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선박에 대한 진동, 소음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응답 예측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선박 대

형화 및 고속화 추세에 따른 와류기인 진동응답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와류기인 진동응답

(Vortex-induced vibration, VIV)이란 Bluff body 후류에서 와류가 주기적으로 박리되는 현상에 의한 구조물 진동을 의미하며 선박의 

러더 및 프로펠러, 잠수함의 세일에서 주로 발생한다. 또한 해양플랜트 라이저에서도 와류기인 진동응답에 의한 구조적 문제가 발

생한다(Jung et al., 2019; Son et al., 2019). 
와류 박리 주파수가 구조물 고유 주파수에 근접하면 구조물이 고유주파수 성분으로 크게 진동하는 공진 현상이 일어난다. 동시에 

구조물의 공진 현상에 의해 와류 박리 주파수가 고유주파수로 옮겨가는 Lock-in 현상이 발생한다. 공진 및 Lock-in 현상이 발생했을 

때 와류기인 진동응답 진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 관점에서 공진 및 Lock-in 상황 와류기인 진동응답 예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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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regulations concerning ship vibration and noise are becoming stricter, considerable attention is being drawn to prediction
technologies for ship vibration and noise. In particular, the resonance and lock-in phenomena caused by vortex-induced vibration (VIV) have become
considerably important with increases in the speed and the size of ships and ocean structures, which are known to cause structural problems. This
study extends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 method to predict resonances and lock-in phenomena of high modes and VIV of ship
rudders. Numerical stability is secured in underwater conditions by implementing added mass, added damping, and added stiffness by applying the
potential theory to structural analysis. An expanded governing equation is developed by implementing displacements and twist angles of high modes.
The lock-in velocity range and resonant frequencies of ship rudders obtained using the developed FSI method agree well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analytic solution. A comparison with local vibration guidelines published by Lloyd’s Register shows that predictions of resonances and
lock-in phenomena of high modes are necessar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due to the possible risks like fatigu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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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와류기인 진동응답 예측을 위해서는 모형선을 제작하여 실험을 하는 방법과 해석적으로 유체-구조 연성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유체-구조 연성해석은 유체(혹은 구조물)에 의한 구조물(혹은 유체)의 

응답을 구하는 해석기법으로 1970년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Felippa et al, 2001). 유체

-구조 연성해석은 크게 완전연성(Monolithic)기법과 분할연성(Partitioned)기법으로 분류된다. 완전 연성기법은 유체와 구조를 하나의 

행렬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기법으로 수학적으로 엄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스템의 규모가 커 해석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분할 연성기법은 별도의 지배방정식으로 유체 및 구조를 계산한 후 매 Time step마다 경계조건을 통해 두 결과를 연성하는 기

법으로 완전 연성기법 대비 수학적 엄밀도가 떨어지지만 기존 전산유체해석 및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어 개발이 용이

한 해석기법이다. 분할 연성 기법은 다시 강한 연성(Tight or strong coupling)기법과 약한 연성(Loose or weak coupling)기법으로 분류

된다. 강한 연성기법은 한 Time step 내에서 결과 수렴도를 판단하고 Sub-iteration을 수행하는 기법으로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

지만 계산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약한 연성기법은 Sub-iteration과정 없이 한 Time step 내에서 전산유체해석 1회, 구조해석 1
회만 수행하는 기법으로 계산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약한 연성기법 기반 유

체-구조 연성해석은 부가질량 영향이 큰 수중환경에서 한계를 가진다.
Campbell(2010)와 Lee(2014)는 수중날개에 대해 강한 연성기법 3D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와 상당히 일치하

는 해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설계관점에서 다양한 선박 러더 설계안의 와류기인진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다 계산비용은 

낮으면서 수중환경의 부가질량 영향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체-구조 연성해석기법이 필요하다. Young et al.(2012)은 항공기 플

러터(Flutter)현상 예측에 쓰이는 공탄성 해석모델에 Munch et al.(2010)가 개발한 유체력 경험식을 적용하여 유체의 부가질량을 고려

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알고리즘인 Hybrid algorithm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수중날개의 와류기인 비틀림 진동응답을 예측하였다. 
특히 유체의 부가질량 영향이 큰 수중날개 모델에 대해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수렴성 및 정확도 관점에서 강한 연성기법 및 약한 연

성기법 대비 Hybrid algorithm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Chae(2015)는 Hybrid algorithm을 전산유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과 연성하여 BT(Bend-twist) FSI해석절차를 확립하였고 NACA0015 수중날개 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검증하였다. BT FSI해석은 

