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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s the unsteady flow and acoustic characteristics of a flapping wing using 
a hydrodynamic/acoustic splitting method. The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maximum translation velocity 
of the wing is Re=8800 and Mach number is M=0.0485. The flow around the flapping wing is predicted by 
solving the two-dimensional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 (INS) and the acoustic field is 
calculated by the linearized perturbed compressible equations (LPCE), both solved in moving coordinates.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hovering sound is largely generated by wing translation (transverse and 
tangential), which have different dipole sources with different mechanisms. A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flapping sound, it is also shown that the dominant frequency varies around the wing. 

기호설명 
α : 스트로크 각도 
β : 비틀림 각도 
c : chord 길이 
c0 : 음속 
CD : 항력계수 
CL : 양력계수 
f : 플래핑 주파수 
ν : 동점성계수 
ρ0 : 밀도 
T : 플래핑 주기 
U∞ : 자유유동속도 
 

1. 서 론 

곤충의 날개 짓에 대한 연구는 크게 공기역학
적 관점에서 곤충의 양력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

고 이를 초소형 정찰로봇 등에 응용하기 위한 연
구와, 날개 짓의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들을 규명
하고자 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실험적[1~3], 수치적[4~6] 연구들
에 의해 곤충은 플래핑(flapping)하는 날개가 야기
하는 Delayed Stall, Rotational Lift, Wake Capture 등
의 공기역학적 특징들을 이용하여 충분한 양력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생물학적 관점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플
래핑 날개의 음향 특성에 대한 연구는 그 실험적, 
수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뒝벌(Bumblebee)의 날개 짓에 

의한 유동 및 음향장을 예측하여 소음 생성 메커
니즘을 규명하고, 소리의 방향성 및 주파수 성분
을 분석함으로써 플래핑 날개 음향의 특징을 밝
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지비행(hovering)의 경우
와 전진비행(forward flight)의 경우에 대한 음향장
을 비교, 분석하여 비행조건에 따른 소리의 특성
과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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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기법 

일반적으로 곤충 날개 주위의 유동은 매우 낮
은 마하수(Mach number) 영역이므로 유동과 음향
의 길이 스케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음향장 직접
수치모사(direct numerical simulation) 방법을 사용
하기에는 방대한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격자계 하
에서 비압축성 지배방정식(incompressible Navier-
Stokes equation)을 해석하여 유동장을 얻고, 선형
화 된 압축성 요동 방정식(linearized perturbed 
compressible equation)을 이용하여 음향장을 예측
하는 유동-음향 분리기법[7,8]을 적용하였다. 
 
2.1 비정상 점성 유동 해석 
플래핑 날개 주위의 비정상 점성 유동 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2 차원 비압
축성 나비어-스토크스(Navier-Stokes) 식을 적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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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전산해석은 iterative factional step method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시간적분에는 외재적 
4 단계 Runge-Kutta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류항 
계산에는 6 차 컴팩 유한 차분법(compact finite 
difference method)[9]을 적용하였고, 집중격자계
(collocated grid)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압력장 
떨림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운동량 선형 보간
법(momentum 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였다. 
 
2.2 음향장 해석 
저 마하수 영역에서 음향장을 예측하기 위한 
유동-음향 분리 기법은 압축성 변수들(ρ, ui, p)을 
다음과 같이 비압축성 요동 변수(ρ0, Ui, P)와 압
축성 요동 변수(ρ′, ui ′, p′)로 분리한다. 

 0( , ) ( , )x t x tρ ρ 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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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p x t P x t p x t′= +  (5) 

변수 분리식 (3)∼(5)를 압축성 나비어-스토크스
식에 대입하여 비압축성 나비어-스토크스 식을 
각각 빼면 선형화 된 압축성 요동 방정식 (6)∼(8)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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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P/Dt=∂P/∂t+U·∂P/∂x+V·∂P/∂y 이고 γ 는 
비열비이다. 
음향장 계산을 위한 수치해석 기법으로는 비압
축성 유동해석과 동일하게 6 차의 정확도를 갖는 
컴팩 유한 차분법을 사용하였으며, 시간 적분에
는 4 단계 Runge-Kutta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컴팩 유한 차분법을 비직교 격자계에 적용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Gaitonde 등이 제안한 10 차의 공간 필터링을 적
용하였고[10], 전산해석영역의 경계에서 음향파가 
반사되지 않도록 Edgar 와 Visbal 의 ETA(energy 
transfer and annihilation)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11]. 
 

