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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강화섬유와 유리강화섬유와 같은 유연재료 제

작 기술이 증가하며 강철로 제작하던 선박 및 해양구

조물에 유연재료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형 레저용 보트 및 어선 선체에 유연재료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수중날개와 추진기에 적용하

기 위해 수중 구조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유연체 구조는 주변 유체로부터 하중을 받았을 때 대

변형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유연체 특성을 

이용하여 구조설계를 하면 저진동, 경량, 저소음, 저

비용의 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

유연체 수중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구조가 주변 유

체로부터 유체동력학적 힘을 받았을 때 거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의 대변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구조

변위와 유체흐름이 서로 연성되는 현상이 발생한다(1,2). 

이를 유체-구조연성이라 하며 해당 효과를 반영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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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es of natural behaviors of flexible underwater structures are necessary for designing flexible 

hydrofoils and propellers. The added mass and stiffness of hydrofoils and propellers have an influ-

ence on the natural frequencies of underwater structures. In the previous studies, only added mass 

was considered for the analysis. Thi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error of estimations of natural 

frequency at high speed conditions. Therefore, to predict the natural frequency variance of underwater 

structures, the added stiffness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his paper, the added stiffness of under-

water hydrofoils dependent on the flow speed is derived. The added stiffness is obtained from a 

change of the hydrodynamic force with structural displacement and is calculated for varying flow 

speeds. Hybrid FSI analyses of hydrofoils are performed by considering the added stiffness in the 

structural system of the FSI.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hydrofoil are compared with the ex-

perimental values. The results show that the flow speed–dependent added stiffness is required to ac-

curately predict natural responses of underwater structures in high spe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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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구조연성(fluid structure interaction, FSI) 해석이

다. 유체-구조연성 해석은 공역학과 수력학 분야에 활

발히 적용되고 있다. 공역학 분야의 경우 풍력발전기 

날개, 공기터빈에 주로 적용되며(1,3~5), 수력학의 경우 

수중날개와 추진기가 주요 대상이다(2,5,6). 유체-구조연

성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구조가 주변 유체에 의한 

부가효과를 받게 된다. 구조에 작용하는 부가효과에는 

부가질량(added mass)과 부가탄성(added stiffness)이 

있다(7,8). 수중 구조의 경우 공기중 구조보다 부가효과

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이는 물의 밀도가 공기대비 

103오더로 유체밀도와 구조밀도 사이 비율이 물에서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날개와 공기터

빈에 대한 유체-구조연성 해석 시 부가효과를 무시하

고 해석을 수행한다(1,3~5). 하지만 수중 구조의 경우 물

의 특성에 따라 부가효과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수중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효과 중 부가질량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Zarruk et al.(9)은 

날개형상에 대하여 임펄스(impulse) 응답 실험을 수행

하여 수중과 공기중 고유주파수를 계측하고 부가질량

에 의한 차이가 발생함을 보였다. Liang et al.(7)과 

Liao et al.(10), Zeng et al.(11)은 음향-구조연성 기법을 

이용하여 수중 구조에 작용하는 부가질량을 도출하였

다.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음향-구조

연성 기법을 이용하며 수중구조의 부가질량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Chae et al.(12)은 공역학에서 

제시된 Theodorsen 이론을 이용하여 수중날개 응답을 

2차원으로 단순화 한 후 고유주파수를 도출하였다. 구

조응답 해석과 실험을 비교한 결과 수중날개의 고유 

응답을 단순화 모델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ee et al.(6)과 Li et al.(13)은 수중 추진기에 대하여 포

텐셜 방법을 적용하여 부가질량을 고려하였다. 