스팬 방향으로 동일한 날개 단면을 가진 수중날개의 와류기인 진동응답을 구할 때 Sub-iteration 없이 2D 전산유체해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비용 관점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1차 굽힘 및 비틀림 모드 영향만 반영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계산비용으로 선박 러더의 고차 모드 공진 및 현상을 해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Chae(2015)의 BT FSI해석기

법을 확장하여 고차모드 BT FSI해석기법을 개발하였다. 선박 러더 형상과 유사한 수중날개에 대해 고차모드 BT FSI해석을 수행하

였고 유속별 와류기인 진동응답을 예측하였다. 실험결과 및 이론해와 해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예측한 진동응답의 검증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배경 이론

2.1 연속체 구조물 운동방정식

선박 러더는 무한 개의 자유도를 가진 연속체로 볼 수 있다. 자유도가 유한개인 물체의 운동방정식과는 다르게 연속체 구조물 운

동방정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분법 기반의 라그랑주 방정식이 필요하다. 라그랑주 방정식 Eq. (1)을 이용하면 외력에 대한 연속

체 구조물의 진동응답을 구할 수 있다. 



 
 












 (1)

, ,  , ,  는 각각 운동에너지, 에너지 소산항, 포텐셜에너지, 일, 번째 자유도 변위함수를 나타낸다. 
선박 러더는 1차원 연속체 구조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선박 러더의 경우 굽힘 및 비틀림 모드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변형 는 시간 와 공간 의 함수로 Eq. (2)와 같이 가정할 수 있다. 


  



 (2)

, 는 각각 차 모드 굽힘, 비틀림 형상함수이며 , 는 각각 차 모드 굽힘, 비틀림 모드의 계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조물의 변

형이 정의됐을 때 , 는 Eqs. (3)–(4)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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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는 각각 구조 선밀도, 굽힘 강성, 스팬 길이를 나타낸다. Eqs. (3)–(4)를 Eq. (1)에 적용하면 Eq. (5)와 같은 행렬 형태의 운동방정식

을 얻을 수 있다. 

Mz̈ + Cż + Kz = F (5)

, , , 는 각각 구조질량행렬, 구조감쇠행렬, 구조탄성행렬, 외력벡터를 나타낸다.

2.2 포텐셜 기법 기반 유속상황 구조응답 기인 유체력

진동하는 날개 단면이 받는 유체력 및 모멘트는 받음각에 따른 Static 유체력 및 모멘트 변화 그리고 Unsteadiness에 의한 진폭감소 및 

위상변화를 고려해야한다. Unsteadiness에 의한 진폭감소 및 위상변화는 날개 단면의 무차원 진동수 에 의존하며 Eq. (6)과 같은 

Theodorsen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6)


, 

는 2종 Hankel 함수를 의미한다.
Theodorsen(1949)은 포텐셜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유속상황에서 얇은 날개 단면이 받는 유체력 및 모멘트  ,   를 Eqs. (7)–(8)

과 같이 도출하였다.

  
     (7)

  
   

  
(8)

이 때 는 유체 밀도를 의미한다. 는 코드 중점으로부터 날개 단면 Elastic axis까지의 무차원 거리이다. 는 코드 길이의 반이다. 
, , 는 각각 유속, 굽힘 변위, 비틀림 각도를 나타낸다.  및 는 위 방향을 양으로 하고  및 는 반시계 방향을 양으로 한

다. Fig. 1은 날개단면에서 , , ,   및 , 의 방향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Fig. 1 Two-dimensional hydrofoil

2.3 BT FSI해석 지배방정식

포텐셜 기법은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성을 전제로 하며 본 연구의 관심 상황은 선박 러더 후류에서 와류 박리 현상이 일어

났을 때 와류기인 진동응답을 구하는 것이다. 와류 박리 현상은 유체의 점성 및 경계층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포텐셜 기법 기

반으로 와류세기 및 와류 박리 주파수를 예측하는 것은 이론상 한계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와류기인 유체력 및 모멘트 도출을 

위해서는 점성을 고려한 전산유체역학이 필수적이다. Chae(2015)는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유속이 있을 때 수중날개의 와류기

인 진동응답을 도출하는 BT FSI해석기법을 개발하였다. 먼저 수중날개의 1차 굽힘, 비틀림 모드 진동만 고려하면 Eq. (9)와 같이 

수중날개 굽힘 변위와 비틀림 각도를 가정할 수 있다.