3. 결과 및 고찰 

3.1 플래핑 날개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정상 상태의 날개는 타원

(chord 길이 c, 두께 d=0.1c)으로 모사하였으며 비
행조건에 따른 실제 날개의 플래핑을 모사하기 위
해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α만큼 기울어진 스
트로크 면(stroke plane)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때 날개의 중심은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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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는 날개의 플래핑 주파수를 나타내며 
T(=1/f)는 주기를 나타낸다. 또한 시간에 따른 날
개의 비틀림 각도 β는 아래 식에서 계산된다. 

 
Fig. 1 Unsteady wing motion in one period (red line: 

downstroke, blue line: up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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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의 모양 및 주기적인 움직임은 실제 뒝벌
(Bombus terrestris)의 데이터[12]를 기본으로 하였
으며 (c=0.8cm, f=170Hz, 스트로크 길이=4c), 유동
장 및 음향장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모두 음속 c0, 
chord 길이 c, 공기의 밀도 ρ0로 무차원화 되었다. 
유동조건으로 날개 끝단의 최대속도(17m/s)를 기
준으로 한 레이놀즈 수와 마하수는 각각 
Rec=8800, M=0.0485이고 날개의 무차원 주파수는 

St=0.004로 두었다. 
유동장 계산 영역은 날개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chord길이의 500배인 원으로 두었으며, 
401×181 개의 정렬격자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음향장 계산 영역은 유동장의 계산 영역
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비반사 경계영역(buffer 
zone)을 두어 음향파의 반사를 방지하였다. 또한 
음향장의 최소격자 크기를 유동장의 최소격자보
다 약 5 배 크게 하여 유동장 및 음향장 해석시 
동일한 시간간격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음향장
의 예측에는 모두 251×91 개의 격자가 사용되었
다. 

 

     

     

     

     

     
Fig. 2 Time evolution of vorticity field around the wing during one cycle of flapping motion; α=0˚ (contours 

between -10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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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지비행 
일반적으로, 한 주기 내에서 수행되는 플래핑 
날개의 움직임은 크게 몸체를 기준으로 한 하향
스트로크(downstroke)와 상향스트로크(upstroke)로 
구성된다. 각각의 스트로크는 스트로크면에서 수
직방향으로의 종단운동(transverse motion), 수평방
향으로의 접선운동(tangential motion) 및 회전운동
(rotational motion)의 3 단계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는 정지비행하는 뒝벌의 날개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해 먼저 α=0° 이고 U∞=0 경우에 대한 전산해
석을 수행하여 정지비행시 날개 주위에서 생성되
는 유동장 및 음향장을 고찰하였다. 

Figure 2 는 정지비행시 플래핑하는 날개 주위
의 유동을 한 주기 동안 나타낸 것으로, 날개의 
종단운동(t/T=1/10~2/10)에 의해 한 쌍의 앞전와류
(leading edge vortex)와 후방와류(trailing edge 
vortex)가 동시에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와류들은 날개가 접선운동을 함에 따라
(t/T=3/10~4/10),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앞전와류
는 계속 커지게 되며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던 
후방와류는 날개 끝단에서 박리된다. 마지막으로 
하향스트로크의 끝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날개의 
회전운동은(t/T=5/10) 앞전와류를 박리시키게 되
며 여기서 박리된 앞전와류와 후방와류는 이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하향기류에 의해 아래쪽
으로 이동하게 되어 충분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5]. 
날개의 상향스트로크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
이 반복되어 종단운동과 접선운동(t/T=6/10~9/10)
에 의해 형성된 와류구조들이 회전운동

(t/T=10/10)에 의해 박리되어 아래쪽으로 이동하
게 되며 여기서 형성된 이극성 와류는 날개의 스
트로크면에서 벗어나게 되어 이후 새로운 와류구