부가질량 예측 방법에 대한 검증은 모두 구조가 수

중에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음향-구조연

성 방법과 패널 방법, 구조거동 단순화 모델 모두 구

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고유주파수를 정

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동이 있는 상황에서

는 수중 구조의 고유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

는 것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14~16). 유속이 빨라질

수록 정지상태의 고유주파수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Seeley et al.(14)은 수중날개

에 대해서 유속에 따른 수중 고유주파수를 계측하였

다. 유속에 따라 고유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은 계측오

차에 의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수중날개 유속이 증가

하며 구조의 고유주파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서로 다

른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유

속과 무관한 부가질량만 고려하여 수중 구조의 고유

주파수를 예측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시스

템에 영향을 주어 고유주파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가질량과 함께 부가탄성이 있다. Chae et al.(12)

과 Zhang et al.(17)은 공역학에서 제시된 Theodorsen 

이론을 수중날개에 적용하여 유체-구조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Theodorsen 이론에 부가탄성 항이 존재

하나 유속에 따른 고유주파수 변화를 구현하지 못함

을 확인할 수 있다. Gauthier et al.(18)은 유속에 따라 

변하는 수중날개 고유주파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날

개에 작용하는 부가탄성을 역추정하였다. 유속별 고

유주파수 데이터에 대하여 피팅(fitting)을 통해 부가

탄성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수중날개 고유주파수에 

대한 실험값이 존재해야 부가탄성을 도출할 수 있으

며, 물리적 배경이 없는 데이터 피팅을 활용했기 때

문에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가탄성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중 구조물에 대하여 유속에 

따른 부가탄성 도출 연구가 필요하다. 부가탄성을 수

중 구조해석에 적용하면 유속에 따라 변하는 구조의 

고유주파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중날개에 대하여 유속에 따른 부

가탄성을 도출하였다. 수중날개에 작용하는 유체동력

학적 힘과 구조변위 사이 관계를 이용하여 유속에 따

른 부가탄성 값을 계산하였다. 대상 날개에 대한 부가

탄성을 도출하여 하이브리드 유체-구조연성 해석에 반

영했으며, 연성 해석을 통해 수중날개의 고유주파수를 

도출하였다. 해석을 통해 구한 날개의 고유주파수를 

실험값과 비교하였으며 부가탄성 고려 유무에 따른 

수중 구조 고유주파수 예측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2. 부가탄성 반영 하이브리드 유체-구조연성

2.1 하이브리드 유체-구조연성

유동환경 속 구조물은 주변 유체의 압력과 점성력

에 의한 힘을 받는다. 구조는 유체동력학적 힘에 의

해 변형이 일어나게 되며 유연체의 경우 변위가 반대

로 주변 유동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상호 연관성

이 유체-구조연성이다.

유체동력학적 힘은 구조 표면에서의 압력과 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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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통해 구조로 전달된다. 반면 구조변위에 따른 

영향은 구조물이 주변 유체를 밀어내며 나타난다. 따

라서 유체와 구조의 경계면에서는 압력, 점성을 포함

한 힘 성분과 속도가 일치한다. 유동의 경우 유속과 

압력이 주요 변수이고 구조의 경우 변위가 주요 변수

이기 때문에 유체와 구조의 경계면에서 각 변수에 대

한 경계조건은 식 (1)과 (2)와 같다(8).

   (1)

·  · (2)

여기서 와 는 유체와 구조의 응력텐서를 의미

하며, 와 는 속도벡터를 의미한다. 는 유

체와 구조 경계면에서의 법선단위벡터이다.

유체의 주요변수인 유속과 압력에 대한 지배방정

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이며 일반적으로 대상 환

경에 적합한 난류 모델링과 함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하여 유동 예측을 한다. 반면 

구조의 경우 FEM(finite element method)을 통해 구

조를 이산화하여 거동을 예측한다. 구조의 FEM 지배

방정식을 질량과 감쇄, 탄성행렬을 이용하여 표현하

면 식 (3)과 같다.

  (3)

여기서 와 , 는 각각 구조의 질량과 감쇄 

그리고 탄성행렬을 의미한다. 는 구조 노드 변위 

벡터이며 윗첨자 점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의미한다. 

식 (3)에서 우변은 구조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대한 

힘벡터로 압력에 의한 힘과 점성에 의함 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경계조건 식 (1), (2)를 기반으로 구조

해석과 유동해석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식 (3)을 기

반으로 구조의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이 분할 유체-구

조연성(partitioned FSI) 해석이다(19).

