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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was conducted on a human-powered hydrofoil that could move on the free water 

surface. This movement can be achieved when the hydrofoil is operated with pitching and plunging 

motion simultaneously. Hence,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find an appropriate thrust force and 

operation frequency fo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The SD7003 airfoil was adopted for the hydrofoil, 

and the force on the hydrofoil was predicted using a computational analysis. The numerical algorithm was 

validated using an experimental result in literature. The thrust force and buoyancy force were obtained by 

the transient analysis. These forces were calculated to the periodic-averaged forc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operation frequency. In an operation condition of 190,000 Reynolds number, the fast movement 

was obtained when the amplitude of angle of attack and Strouhal number were 5 degree and 0.6, 

respectively. For reducing movement speed, the amplitude of angle of attack should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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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 받음각진폭, [deg]

 : 추력계수

 : 부상력계수

 : 코드, [m]

 : 시간단계, [s]

 : 주파수, [Hz]

h : 상하운동의 거리, [m]

 : 특성거리, [m]

 : 레이놀즈수, ∞  

 : 스트로할수, ∞  

T : 주기시간, [s]

 : 시간, [s]

∞ : 입구속도, [m/s]

 : x-방향속도, [m/s]

  : 직교좌표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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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문자

α : 받음각, [degree]

 : 밀도, [kg/m3]

 : 동점성계수, [m2/s]

 1. 서  론

인력에 의하여 수면 위를 이동할 수 있는 장치

는 다양하지만, 수중익을 사용하는 장치는 다른 

장치에 비하여 구조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25 

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Fig.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장치를 구

성하는 것은 몇 개의 지지봉과 수면에서의 부상

과 이동에 핵심이 되는 에어포일 형상의 윙(wing, 

수중익; hydrofoi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에 

한 원리는 수중익의 앞전을 아래로 기울이면서 

아래로 밀어주면, 수중익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동시에 앞으로 진행된다. 최저점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수중익은 위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처럼 

수중익의 움직임에 따라 양력과 추력이 동시에 

발생되어 부상과 전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중익에는 상하운동인 플런징(plunging)과 피칭

(pitching)운동이 주기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상하운동과 피칭운동에 의하여 수면에서 이동

할 수 있는 장치는 1953년 Schuck1)에 의하여 발명

되었으며, 당시의 장치는 Fig. 1에서 보여주는 장

치와는 달리 수중익 두 개를 평행하게 설치하여, 

두발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작동하므로 운전

자의 측면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 후에 수중익

을 사용하는 많은 종류의 장치가 개발되었는데 

1984년에 Flying Fish, 1989년에는 Pogofoil이 개발

되었으며, 1998년에는 Trampofoil, 2003년과 2004

년에는 Aquaskipper2)와 Pumpabike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동작의 원리는 앞서 설명한 원

리와 차이가 없으며, 단지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이동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중익을 활용한 장치는 레저산업의 발전에 따

라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

발하기 위하여서는 수중익의 작동 조건에 따른 

Fig. 1 Picture of moving on the water surface by 

operating an human-powered hydrofoil

올바른 추력과 양력을 예측하여야 최적의 장치를 개

발할 수 있다. 수중익을 단순히 빠른 반복주기로 작

동한다고 하여 전진속도가 빨라지거나 부상력이 향

상되는 것이 아니라, 반 로 부상력이 형성되지 못

하여 전복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중익의 운

동조건에 따른 추력과 양력을 예측하여 최적의 수중

익 운동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올

바른 장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알고리즘 검정

2.1 수행되었던 연구 황

수중익에서 발생되는 힘을 예측하기 위하여 전

산유체해석(CFD)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치해석 알고리즘의 검정이 필요하

므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실험 결과를 활용한다. 

수중익의 동작은 플래핑(flapping) 윙의 동작과 동

일하므로 윙의 상하운동과 피칭운동이 혼합된  

연구3-6)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의 기본적인 목

적은 비행 능력향상을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다행히 수동(water tunnel)에서 수행된 연

구가 있으므로 이들의 실험결과7,8)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수치해석의 결과들9,10)도 있으므로 수

치해석의 정확도를 알 수 있다. 

2.2 수치해석 알고리즘

수중익의 동작을 해석하기 위하여 CFX11)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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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ational grid and interface

용하였으며, 적용된 알고리즘은 터빈 해석에 사용

되었던 알고리즘12)과 동일하다. 해석을 위한 영역

은 4개의 영역으로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 

그리고 Fig. 2에서 보여주는 원형의 수중익 부분

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수중익이 피칭운동을 하는 

경우에 맞닿은 경계영역(interface)에서 격자의 미

끄럼이 발생되도록 하여 수중익 영역에서 격자 

의 직교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수중익의 운동에 따른 힘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비정상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정상상태의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정

상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정상해석의 안정화를 위

하여 5주기시간(T) 이상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비정상해석의 시간단계(dt)는 시간단계를 4종류로 

설정하여 시간단계의 변화에 한 결과의 독립성

이 확보되는 dt=T/720으로 정하였다. 격자의 경우

도 동일한 방법으로 크기를 변경하여 격자를 정

하였으며, 계산에 사용된 격자의 형상을 Fig. 2에

서 보여주고 있다.  