 

  (9)



Won-Seok Jang et al.

Eq. (9)와 2.1절에서 소개한 라그랑주 방정식 Eq. (1)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구하면 Eq. (10)과 같다.

Msz̈ + Csż + Ksz = FCFD (10)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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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는 각각 Elastic axis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회전반경, 1차 굽힘 모드 고유진동수, 1차 비틀림 모드 고유진동수, 감
쇠계수, 단면 2차 모멘트를 의미한다. 는 0부터 s까지 1차 굽힘 모드 형상함수 의 제곱을 적분한 값이다. 마찬가지로  , ″″, 
는 의 제곱, 

″의 제곱, 을 0부터 s까지 적분한 값이다. 약한 연성기법 유체-구조 연성해석의 경우 Eq. (10)을 지배방정식으로 

하고 유체-구조 경계면에서 경계조건 Eq. (11)을 적용함으로써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 ･ (11)

 ,  , ,  은 각각 격자 이동속도, 구조 응력, 유체 응력, 법선 벡터를 의미한다.
  는 포텐셜 기법 기반의 비점성력      

  를 포함하고 있다. 유체 밀도가 구조 밀도보다 매우 작은 경우 가 가

지는 비점성력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Eq. (10)을 기반으로 약한 연성기법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하지만 수중환경의 

경우 유체 밀도가 상당히 크므로 부가질량, 부가감쇠, 부가탄성에 의한 비점성력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Eq. (10)을 지배방정식으

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Chae(2015)는 분할 연성기법에서 Sub-iteration없이 수중환경의 비점성력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Eq. (10) 양변

에 비점성력 항을 제외한 Eq. (12)를 BT FSI해석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였다.

         (12)

여기서, 


 





  

 







  



  

 







  




 

 






이 때  , 는 각각 , 이다

2.4 고차모드 BT FSI해석 지배방정식

앞 절의 유체-구조 연성방정식 Eq. (12)는 수중환경에서 Sub-iteration 없이 부가질량 등으로 대표되는 비점성력 영향을 잘 반영한다는 장

점이 있지만 1차 굽힘, 비틀림 모드 진동만 고려하여 고차 굽힘, 비틀림 모드 진동에 의한 공진 및 현상은 구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고차 굽힘, 비틀림 모드 진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체-구조 연성해석 지배방정식을 확장하였다. 먼저 굽힘 변위 및 비틀

림 각도에 대해 Eq. (13)과 같이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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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

Eq. (13)을 Eq. (1) 및 Eqs. (7)–(8)에 적용하여 고차 굽힘, 비틀림 모드를 고려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지배방정식을 구하면 n차 모드까지 보고 

싶을 때 2n × 2n 크기의 행렬방정식 형태로 나타난다. 도출된 행렬방정식은 규칙성을 띠고 있어 2 × 2 크기 행렬의 패턴으로 일반화가 가능

하다. 비교적 간단한 2차 모드에 대해 유체-구조 연성해석 지배방정식을 나타내면 Eq. (14)와 같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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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 러더 고차모드 BT FSI 해석

3.1 수중날개 전산유체해석

유체-구조 연성해석 과정에서 전산유체해석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중날개에 대해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오픈소스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인 OpenFOAM을 이용하였다. 전산유체해석 솔버는 RANS(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지배방정

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난류모델로는  모델 및  모델이 결합된  SST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Kim et al., 2017). 상세한 해석

설정은 Table 1과 같다. 해석대상 수중날개 형상은 실험결과와 비교를 위해 Ausoni(2009) 및 Zobeiri(2012)의 실험대상과 동일한 단면형

상을 사용하였다. Fig. 2는 해석대상 날개단면 형상으로 NACA0009와 동일하지만 끝단 두께가 코드 길이의 3.22%가 되도록 잘려있다. 
해석대상 수중날개의 코드 길이는 0.1m이다. 실험결과(Ausoni, 2009; Zobeiri, 2012)와의 비교를 위해 10m/s부터 26m/s까지 1m/s 간격으

로 총 17개 유속 케이스에 대해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중환경임을 고려하여 매질의 밀도는 1000kg/m3, 동점성계수는 1e−6 m2/s.
로 설정하였다. 해석도메인은 코드 길이의 20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형으로 해석대상의 elastic axis가 원점에 오도록 설정하였다. F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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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는 해석도메인 및 경계조건, 그리고 해석격자를 나타낸다. 격자 개수는 약 10만개 정도이며 벽면에 가장 근접한 격자 두께와 관련된

무차원 수 y+값은 약 1이다. 원거리장으로 가정하여 해석도메인 바깥경계에는 Freestream velocity 및 Freestream pressure 경계조건을 적

용하였고 날개표면에는 No-slip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Timestep은 해석 안정성과 관련된 CFL(Courant-Friedrichs-Lewy) 수의 최댓값이 

1이 넘지 않도록 5e−7s를 사용하였다.