유체동력학적 힘 성분 중 구조시스템에 영향을 주

는 성분은 부가질량과 부가탄성이다. 부가질량은 유

체동력학적 힘 성분 중 구조의 가속도와 위상이 같은 

성분으로 구조의 질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다. 부가탄성의 경우 유체동력학적 힘 성분 중 구조

변위와 위상이 같은 성분에 해당한다. 부가탄성은 구

조의 탄성이 변화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부가질량과 부가탄성은 구조의 형상과 주변 유체

의 특성, 유동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상 수중 구

조의 부가질량과 부가탄성을 예측하여 구조시스템에 

반영한 후 연성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유체-구조연성(hybrid FSI) 해석이다(19). 

하이브리드연성은 식 (3)에서 우변에 있는 유체동

력학적 힘 성분 중 부가질량과 부가탄성에 의한 영향

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구조시스템의 일부로 해석을 

수행한다. 하이브리드연성에 대한 구조 지배방정식은 

식 (4)와 같다.

AddAdd

 AddAdd

(4)

여기서 Add와 Add는 각각 구조에 작용하는 부

가질량과 부가탄성이다. 분할연성과 하이브리드연성 

모두 구조와 유동해석을 개별적인 해석시스템을 이용

하여 유체-구조연성 해석을 수행한다. 하지만 두 기법

에서 사용하는 구조시스템의 질량과 탄성행렬의 차이

가 있다. 식 (5)와 (6)은 각각 분할연성과 하이브리드

연성에 사용되는 구조 특성방정식이다.

det   (5)

detAdd Add   (6)

여기서 는 특성방정식의 해다. 식 (5)와 (6)에서 특성

방정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 고유주파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중 구

조물의 경우 부가질량과 부가탄성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연성을 적용해야 구조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2.2 수중날개 부가탄성

부가탄성은 구조에 작용하는 유체동력학적 힘 성

분 중 구조변위에 비례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부가탄

성은 구조의 형상과 주변 유체의 특성 그리고 주변 

유동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대상 구조에 대한 부가

탄성을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하이브리드연성 해석을 

수행해야 수중 구조해석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대상 수중날개의 부가탄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구

조변위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유체동력학적 힘의 

변화를 파악했다. 수중날개에 대한 부가탄성 생성 경

로를 도출하기 위해 날개의 거동을 굽힘과 비틀림 변

위로 단순화했다. 날개 끝단의 단면 형상에 대하여 

굽힘 변위와 비틀림 변위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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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1과 같이 수중날개의 변위가 발생하면 날개 

주변 유동장 변화가 발생한다. 

유동장 변화에 따라 구조에 작용하는 유체동력학

적힘이 변하게 된다. 날개단면에 작용하는 힘 중 회

전모멘트는 날개의 받음각, 즉 비틀림 변위와 연관되

어 있다. 회전모멘트는 실속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받음각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비틀

림 변위에 따른 회전모멘트의 변화가 구조의 부가탄

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수중날개의 비틀림 변위가 발생하면 Fig. 2와 같이 

주변 유동방향 변화가 발생한다. 구조변위에 의해 주

변 유동방향이 바뀌면 유체운동량 변화가 발생한다. 

유체운동량 변화는 구조에 작용하는 힘을 발생시킨

다. Fig. 2에서와 같이 (-)z방향의 비틀림 변위가 일어

나면 (-)y방향의 유체운동량이 증가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조 뒷날(trailing edge, TE)에는 (+)y방
향 힘이 작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z방향 회전모멘

트가 증가한다. 따라서 회전모멘트의 경우 (-)z방향 

변위에 따라 (+)z방향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의 값

의 부가탄성이 작용한다. 날개단면에 작용하는 회전

모멘트는 실속하지 않는 받음각 범위 안에서 받음각

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비틀림 변위에 따

른 회전모멘트 변화를 도출하면 식 (7)과 같다.

  


 

 


 


 




 


 


 

Add 

(7)

여기서 는 회전모멘트, 는 유체 밀도, 는  

유속, 는 기준단면적, 는 코드(chord)길이, 는 

회전모멘트계수다. 식 (7)을 통해 회전모멘트에 대한 

부가탄성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속이 빨라질수록 부가탄성의 영향이 증폭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부가탄성 값은 날개단면의 회

전모멘트계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날개의 형

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식 (7)에서 부가탄성의 

값이 유체의 밀도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밀

도가 높은 수중 환경에서 부가탄성의 영향이 공기 중 

대비 103오더로 크다. 따라서 수중 환경에서는 부가

탄성에 의한 영향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수중날개에 작용하는 부가탄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변위가 없을 때 구조에 작용하는 유체동력학적 힘과 

변위가 발생했을 시 유체동력학적 힘을 유동해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후, 변위에 따른 유체동력학적 힘

의 변화 값이 부가탄성이며 해당 값을 유체-구조 경

계에 적용하였다.