입구 경계조건은 일정 속도(∞ )로 설정하였으

며, 출구영역은 평균 정압력으로 설정하였다. 이

를 위하여 출구영역은 수중익 코드의 22배 하류

에 설치하였다. 수중익의 스팬(span)이 충분히 길

다고 가정하여 양 측면은 칭경계조건을 사용하

였으며, 윗면과 아래면은 수동에서의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벽면으로 처리하였다. 수중익은 벽면 경

계조건으로 설정되었으며, 첫 번째 격자에서의 y+

값이 5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계산에서 류항은 고정도(high resolution)을 사

용하였으며, 시간단계는 이차 후진 오일러(second 

order backward Euler)방법을 적용하였다. 난류모델

은 SST(shear stress transport)모델과 표준 k-ε을 적

용하여, 보다 정확하며 적용 가능한 난류모델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벽함수는 벽에서 부터 

격자까지의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어 계산

되는 자동화(automatic)방식을 사용하였다.

2.3 실험결과와 비교

Fig. 3은 실험에 사용된 SD7003의 수중익의 형

상과 피칭운동을 위한 회전 중심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하운동과 피칭운동은 식 (1)과 (2)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cos                       (1)

식 (1)에서 와 는 코드와 주파수를 의미한다. 

상하운동의 거리()는 삼각함수로 나타나며 진폭

은 코드의 반이다. 

  
 cos            (2)

식 (2)에서는 피칭운동에 따른 받음각( )의 변

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하운동과는 90°의 위상

차를 가지고 있다. 실험7-8)에서는 동일한 실험조건

으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으므로 

속도분포 등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므로 Baik7)의 결과를 바탕으로 

레이놀즈수가 60,000인 경우에 얻어진 결과와 비

교를 수행한다. 

Fig. 4는 식 (1)의 상하운동만 있는 경우에 입구

속도에 의하여 정규화된 x-방향의 유동속도()분

포의 비교를 보이고 있다. 계산의 결과는 난류모

델이 k-ε인 경우이며, SST모델을 사용하여 얻어진 

Fig. 3 SD7003 airfoil and pivo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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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  velocity contours  

between experiment (Left) and computation 

(Right) for pure plunging motion. (t/T=0, 

1/4, 1/3, 5/12, 1/2, 3/4 consecutive from top)

결과보다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것은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치해석의 

결과9,10)보다 정확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Fig. 5의 경우는 상하운동만이 있는 경우에 

t/T=0.25의 위치에서 x-방향의 위치가 다른 4경우

에 하여 수중익의 흡입면에서부터 y-방향을 따

라 유동 속도의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SST 난류

모델이 적용된 경우에 유동의 박리에 의한 역방

향속도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은 상하운동과 피칭운동이 수중익에 동시

에 작용하는 경우에 입구속도에 의하여 정규화된 

x-방향의 유동속도를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상하운동만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k-ε 난류모델을 적용한 경우가 실험결과에 보

다 근사되는 결과를 보였다. 

Fig. 5 Comparison of ∞  velocity for pure 

plunging motion at t/T=0.25 (x/c=0.4, 

0.5, 0.7, 0.8 consecutive from left)

Fig. 6 Comparison of ∞  velocity contours  

between experiment (Left) and computation 

(Right) for pitching and plunging motion. 

(t/T=0, 1/4, 1/3, 5/12, 1/2, 3/4 consecutive 

from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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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  velocity for 

pitching and plunging motion at x/c=0.25 

(t/T=0.25, 1/3, 5/12, 1/2 consecutive from 

left)

Fig. 7은 피칭운동의 회전중심 위치인 x/c=0.25

의 위치에서 상하운동과 피칭운동이 있는 경우에 

시간에 따라 수중익의 흡입면에서 y 방향을 따라  

측정된 유동속도와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본 

결과에서도 SST 난류모델을 사용한 경우보다, k-ε 

난류모델을 사용한 경우가 실험결과와 근사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수중익을 수동에 

실험한 결과와의 비교에서 난류모델은 k-ε을 적용

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실험결과와 보다 근사하게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운전조건

에서도 동일한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힘을 

예측하고자 한다. 

3. 운 조건에 따른 힘의 측

  Fig. 8은 수중익 장치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데, 1번의 수중익으로부터 추력과 양력을 동시에 

얻게 된다. 사용자가 5번의 핸들을 잡고, 4번의 발

판을 누르게 되면, 발판에 연결된 3번과 2번의 지

지 에 의하여 수중익의 전단은 아래로 향하게 

되어 α의 각도가 형성된다. 또한 5번의 핸들도 동

시에 누르게 되어 6번의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각

도 β도 증가한다. 7번의 카나드(canard)는 수평력

유지와 방향변동에 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수중

 

Fig. 8 Structure of human powered hydrofoil

익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α의 각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수평상태로 되고, 발판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다시 상승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초

기상태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수중익 장치의 작

동과 관련한 운동은 앞서 실험에 적용되었던 상

하운동의 식 (1)이나 피칭의 식 (2)와는 차이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중익장치의 운동을 

분석하여 상하운동과 피칭운동을 각각 식 (3)과 

식 (4)와 같이 얻었다. 