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Figure 3 은 시간에 따른 날개의 공력특성을 나
타낸 것으로 양력의 경우, 한 주기 내에서 이루
어지는 하향/상향스트로크에 의해 지속적인 양의 
값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항력
의 경우, 하향스트로크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상향스트로크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되
며 본 연구에서 예측된 양력계수와 항력계수의 
평균값은 각각 0과 0.66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2 차원 날개 모형에 작용하는 양력을 계
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력계수 정의를 이용
하면, 

 
2

0 max
1
2

L
L

FC
U Sρ

=  

본 연구에서 예측된 양력은 약 3.17×10-2N 으로 
일반적인 뒝벌의 무게[12] 8.63×10-3N 에 비해 충
분한 양력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플래핑 날개의 3 차원 유동에서도 주된 양력발생 
메커니즘은 2 차원적인 운동에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5]. 
한편, 플래핑 날개에 의한 음향 생성 메커니즘
을 이해하기 위해 각각 t/T=0.5 와 t/T=1.0 에서의 
음향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각 스트로크의 초
기에 형성되는 날개의 종단운동은 강한 이중극

 

 
Fig. 3 Time history of drag and lift coefficients 

during hovering 
 

(a)  

(b)  
Fig. 4 Instantaneous pressure fluctuation contours 

around the wing at (at) t/T=0.5 and (b) t/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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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ole) 성분의 음향장을 형성하게 되며 이후의 
접선운동은 고주파의 끝단소음(trailing-edge noise)
을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플래핑하는 날개는 하
향스트로크와 상향스트로크를 위해 한 주기 내에
서 연속적인 각도 변화를 수반하므로, 종단운동
에 의해 형성되는 음향장의 방향이 하향스트로크
와 상향스트로크에서 각각 다르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플래핑 날개 주위의 주된 음향장은 
항력성 이중극(drag dipole) 성분과 양력성 이중극
(lift dipole) 성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배적인 
주파수 성분은 플래핑 주파수와 그 2 배로 이루
어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지비행시 플래핑하는 날개 
주위에서 형성되는 음향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날
개 주위에서 45° 각도를 따라 측정된 스펙트럼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날개의 앞쪽(180°)과 뒤쪽
(0°)에서 측정된 음향장은 주로 항력성 이중극 
성분(f)으로 구성되며 양력성 이중극 성분(2f)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날개의 위
쪽(90°)과 아래쪽(270°)에서는 항력성 이중극 성
분(f)에 비해 양력성 이중극 성분(2f)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날개의 접선운동에 
의해 형성되는 고주파 성분(5f, 6f)의 영향과 조화
주파수의 영향이 더해지게 되어 정지비행시 플래
핑 날개 주위의 주된 음향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
으로 보인다. 
요컨대 플래핑 날개 주위에서 형성되는 음향장

은 주로 날개의 종단운동 및 접선운동에 의한 이
중극성 성분에 의한 것으로 방향에 따라 서로 다
른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한 방
향성을 가지게 된다[13]. 

 

3.3 전진비행 
전진비행시 플래핑 날개 주위에서 생성되는 음
향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스트로크면의 각도(α)
에 따른 공력특성과 자유유동속도(U∞)를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스
트로크 각도와 자유유동속도를 테스트함으로써 
Fig. 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α=40° 인 경우 보편
적인 전진비행 속도(U∞=0.25Umax)를 얻을 수 있는 
추진력이 형성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전형적인 
뒝벌의 자유비행시 각도와도 일치한다[14,15]. 
전진비행시(α=40°, U∞=0.25Umax) 플래핑 날개 주

위에서 형성되는 음향장은 방향에 관계없이 모두 
유사한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즉, Fig 5 의 45° 와 125° 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과 동일한 스펙트럼이 전방위에서 나타
나게 되며, 이는 정지비행시 전방과 후방, 위쪽과 
아래쪽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이 형성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소리의 생물학적 기능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5 Sound spectra around a hovering insect at r=100c and every 45° : black dotted line indicates the beat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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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동-음향 분리기법을 이용해 
정지비행시 뒝벌의 날개 짓에 의한 유동 특성을 
분석하고 음향장을 예측하여 소음 생성 메커니즘
을 규명하였다. 또한 비행조건에 따른 소리의 방
향성 및 주파수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플래핑 날
개 음향의 특징을 밝혔다. 나아가 정지비행의 경
우와 전진비행의 음향장을 비교, 분석하여 소리
의 특성과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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