기존 수중날개 hybrid FSI 연구에서 적용한 부가탄

성은 모두 Theodorsen 이론 바탕이다(12,17). Theodorson 

이론 기반 부가탄성은 공기 중 평판을 가정하여 유도

되었으며, 날개 두께에 따른 유체동력학적힘의 변화

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Theodorson 이론에 기반

한 수중날개 hybrid FSI 해석을 수행한 경우 부가탄

성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날개 두께를 포함한 임의의 형상에 작용하는 

부가탄성 도출 방법을 제시했다. 평판 가정 없이 유

속에 따른 부가탄성을 도출하고 이를 구조시스템에 

반영하여 hybrid FSI 해석을 수행하였다.

3. 부가탄성 반영 수중날개 하이브리드연성 

해석과 고유 응답

3.1 수중날개 하이브리드연성 해석

수중날개에 대하여 부가탄성 효과를 고려한 하이

브리드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해석의 경우 

CFD를 이용하였으며, 구조해석의 경우 FEM을 적용

하였다. Hybrid FSI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용 

FEM 솔버 COMSOL을 이용하였다(20). 대상 수중날

개의 코드길이는 250 mm이며, 알루미늄으로 이루어

져 있다. 날개 단면은 Bergan et al.(16)이 실험을 수행

한 형상과 동일하다. 실험에서는 150 mm × 150 mm 

Fig. 1 Bending and twisting displacement of hydrofoil 
section

Fig. 2 Change in nearby flow due to the hydrofoil 
twisting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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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단면의 파이프에 대상 형상을 외팔보로 고

정하고 여러 유속조건에 대한 구조의 고유 응답을 계

측하였다. 구조의 고유주파수를 계측하기 위하여, 압

전소자(piezoelectric MFCs)와 LDV를 이용하였다. 

각 유속조건에서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구조를 특정 

주파수로 강제가진 시키고, LDV를 이용하여 구조의 

응답을 계측하였다. 가진 주파수를 변경하며 구조 응

답을 계측한 결과를 분석하여 응답 피크를 선별하고 

해당 피크를 고유주파수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 실험상황을 해석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구조를 

강제가진 시켰다. 구조 응답 피크 분석을 통해 고유

주파수를 도출하였다.

주변 유동과 코드의 방향은 (+)x방향이며, 스팬

(span)방향은 (+)z방향이다. 해석에 사용된 구조와 유

체 도메인은 Fig. 3과 같다. 날개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는 외팔보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유동장의 경우 유입면에 유속 경계조건을 부여했

고, 반대면에는 압력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유체와 

구조 경계에는 식 (1)과 식 (2)를 적용하였다.

구조격자와 유동격자 모두 비정렬격자를 이용했으

며 각각에 대하여 수렴성 검사를 진행하였다. 구조의 

경우 고유주파수가 수렴하는 범위까지 격자수를 증가

시켰다. 유동의 경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계수가 수

렴하는 범위까지 격자수를 증가시켰다. 수렴성 검사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a)는 구조격자 수렴성 검

사 결과이며, Fig. 4(b)는 유동격자 수렴성 검사 결과

다. 구조와 유동격자 모두 격자밀도 노말(normal)수준

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에 사용된 

구조와 유동격자 수는 각각 25 694개와 66 064개다. 

해석 수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유동해석 

단독으로 수행하고 유동이 수렴한 이후 하이브리드연

성 해석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t = 0 s에서 

정상상태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t = 0.1 s까지 비정상상

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t = 0.1 s 수준에서 유동해

석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t = 0.1 s에서 

t = 1.2 s까지    s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

간간격과 해석 구간은 구조의 고유 응답 변화를 1 Hz

해상도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유속에 따른 부가탄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U={0, 5, 7.5, 10, 15, 20, 25} m/s에서 해석을 수행하

였다. 각 유속에 대하여 부가탄성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구조 고유주파수를 비교하였

다. 이는 실험에서 압전소자를 이용해 구조 가진을 

적용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해석에 적용한 강

제가진력은 Fig. 5와 같다.