Table 1 Detailed CFD solver setting

Solver platform OpenFOAM 4.x
Solver pimpleFoam

Solver algorithm PIMPLE1 algorithm
Turbulence model RANS,  SST

Time derivative schemes Backward
(transient, second order implicit)

Gradient schemes Gauss linear
Velocity FV solver Symmetric Gauss-Seidel
Pressure FV solver PCG2

1PIMPLE: PISO (Pressure implicit split operator) + SIMPLE (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 2PCG: Preconditioned conjugate gradient

Fig. 2 Hydrofoil section geometry

Fig. 3 CFD analysis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Fig. 4 Mesh domain close to hydrofoil

Fig. 5는 수중날개 주변 유동장 전산유체해석 결과로 후류에서 와류 박리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는 항력 및 양력계수 해

석결과로 한 개의 지배적인 피크성분으로 진동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항력계수 피크주파수는 양력계수 피크주파수의 2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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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FD results of hydrofoil flow field at Re = 1.1e6

(a) Time-domain results

(a) Frequency-domain results

Fig. 6 CFD results of lift and drag coefficient at Re = 1.1e6

Table 2 Comparison of mean value of lift and drag coefficient between CFD and experimental results at Re = 1.1e6

At Re = 1.1e6 Experiment CFD 

Drag Coefficient ( ) 0.0240 0.0243

Lift Coefficient ( ) 0 -0.0019

이는 양쪽에서 번갈아 발생하는 와류박리현상 특성에 기인한다(Blevins, 2001). Table 2를 통해 실험 및 해석결과간 항력 및 양력

계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항력계수의 경우 실험결과(Zobeiri, 2012)와 약 4% 차이가 나는데 이는 실험 및 해석결과 간 3D 효과

차이에 기인한다(Mittal and Balachandar, 1995). 또한 본 해석모델이 대칭형상이고 받음각 0도이므로 실험 및 해석결과에서 양력

계수 값이 0에 근사하였다. Fig. 7은 유속별 수중날개 Strouhal 수 실험 및 해석결과이다. Strouhal 수는 와류 박리 주파수 에 대

한 무차원 수로 이다. 공진 및 현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를 박리점간 두께로 설정하면 단면 형상에 관계없이 넓은 

Reynolds 수 범위에서 Strouhal 수는 0.2에 근사한다(Sarpkaya, 1979). 실험결과(Ausoni, 2009)의 경우 유속 10m/s~14m/s에서 

Strouhal 수가 변화하는데 이는 해당 유속에서 와류 박리 주파수가 구조고유주파수에 근접하여 공진 및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

다. 14m/s 이후 유속에서 Strouhal 수 실험결과는 0.23 정도로 일정한 값을 가졌고 동일 Reynolds 수 조건 전산유체해석(모델 스케

일, 곱표)으로 도출한 Strouhal 수는 전 유속범위에서 실험결과와 유사한 0.24 정도의 일정한 값을 가졌다. 전산유체해석으로 도출

한 양력계수, 항력계수 및 Strouhal 수가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통해 본 전산유체해석 절차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선박 러더에 대한 유체력 주파수특성 파악을 위해 모델스케일을 100배 확대한 형상에 대해 유속별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고 Fig. 7에 

Strouhal 수를 나타냈다(선박 스케일, 네모). Reynolds 수 100배 차이에도 Strouhal 수가 전 유속범위에서 0.22정도로 실험 및 모델 스케일 

해석결과와 근사하며 Sarpkaya(1979)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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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Strouhal number for various flow velocities for CFD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3.2 수중날개 고차모드 BT FSI해석

고차모드 BT FSI해석절차는 Fig. 8과 같다. 전산유체해석의 경우 3.1절과 동일하게 오픈소스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인 OpenFOAM을 이

용하였다. 격자가 이동하는 해석상황에 적합한 pimpleDyMFoam 솔버를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해석설정은 Table 3에 표기하였다. 굽힘-비틀

림 구조해석의 경우 운동방정식 Eq. (14)를 지배방정식으로 해석 수행하였다. 