 

   cos

   ≤



  cos 

 ≤

     (3)

  sin

   ≤ 



 

 ≤



 sin




 ≤



 

 sin

 ≤

       (4)

식 (3)에서 상하운동의 진폭( )은 장치의 작동

에서 0.5 c 수준이며, 식 (4)에서의 는 받음각의 

진폭을 의미한다. 또한 장치가 일정한 속도로 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 주기의 운동에서도 초

기에 시작하여 속도가 증가하고 주기의 끝에서는 

다시 감소하여 초기 이동속도로 반복되므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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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같이 얻어졌다.

  

∞
sin


 ≤



 ∞

≤



 

∞ sin







≤

    (5)

이상과 같이 장치의 작동과 관련한 변수는 받

음각의 진폭( ), 최 진행속도(∞ ), 주파수()가 

된다. 최 진행속도는 레이놀즈수(∞ )로 나

타낼 수 있으며, 주파수는 스트로할수(Strouhal 

number: ∞ )로 표현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작동상태를 찾는 경우이므로 최  

진행속도는 장치의 일반적인 이동속도를 고려하

여 레이놀즈수 190,000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받음각의 진폭과 스

트로할수의 변동에 따라 수중익에서 항력과 양력

으로부터 각각의 이동시간에 따른 추력( )과 부

상력( )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식 (6)과 같이 주기 

평균한 추력( )과 부상력( )을 찾는 것이다. 

 


 






 



 
  


 






 



 

          (6)

식 (6)의 주기평균 추력과 부상력은 유동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식 (7)과 같이 추력계수( )와 부

상력계수( )로 얻어진다. 

 
∞

 


 

∞
 


        (7)

본 계산에서는 장치의 작동을 고려하여 계산영

역도 확장하여 입구에서의 폭은 코드의 13배로 

하였으며, 위측 경계조건은 자유수면인 것을 고려

(a) Thrust coefficient

(b) Bouyancy coefficient

Fig. 9 Thrust coefficient and bouyancy force for a 

pitching and plunging hydrofoil

하여 오프닝(opening)으로 설정하였다. 장치에서의 

수중익 운동을 고려하여 Table 1에서 보여주는 것

과 같이 받음값의 진폭은 5도에서 30도까지 7종

류와 스토로할수는 작업자의 운동조건에 따라 

0.068에서 0.815까지 9종류로 구분하여 총 63개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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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s

Amplitude of angle of 

attack (6 cases)
3, 5, 10, 14, 18, 26. 30

Strouhal number
(9 cases)

0.068, 0.082, 0.102, 

0.122, 0.153, 0.204, 

0.306, 0.489. 0.815

Table 1 63 cases for numerical study

Fig. 9는 받음각의 진폭과 스트로할수에 따른 

추력계수와 부상력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계수의 

값이 1 이상의 값이 얻어진 것은 수중익이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사용자에 의하여 피칭과 상하운동

의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력은 스트로할 

수의 증가와 받음각의 증가에 따라 증 하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강한 힘으로 받음각

의 진폭을 증 하면서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이

동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부상력의 감

소를 초래할 수 있는데, 부상력의 감소는 수중익

의 움직임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전체 부상력

은 수중익 및 장치에 부착된 다른 부품들에 의한 

부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총 부상력이 작업자의 

중량을 능가하지 않으면 운동에 따라 작업자는 

침몰하게 되므로 적절한 스트로할수에서 운전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장치에서 부력을 부상

력계수로 환산하면 2정도의 수준이므로 실질적으

로 부상력계수가 -2인 경우를 따라서 작동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장치에서 적절한 작동점은 받음각의 진폭이 

5도 정도이며, 스트로할수가 0.6인 작동점이 된다. 

이때의 이동속도는 21 km/h가 된다. 만일 천천히 

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받음각의 진폭을 

증가하여 작동하여야 하므로 작업자가 반복주기

에서 증가된 힘으로 발판을 밀어서 받음각의 진

폭을 증가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중익을 사용하여 수면을 이동

하는 장치에서의 최적 운동조건을 찾았다. 또한 

상하운동과 피칭운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발생

되는 추력 및 부상력을 예측하였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자 하면 받음각의 진폭을 적게 하면서 

빠른 주기로 작동하여야 하며, 속도를 낮추어서 

작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동주기를 줄이면서 

받음각의 진폭을 증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수중익 작동조건에서 빠른 주기의 작

동을 하는 경우에 시간당 21 km의 이동거리가 얻

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익의 단면을 SD7003 

형상을 적용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로 다른 형

상의 수중익에서도 연구를 수행하여 적절한 수중

익의 형상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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