Fig. 3 Fluid and structure domain of hybrid FSI 
analyses

(a) Structure mesh

(b) Fluid mesh

Fig. 4 Cochlea input impedance with the maximum 
helicotrema size

Fig. 5 Time an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external 
force on hydro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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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경 속 수중날개 응답을 하이브리드연성 해

석을 통해 도출하여 뒷날과 앞날(leading edge, LE)

에서 응답을 추출하였다. TE와 LE에서의 구조 응답

을 통해 수중날개의 비틀림 변위를 계산하였다. 비틀

림 변위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통해 구조응답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여 구조의 고유주파수

를 도출하였다. 해석을 통해 도출한 수중날개의 고유

주파수를 실험값과 비교했으며, 부가탄성 고려 유무

에 따른 해석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중날개 부가탄성 

값은 식 (7)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비틀림비틀림 변

위에 따른 회전모멘트의 값을 도출하고 식 (7)에 따

른 회전모멘트와 부가탄성사이 관계를 이용하여 부가

탄성을 계산하였다. 유속에 따른 부가탄성 변화를 고

려하기 위하며 각 유속에 대한 회전모멘트 값을 도출

하여 부가탄성을 도출하였다.  

3.2 유속에 따른 수중날개 고유 응답 변화

수중날개 부가탄성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함을 식 (7)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속을 제외한 변수는 

동일한 날개 구조에 대하여 상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수중날개에 대한 부가탄성은 유속에 대한 함수다. 

구조의 고유주파수는 모달질량(modal mass)과 모달탄

성(modal stiffness)을 이용하여 식 (8)로 표현된다.

  

 





(8)

여기서 는 고유주파수, 와 는 각각 모달탄성과 

모달질량이다. 식 (8)에서 수중 구조에 대한 부가질량

과 부가탄성 효과를 반영하면 식 (9)와 같다.

  

 


Add

Add
(9)

여기서 Add와 Add는 각각 부가탄성과 부가질량이

다. 식 (7)에서와 같이 부가탄성이 유속의 제곱에 비

례하는 점을 식 (9)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식 (10)과 

같다.

  

 




 

   (10)

식 (10)에서 U = 0 m/s이면 유속이 없는 조건에서 

수중 고유주파와 동일하다. 따라서 수중날개 유속과 

고유주파수 사이 관계는 최종적으로 식 (11)과 같다.

  
   (11)

여기서 는 U = 0 m/s 조건에서 구조 고유주파수다. 

식 (11)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식을 이용하

여 유속에 따른 수중날개 고유주파수 실험값에 대한 

추세식을 도출하였다. 대상 수중날개의 비틀림 응답 

고유주파수의 값을 이용하여 추세식을 도출하면 

Table 1과 같다. 식 (11)을 이용하여 추세식을 도출했

을 때  51.21/m2가 된다. 변수 는 날개 형상에 의

존적인 변수로 해당 값은 이 연구의 대상 날개에 대

한 값이며, 치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의 값 또한 변

하게 된다. Table 1에서 각 유속에 대한 추세식의 값

이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식 (7)과 같이 표현되는 수중날개의 부가탄성 

값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대상 수중날개에 대하여 

2.2절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부가탄성을 계산하였

으며 부가탄성 반영 유무에 따른 고유주파수 변화를 

도출하였다.

