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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비틀림 비선형성을 갖는 2차원 익형의 Critical Slowing Down 을 이용한

Limit Cycle Flutter 예측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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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ity by Critical Slow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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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limit cycle flutter induced by Hopf bifurcation is studied with nonlinear

system analysis approach and observed for the critical slowing down phenomenon.

Considering an attractor of the dynamics of a system, when a small perturbation is applied

to the system, the dynamics converge toward the attractor at some rate. The critical slowing

down means that this recovery rate approaches zero as a parameter of the system varies

and the size of the basin of attraction shrinks to nil. Consequently, in the pre-bifurcation

regime, the recovery rates decrease as the system approaches the bifurcation. This

phenomenon is one of the features used to forecast bifurcation before they actually occur.

Therefore, studying the critical slowing down for limit cycle flutter behavior would have

potential applicability for forecasting those types of flutter. Herein, modeling and nonlinear

system analysis of the 2D airfoil with torsional nonlinearity have been discussed, followed

by observation of the critical slowing down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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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항공 선진국들의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들은 임무 수행 조건의 

특성상 통상적인 항공기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

다. 특히, 높은 종횡비를 갖는 경량화된 주익구조

는 유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의 선형해석

만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효과들을 포함하고 있

으며[1],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선형적 해석 방법

들이 연구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유연항공

기 전기체의 구조 비선형성 연구를 위한 준비단

계로서 비틀림 비선형성을 가정한 2차원 익형을 

모델로 Hopf bifurcation에 의한 limit cycle

flutter의 모델링 및 해석과 critical slowing

down 현상에 의한 비선형 플러터의 예측인자에 

대해 다룬다.

시스템 상태의 비선형적 변화를 미리 예측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필요성으로 

인해 여러 연구 분야에 걸쳐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주제이다[3].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bifurcation의 예측 인자로 critical

slowing down이 있는데[4], 이는 시스템이 임계

점 (bifurcation point)에 접근할수록, 안정 유인

자의 유인력이 0에 접근하는 특성이다[5].

http://dx.doi.org/10.12985/ksaa.2013.2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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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nondimensional freestream 
velocity

 



density ratio

 



 radius of gyration



 plunge-pitch natural frequency 
ratio

 




 uncoupled natural bending 
frequency

 




 uncoupled natural torsional 
frequency


distance factor from airfoil center 
to elastic axis


distance factor from elastic axis 
to c.g.

 pitch inertia (physical parameter)

Table 1. Nondimensional parameters

Fig 1. Schematics of 2D airfoil (2DOF)

이 특성으로 인한 대표적인 시스템의 변화로는 

시스템의 간섭 (perturbation)으로부터 안정상태

로 돌아가는 회복률(recovery rate)의 감소이다

[6]. 일부 연구는 critical slowing down현상을 공

학적, 기계적 시스템에서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

용한 응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7,8]. 공학시

스템은 자연, 사회 시스템들에 비해 제한적인 동

역학 특성을 가지며, 또한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밀한 추적이 가능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예측 인자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정

량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플러터는 국내에서도 기초 및 응용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9,10]. 본 논문

에서는 공학시스템의 하나로서 2차원 익형의 비

선형 플러터 모델을 다루고, 이의 limit cycle

flutter의 예측인자로서 critical slowing down 현

상에 의한 recovery rate 변화를 측정하여 이론

식으로 계산된 bifurcation point와 예측값의 비

교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한다.

Ⅱ. 모 델 링

2.1 개념도 및 운동방정식

본 연구를 위한 2차원 익형 모델의 개념도는 

Fig. 1과 같이 조정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plunge ()와 pitch ( )의 2 자유도를 갖는다.

여기서 과 은 각각 날개에 걸리는 양력(lift)

과 비틀림 모멘트(torsional moment) 이며,

quasi-steady 유동을 가정하면 양력은,

   






(1)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비틀림 모멘트는,

  


  


 

  







(2)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11]. 와 는 각각 

plunge 자유도와 pitch 자유도, 는 공기밀도, 

는 공기의 유속이다. 는 Theordoson's

function이며, quasi-steady 상태에서는   

로 가정한다. 주날개의 대변형이 허용되는 유연

구조에서는 구조적인 비선형성을 가정 할 수 있

으며, 3차항을 포함한 비선형 spring force는,

   
 

   
 

(3)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와 는 각각 굽힘과 비

틀림의 선형 스프링 상수이며, 와 는 각각 

굽힘과 비틀림의 비선형 스프링 상수이다. 본 논

문에서는 가장 단순한 비선형 모델을 가정하여 

plunge의 비선형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  ), pitch의 비선형성만을 가정하여 모델

링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틀림 비선형성과 

quasi-steady airflow 상태를 가정하였을 때, 2차

원 익형 모델의 최종 운동 방정식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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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2.2 무차원화 및 상태방정식

무차원화된 plunge, pitch, time은 각각  


,

 ,   


 로 정의한다. 이를 이용하여 식 (4)를 

무차원화 하면,


 







 





  

(5)

와 같다. 좌측 항의 과 은 각각 무차원화된 

양력과 비틀림 모멘트이며,

 

 


 




 



 


 






 



(6)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후의 선형 및 비선

형 해석과 수치해석을 위해, 식 (5)와 (6)을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용이하다. 우선, 다음

과 같이 과 을 정의한다.

