각의 

선회와 같은 기동에서 나타나게 된다. 대상 회전

익기에 대해서도 전체 Power On 비행 중 일시

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확인하여 Power On

Transient 최대/최소 제한 값을 확정하였다.

3) Power Off Continuous

대상 회전익기의 운용 범위내의 등가중량

(Referred Weight : W/σ)별로 최소 필요 동력 

속도(Vy) 부근에서 콜렉티브 최하단 상태로 비행 

유지 시에 획득되는 로터 회전수를 확인한다. 이

로부터 Power Off Continuous 최소 로터회전수

가 목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한편,

높은 등가중량에 대해서는 콜렉티브 최하단 

Power Off 비행 시 매우 높은 로터회전수로 상

승할 수 있으며, 이때 콜렉티브를 조절하여 목표 

Power Off Continuous 최대 로터회전수 내로 용

이하게 조절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Fig. 5 등가 중량 대비 Power Off

로터회전수

대상 회전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용 최저 

예상 중량에 혹한기, 저고도 조건을 고려한 가장 

작은 등가중량을 얻기 위해 Cold Weather

Campaign 시 가능한 최저 중량에서의 비행시험

을 수행하여 확인하였고, 최대 등가 중량에서 콜

렉티브를 조절하여 목표 범위내로 용이하게 조종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6 로터회전수 과속 방지 조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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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시험 결과

Ground

Run

․지상 엔진 시동 시 Idle 영역에서 해당 

계기 색깔 시현 확인

․지상 엔진 시동 시 Low RPM 경고 발

생 여부 확인

․정상 영역 진입 시 녹색으로 시현 확인

Bank

Turn

․Bank Turn 기동 수행 간에 정상 로

터회전수 범위 내에서 가동 및 색상 

변화 없음 확인.

Power

Off

Max Nr

․Autorotation 진입 시 Power

On/Off 계기 기준 자동 전환 확인

․기준선 변경 시 황색/적색 변화 확인.

․Nr 원복 시 계기 시현 원복 확인

Power

Off

Min Nr

․Autorotation 진입 시 Power

On/Off 계기 기준 자동 전환 확인

․기준선 변경 시 황색/적색 변화 확인.

․Low RPM 이하 시 음성 경고 발생 확인

Table 7. 로터회전수 계기 및 경고계통 작동 확인 시험

최소 필요 동력속도에서의 로터회전수 범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FAR29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해당 Power Off Continuous 최대/최소 로

터회전수와 초과 제한 속도(VNE,Power Off)에 

대해 마진을 두어 오토로테이션 하강 비행 및 조

종성 확인 실연을 수행한다.

4) Power Off Transient

오토로테이션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비행 할 수 있는 Continuous 범위와 달리 

Transient 범위는 오토로테이션 진입단계, 최종 

착륙단계, 조종미숙에 따른 일시적 증가 등을 고

려하여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문제가 없을 범위로

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 Power Off Transient

Min/Max 로터회전수와 VNE,Power Off의 조합 

조건을 설정하고 오토로테이션 하강 비행을 하면

서 해당 조건을 일시적으로 도달했다가 복귀하면

서 항공기의 진동/하중수준/조종마진을 확인하

여 문제없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에 추가적으로 FAR29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5%의 마진을 두어 최소 로터회전수보

다는 5% 적게, 최대 로터 회전수에 대해서는 5%

큰 조건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도달 시 문제가 

없음을 보여야한다.

한편, Power Off Transient 최소 로터회전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비행 중 엔진 고장 모사를 

통한 오토로테이션 진입 시 로터회전수 저하 수

준을 확인하여 목표 Transient 최소 범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음을 확인해야한다. 로터회전수 저하 

수준 확인시의 콜렉티브 회복 동작 지연시간은 

FAR29에서는 1초를 적용한다. 대상 회전익기에 

대해서는 일정 속도로 비행 중 두 엔진의 동력 

조절장치를 모두 Idle로 순차적으로 내리면서 콜

렉티브 회복 동작 지연시간에 따른 로터회전수 

저하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실연된 Power Off

Transient 최소 범위보다 약 4% 정도 높은 수준

까지만 저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오

토로테이션 진입 시의 일시적인 로터 회전수 저

하 시 조종사의 회복 조작을 통해 실연된 범위 

이내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5. 로터회전수 운용 제한 교범 반영

및 시현

2.4.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시험을 통해 대상 

회전익기의 계통 및 비행체 특성을 고려한 로터

회전수 운용 제한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제한은 운용 교범에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 계기 

및 경고장치 등에 반영되어 조종사가 운용 시 직

관적이고 용이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개발단계에서 초기에는 로터회전수 계기 및 경

고 장치들의 기준치들이 운용제한과 불일치한 상

태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최종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후 입증되어

야 한다. 대상 회전익기에 대해서도 확정된 운용

제한을 반영 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 7.은 로터회전수 계기 및 경고계통의 작동

에 대해 확인한 시험 결과이며, 그림 7.은 로터회

전수저하 경고 발생에 대한 시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설정된 Low RPM 기준 영역에서 정상

적으로 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Low RPM 경고 발생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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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회전익기의 운용에 있어 로터회전수의 안정적

인 유지는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형 기동

회전익기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한 로터회전수 운

용 제한의 설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분석과  

유사 회전익기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상 회전익기의 각 계통 별 제한치들을 

검토하여 목표 로터회전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행시험을 통해 최종적인 로터회전수 운용 

제한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로터회전수 운용 제

한을 대상 기체에 최종 반영하여 확인하는 결과

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비단 로터회전

수 뿐만이 아니라 항공기의 전반적인 운용제한 

수립 과정에서 참고하여 향후 개발할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고난이도의 비행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한 조종

사와 엔지니어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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