3.3 부가탄성 반영 수중날개 고유 응답 특성

(1) 수중날개 굽힘과 비틀림 고유모드 형상

유속과 부가탄성 반영 여부에 따른 수중날개 고유주

파수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수중날개의 고유

모드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 U = 0 m/s조건 즉, 주변 유

동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중날개 고유응답 해석을 수행

하였다. U = 0 m/s조건에서는 부가탄성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부가질량 효과만 반영되었다. Fig. 6과 

Fig. 7은 각각 수중날개의 첫 번째 굽힘모드와 첫 번

째 비틀림모드 형상이다. Fig. 6에서 굽힘모드의 경우 

LE와 TE에서 응답의 위상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반

Table 1 Comparison between curve fitted data and ex-
perimental data of hydrofoil twisting frequency

Inlet 
velocity 

[m/s]

Exp.
(Bergan, 2018)

[Hz]

Fitted curve 
[Hz] Err. []

0.0 623.0 623.0 0.00

5.0 624.5 624.0 0.08

7.5 625.2 625.3 0.02

10.0 626.3 627.1 0.13

15 640.7 632.2 1.33

20.0 639.2 639.2 0.01

25.0 645.2 648.2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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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Fig. 7에서 비틀림모드의 경우 LE와 TE에서 응답

의 위상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E와 TE에서 

응답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피크 중

에서 서로간 위상이 동일하면 굽힘모드 응답이고 반

대이면 비틀림모드 응답임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 굽힘모드의 경우 히브(heave)방향, 즉 

(+)y축 방향 변위가 발생했을 때, (+)z방향 비틀림 변

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 

날개구조의 경우 (+)y방향 굽힘 변위가 발생했을 때 

받음각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양력

이 감소하여 (-)y방향 힘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y방향 변위에 따라 (-)y방향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의 값의 부가탄성이 작용한

다. 따라서 유속에 따른 부가탄성을 반영했을 때 수

중날개의 비틀림응답과 함께 굽힘응답 고유주파수 변

화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유속에 따른 굽힘과 비틀림 고유주파수 변화

유속에 따른 수중날개의 고유주파수 분석을 수행하

였다. U={0, 5, 7.5, 10, 15, 20, 25} m/s에 대해서 해

석을 수행했으며 부가탄성을 고려했을 때와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구조 고유주파수를 도출하였다. LE와 TE

에서 (+)y방향 변위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틀림 

변위를 도출하였다. 유속 U = 20 m/s에 대한 비틀림응

답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 결과 Fig. 8과 같다. Fig. 8

에서 검정색점선은 부가탄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빨간색실선은 부가탄성을 고려했을 때 주파수에 따른 

비틀림응답 특성이다. 부가탄성을 반영함에 따라 고유

주파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Hz와 

1 kHz사이 관심주파수 영역에서 비틀림응답 피크가 

두 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주파수에서 

LE와 TE에서 응답의 위상 비교를 통해 해당 피크가 

어떤 구조응답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Fig. 9는 U = 20 m/s조건에 대하여, LE와 TE에서 

(+)y방향 변위에 대한 위상을 주파수별로 도출한 결

과다. Fig. 9에서 파란색선은 LE에서 구조 응답의 위

상 정보이고 빨간색선은 TE에서 위상 정보이다. 첫 

번째 피크에서는 LE와 TE에서 위상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 사이 위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해

Fig. 6 Bending mode shape of hydrofoil

Fig. 7 Twisting mode shape of hydrofoil

Fig. 8 Twisting displacement frequency spectrum for 
   m/s condition

Fig. 9 Phase information of LE and TE heave dis-
placements for U = 20 m/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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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주파수가 굽힘응답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반면 두 

번째 피크에서 LE와 TE에서의 위상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피크는 구조의 비틀림모드

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석을 수행한 모

든 유속에 대하여 동일한 과정을 거쳐 수중날개의 굽

힘응답과 비틀림응답 주파수를 도출하였다. 각 유속

에 대하여 부가탄성 고려 유무에 따른 고유주파수를 

도출하고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U={0, 5, 7.5, 10, 

15, 20, 25} m/s에 대하여 하이브리드연성 해석을 통

해 구한 수중날개의 고유주파수는 Fig. 10과 같다. 

Fig. 10에서 검정색원은 실험결과이다. 빨간색원은 부

가탄성을 고려한 하이브리드연성 해석을 통해 도출한 

수중날개의 비틀림 고유주파수다. 검정색곱표는 부가

탄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에서 도출한 비틀림 고유

주파수다.