 ≡


 




 

 ≡


 







(7)

2차항을 한 개 씩만 포함한 두 식으로 분리하기 

위해 식 (7)의 각 함수에서 
와 를 각각 소거

하면 다음과 같이,


 







  


 

  


  

  

(8)

와 를 각각 포함한 
,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할 수 있다. 식 전체의 전개는 본 논문상에

는 생략하도록 한다. 총 4개의 상태 변수를 

   
    와 같이 정의하고, 식 

(8)의 두 식을 이용하여 상태 방정식을 구성하면,


























 




























 (9)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행렬  는 상

태변수의 1차항의 계수들로 이루어진 행렬이며,

안정평형점인 원점  (   
 )

에서의 시스템의 Jacobian이다. 벡터 은 

pitch nonlinearity (
)의 계수이다. Table 1에 제

시된 무차원 상수들로 이루어진,  와 에 

나타난 각 계수들을 간단한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는

 










   
   

   
   










(10)

와 같이 표현되며, 은



























(11)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Ⅲ. 비선형 플러터 예측

3.1 임계점의 이론값 계산

식 (9)로 부터 시스템의 안정성 해석을 위한 

특성 방정식은,

  det 



   (12)

와 같이 표현되며, 이 특성방정식의 eigenvalue

중 complex conjugate인 한쌍의 eigenvalue가 복

소수 평면의 허수축상에 놓이게 될때, 즉 실수부

가 0이 되어  ± 일때 평형점에서 local

bifurcation인 Hopf bifurcation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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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culating recovery rate function 

여기에서는 를 제어상수로 설정하고, 이외의 

시스템 상수들을 각각  ,  ,  ,

 , ,  로 정의한 후,

±   
±  

(13)

위의 두개의 식을 제어상수 와 limit cycle

frequency 에 대해 계산하여 제어상수의 임계

값(bifurcation point)을 구한다. 이처럼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구해진 시스템의 bifurcation point,

즉 limit cycle flutter가 일어나는 제어상수 값은 

 ≅이다.

3.2 Critical slowing down

co-dimension one인 Hopf bifurcation의 경우 

phase radius 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14)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7]. 여기서 는 critical

slowing down에 의한 시스템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이고, 는 제어상수, 은 의 1차항 이

상의 다차항들을 포함하는 다항식이다. Fig. 2

에서 처럼 시스템에 외부로부터 간섭이 적용되었

을 때, 평형상태로의 phase radius 회복률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한다.

 

 ln
(15)

이를 식 (14)에 대해 적용하면,

  
     (16)

와 같다. 좌변의 첫번째 항인  는 간섭

이 주어진 현재 제어상수 로 부터 bifurcation

point 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두번째 항인 

은 bifurcation의 종류 (supercritical 혹은 

subcritical)를 구분하는 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bifurcation의 예측인자로 쓰이는 첫번째 항에 관

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Bifurcation이 일어난 이후의 특정 제어상수 

  에서 ( ), limit cycle의 진폭을 라

고 정할 경우 즉, 는 bifurcation curve상의 

점이므로, 다음의 식을 만족한다.

      (17)

이제 bifurcation point 이전의 임의의 

(  )에 대하여, 식 (16)을 이용하여 

의 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8)

식 (17)를 사용하면,

  
   

  



 

(19)

Fig. 3 Forecasting bifurcation poin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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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itical slowing down observed in 2D

airfoil model

과 같다. 식 (19)는 에서의 값은 현재의 값

으로부터 까지의 거리에 가 곱하여진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는 

  좌표 상에서 기울기 를 갖고 에서 

축   을 가로지르는 직선이다. 식 (19)에 

의하여 표현되는 이러한 직선의 예시는 Fig. 3에 

제시되어있다.

이상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값에 대

하여 위의 계산을 수행하여 bifurcation이 일어나

기 이전의 제어상수 범위내에서 실제 일어날 

bifurcation diagram 전체를 얻는것도 가능하지

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 클수록 추가로 고려

되어야 할 비선형성들이 존재하므로 bifurcation

diagram 전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

다. 하지만, Bifurcation point만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bifurcation point에 근접한  , 즉 충분히 

작은 값에 대해서만 위의 계산을 수행하면 되

며, 이렇게 작은 값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선형

성은 무시가 가능하여 는 bifurcation point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인자로서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3.3 를 이용한 limit cycle flutter 예측

Fig. 4의 오른쪽에 제시된 time history는 시스

템이 간섭으로 부터 평형상태로 돌아가는 진폭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이 limit cycle flutter 지점에 접근할 수록 

critical slowing down의 영향으로 평형상태로

(a) Forecasted from range I

(b) Forecasted from range II

Fig. 5 Limit cycle flutter forecasting by 

돌아가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론식 식 (15)를 실제 시뮬레이션, 혹은 시험

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다음과 같은 근사식을 사용한다.

 

 ln 
≅

ln   ln 
(20)

충분히 작은 진폭 phase radius 0.02 rad를 로 

정의하고, 플러터 발생 이전의 중 임계 유속

에 근접한 범위 I [0.79~0.8]과, 좀더 넓은 

범위 II [0.6~0.8]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를 

이용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범위 I에서 예측한 

플러터 지점은  
 ≅ (Fig. 5(a)), 범

위 II에서 예측한 플러터 지점은 

 
 ≅ (Fig. 5(b)) 으로 이론식으로 

계산된  ≅과 비교하였을때, 매우 근

사한 예측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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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분야에서 

bifurcation point의 예측인자로서 연구되고 있는 

critical slowing down은 limit cycle flutter의 경

우에도 비선형 거동의 예측 인자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적용에 있

어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님을 유

의하여야 한다. 3차원 형태의 주익부와 항공기 

전체의 형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모델링 한 유연 

항공기 구조를 통한 해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주익의 공탄성 뿐만이 아닌, 항공기 전

체의 flight dynamics 와의 커플링 또한 고려하

여 전체적인 비선형 해석을 통해 항공기 전체의 

비행과 관련된 비선형 거동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며, critical slowing

down을 활용한 예측인자의 연구는 이러한 전체

적 연구진행의 첫걸음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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