Fig. 8 High-mode BT FSI analysis procedure

Table 3 Detailed CFD solver settings for high-mode BT FSI analysis

Solver platform OpenFOAM 4.x
Solver pimpleDyMFoam

Solver algorithm PIMPLE algorithm
Turbulence model RANS,  SST

Time derivative schemes Euler
(transient, first order implicit)

Gradient schemes Gauss linear
Velocity FV solver Symmetric Gauss-Seidel
Pressure FV solver PCG

선박 러더를 모사하기 위해 해석대상은 모델스케일을 100배 확대한 형상으로 설정했으며 전산유체해석 격자는 3.1절과 동일한 절차로 

생성하였다. 해석격자 도메인 바깥경계에는 Freestream velocity 및 Freestream pressure 경계조건을 적용하였고 날개표면에는 Eq. (11)을 만

족하는 Moving wall velocity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Timestep은 해석안정성과 관련된 CFL 수의 최댓값이 1이 넘지 않도록 2e−5s를 사용하

였다. 
유체-구조 연성해석에 필요한 구조변수 값은 Table 4에 작성하였다.  ,  , ,  및 무게중심은 Fig. 9와 같은 형상, 그리고 물성치

는 강철인 구조모델에 대해 도출되었으며 선박 러더 모사를 위해 한 쪽 끝 단면에 Fixed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굽힘 모드 고유주

파수   및 비틀림 모드 고유주파수 는 해당 구조모델에 대한 진공상황 3D FEM(Finite element method) 모드해석을 통해 도출하

였다. 비틀림 모드 발생 시 변형이 최소인 위치를 Elastic axis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를 도출하였다. 비틀림 모드 형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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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uctural input parameters for second-mode BT FSI analysis

Parameter Unit Value
 kg/m3 7800

EI Nm2 988e8

 - 0.02
 kg/m 64300

Center of gravity m 4.6642

Elastic axis m 4.973
 Hz 11.182, 35.00
 Hz 3.1637, 18.94
 - 2.5718


m [3.75, 0.003; 0.003, 3.75]


m [5.08, 1.47; -1.45, 4.59]


m [7.5, 0; 0, 3.7522]

″″ 1/m3 [9.16e−4, 9.36e−7; 9.36e−7, 0.036]

, , , ″″ are 2 × 2 matrices

Fig. 9 Rudder model for BT FSI analysis

(a) Bending shape function (b) Twisting shape function

Fig. 10 Bending, twisting mode shape function

수 관련 값은 Euler-Bernoulli 외팔보 이론해(Abu-Hilal, 2003)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1, 2차 굽힙, 비틀림 모드 형상함수는 Fig. 10
과 같다. 본 해석 유속범위 내에서 1차 비틀림 모드 및 2차 굽힘모드 공진 및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차 모드까지 고려한 
BT FSI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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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domain results

(b) Frequency-domain results

Fig. 11 BT FSI analysis results of displacement and theta at Re = 2.3e8

Table 5 Vortex-induced vibration frequency for various flow velocities using high-mode BT FSI analysis

Flow velocity 
(m/s)

Vortex induced 
vibration 

frequency (Hz)

Flow velocity 
(m/s)

Vortex induced 
vibration 

frequency (Hz)
10 6.86 19 12.57
11 7.43 20 13.43
12 8.29 21 14
13 8.86 22 14.86
14 8.86 23 15.43
15 9.71 24 15.43
16 10.86 25 16.57
17 11.14 26 17.14
18 11.71

Fig. 11은 Reynolds 수 2.3e8상황에서 BT FSI해석으로 도출한 진동변위 및 각도로 주기적 진동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와류

박리주파수 성분뿐 아니라 수중고유주파수 성분에서도 피크응답을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5는 수중날개 고차모드 BT 
FSI해석으로 도출한 유속별 와류기인 진동응답 주파수 표이다. 전체적으로 유속에 따라 와류기인 진동응답 주파수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넓은 Reynolds 수 범위에서 Strouhal 수가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유속 13m/s~14m/s 및 
23m/s~24m/s에서 와류기인 진동응답 주파수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본 해석대상 수중고유주파수를 외
팔보 이론해(Ausoni, 2009)를 이용하여 구하고 주파수와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주파수가 각각 1차 비틀림 모드 수중고

유주파수 및 2차 굽힘 모드 수중고유주파수와 일치하는 것을 통해 13m/s~14m/s가 1차 비틀림 모드 공진 및 구간, 23m/s~24m/s
가 2차 굽힘 모드 공진 및 구간임을 확인하였다. 수중고유주파수는 스케일에 반비례하고, 넓은 Reynolds 수 범위에서 Strouhal 
수가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형상이 동일하면 스케일이 다른 경우에도 수중고유주파수로 와류 박리가 일어나는 발생 유속은 

Eq. 15와 같이 동일하다(Ausoni, 2009).