부가탄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유속 변화에 따

른 효과가 구조해석에 반영되지 않아 유속이 증가함

에도 고유주파수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

가탄성을 고려했을 시에는 유속에 의한 효과가 구조

시스템에 반영되어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비틀림 고

유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증가하는 경향은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각 유속에 대한 고유주파수를 비교해보면, 부가탄성

을 고려했을 때 해석 결과가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U=15 m/s 조건에서는 부가탄성을 반영한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lock-in 구간에서 lock-off 구간으로 전환

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Zobeiri et al.(21)과 Ausoni(22)가 수행한 수중날개 

실험 결과를 통해 lock-in 구간과 lock-in에서 

lock-off으로 전환되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구조응답

과 와류박리 특성이 lock-off 구간에서 나타나는 경향

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Bergan et al.의 실험 결과에서는 U=15 m/s 조건에서 

lock-in에서 lock-off 영역으로 전환되며 lock-off 구

간에서 나타나는 구조응답의 특성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식 (7)에서 제시한 수중날개

의 부가탄성은 lock-off 구간에서 유효함을 알 수 있

고, lock-in 조건과 lock-in에서 lock-off으로 전환되

는 유속 조건에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2는 비틀림모드에 대하여 부가질량과 부가탄

성 값이다. Table 2에서 Fig. 10에서와 같이 유속이 

증가함에 부가탄성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이는 식 (7)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와 일치

Fig. 10 Twisting mode frequency of hydrofoil con-
sidering added stiffness

Table 2 Added mass and added stiffness of hydrofoil 
twisting mode for different flow speeds

U[m/s] Added mass [kg·m2] Added stiffness 
[N·m/rad]

0.0 6.309E-3 0

5.0 6.309E-3 9.803E2

7.5 6.309E-3 1.472E3

10 6.309E-3 1.964E3

15 6.309E-3 4.436E3

20 6.309E-3 7.930E3

25 6.309E-3 1.045E4

Table 3 Bending frequency of hydrofoil considering 
added stiffness

Inlet velocity [m/s] Bending mode frequency [Hz]

0.0 445

5.0 445

7.5 446

10.0 446

15.0 448

20.0 450

25.0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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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높은 유속에서는 부가탄성의 영향이 증

폭되며, 부가탄성을 고려한 하이브리드연성 해석을 

수행하여 유속에 따라 수중날개의 비틀림모드 주파수

가 변하는 특성을 해석에 반영할 수 있다.

앞서 Fig. 6에서 굽힘모드가 일어남에 따라 비틀림모

드 특성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굽힘모드에 대해서

도 유속에 따른 고유주파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Table 3는 U={0, 5, 7.5, 10, 15, 20, 25} m/s유속에 대

하여 수중날개의 굽힘모드 고유주파수를 도출한 결과다.

Table 3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유속이 증가하며 

수중날개의 굽힘모드 고유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대상 날개의 (+)y방향 굽힘 변위

가 (+)z방향 비틀림 변위와 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이다. Table 2와 Fig. 10에서의 굽힘과 비

틀림모드 고유주파수를 보았을 때 비틀림모드가 굽힙

모드 대비 유속 영향을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수

중 구조가 부가탄성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기 위해서

는 구조변위에 따른 유체동력학적힘의 변화가 커야한

다. 대상 수중날개의 경우 굽힘보다 비틀림 변위가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유체동력학적힘의 변화가 크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수중날개 주변 유동에 의한 탄성효과

를 구조시스템에서의 부가탄성으로 고려하였다. 부가

탄성을 하이브리드연성 해석에 반영하며 유속 변화에 

따른 수중 구조 고유주파수 변화를 해석적으로 구현하

였다. 기존에는 수중 구조에 대한 부가질량을 예측하

여 하이브리드연성 해석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부가탄

성 없이 부가질량만 고려하면 유속이 변함에 따라 구

조의 고유 응답이 변화하는 특징을 구현할 수 없다.

수중날개 단면에 작용하는 유체동력학적 힘과 구

조변위 그리고 유속사이 관계를 도출하여 유속별로 

구조에 작용하는 부가탄성을 도출하였다. 부가탄성을 

반영한 하이브리드연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수중날개 고유주파수가 증가하는 실험

값과 일치하는 것은 확인하였다. 수중 구조에 작용하

는 부가탄성의 영향은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높은 유속에서 작동하는 

수중 구조의 응답을 예측하기 위해서 부가질량과 함

께 부가탄성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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