  × × ×


×   (15)

여기서 , , 는 각각 발생속, Strouhal 수, 그리고 수중 고유 주파수이다. 이를 이용하여 1/100 스케일 모델 실험결과(Zobeiri, 2012)
와 발생속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발생속(11m/s~13m/s)과 고차모드 BT FSI해석결과로 구한 발생 유속(13m/s~14m/s)이 유사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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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between FSI analysis lock-in frequency and solution of analytic underwater natural frequency 

Analytic solution FSI analysis
1st Twisting / 1st Lock-in freq (Hz) 8.46 8.86
2nd Bending / 2nd Lock-in freq (Hz) 15.81 15.43

본 해석의 신뢰성을 주파수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본 해석을 통해 도출한 와류기인 진동응답으로 선박 러더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Lloyd’s Register에서 제시한 국

부진동 권고기준을 참조하였다(Lloyd’s Register, 2006). Fig. 12는 선박 국부진동 권고기준 그래프에 고차모드 BT FSI해석을 통

해 도출한 와류기인 진동응답 변위를 나타낸 결과이며 해당 와류기인 진동응답 주파수 및 변위는 각각 Table 5, Table 7에 작

성하였다. 빨간색 곱표는 현상 발생 시 변위이고, 파랑색 원은 그 외 상황의 변위이다. 관심 주파수(5Hz~100Hz)범위에서 붉은

색 음영 영역은 진동으로 인한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고 그 외의 영역은 푸른색 음영 영역으로 나타냈다. 
Lock-off 상황 와류기인 진동응답의 경우 2차 굽힘 모드 공진상황에 가까운 일부유속에서 높은 위험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1차 비틀림 모드 및 2차 굽힘 모드 상황 와류기인 진동응답의 경우 모두 국부 진동관점 높은 위험을 유발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 

Fig. 12 FSI analysis results of vortex-induced vibration displacements with local vibration guidance published by Lloyd’s Register

Table 7 Vortex-induced vibration displacement for various flow velocities using high-mode BT FSI analysis

Flow velocity (m/s) Vortex induced vibration 
displacement (m) Flow velocity (m/s) Vortex induced vibration 

displacement (m)
10 2.52 e4 19 1.29 e−5

11 3.04 e4 20 6.04 e−5

12 3.90 e4 21 2.64 e−4

13 7.78 e4 22 1.10 e−3

14 6.07 e4 23 3.02 e−3

15 4.58 e−5 24 4.11 e−3

16 4.50 e−5 25 7.28 e−4

17 5.41 e−5 26 5.33 e−4

18 8.44 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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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 러더 후류에서 발생하는 와류기인 진동응답 예측을 위해 수중날개에 대해 고차모드 BT FSI해석을 수행하

였다. 특히 고차모드에 의한 공진 및 현상을 해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차 굽힘 및 비틀림 모드 진동만 고려한 기존의 BT FSI 
해석기법을 고차모드에 대해 확장하였다. NACA0009 날개 단면 기반의 해석 대상에 대해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고차 모드 BT FSI 해석결과를 주파수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유속에 따라 와류 박리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와류 박리 주파수가 구조 고유 주파수에 근접 시 구조 

진동응답이 커짐과 동시에 와류 박리 주파수가 구조 고유 주파수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함을 실험결과 및 유체-구조 연성해석 

결과에서 확인하였다. 유체-구조 연성해석 결과로 도출한 와류기인 진동응답 변위를 Lloyd’s Register에서 발간한 국부 진동 권고 

기준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공진 및 상황에서 구조적 결함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고차 모드를 

포함한 공진 및 현상 예측 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본 논문에서는 2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구조적으로 실제 선박 러더를 모사하기 위해 Web 구조 및 러더 스

톡을 포함한 외팔보 구조물의 모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균일류가 아닌 비균일류가 유입류로 들어왔

을 때의 고차모드 BT FSI 해석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위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실제 선박 운용 상황에서의 선박 러더 와

류기인 진동응답 예측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선박 설계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본 해석 모델이 

큰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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