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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the numerical implementation of 
the material sensitivity analysis, which is used to efficiently 
determine an optimal electric current distribution on a ship hull by 
corrosion of ship. A material sensitivity formula for the forward 
problem formulated in terms of the equivalent current method is 
analytically derived. Then, the components of the adjoint system 
including the electric pseudo-source are thoroughly investigated in 
order to obtain the first-order gradient information of an objective 
function with respect to the electric current. The purposed method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a model ship and the predicted result 
on the underwater electric field due to corrosion of ship have been 
compared to that computed by FNREMUS software. 

1. 서    론

  함정 선체의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  ICCP(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 장비, 희생 양극(Sacrificial Anode) 등과 
같은 선체 부식방지장치들은 해수를 통해 부식 류  부식방지 류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 에 형성되는 /자기장 신호들은  무
기체계의 주요 탐지원이 된다[1∼3]. 따라서 이러한 신호원들의 특성을 
사 에 측하여 감소 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선체 
부식  부식방지장치의 류에 의해 수 에 형성되는 기장 신호의 
특성은 선체의 형상, 도장손실  재질 특성 등과 같은 함정에 한 정
보를 알면 경계요소기법을 이용한 상용 해석 도구를 사용하여 측이 
가능하다[4]. 하지만 함정이 장기간 운용되는 과정에서 선체 표면의 국
부 인 도료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인한 함정의 기장 신호원 특
성은 상용 해석 도구를 이용하여 측이 불가능하므로 역문제 해석 기
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신호로부터 함정 선체 표면에 분포하는 기장 
신호원의 특성을 등가 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역문제 해석 기법은 주로 역행렬 계산을 통해 해를 도출하
므로 계산이 복잡하고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설계변수 개수의 제
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찾을 수 없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체 부식과 련하여 선체 표면에 분포하는 기장 신호원
을 효과 으로 구하기 한 방법으로 매질 민감도를 이용한 역문제 해
석 기법을 제안하 다. 이는 보조 변수의 정식화 과정을 통해 목 함수
에 한 1계 미분 정보인 매질 민감도 식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
계 변수의 크기를 구하는 해석 기법으로 해를 찾는 수렴 속도가 빠르고 
설계 변수 개수의 제한이 다[5,6]. 제안된 역문제 해석 기법은 임의 함
정의 경계요소 해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기장 신호를 측정 데이터로 
가정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 다. 

2. 매질 민감도 계산

 임의 수  환경에서의 선체 부식  부식방지장치에 의해 선체 표면에 
분포하는 류 분포에 의한 기장 신호는 아래 식 (1)과 같이 poisson
의 방정식으로 정리된다. 

      ∇  


                                        (1) 

 여기서 는 선체표면에 분포하는 류 도[A/m
2
]이고, 는 해수의 

도율[S/m]이다.
 그리고 선체 표면의 면 요소상에 존재하는 전류밀도에 의해 구해지는 
전기장 신호는 다음과 같다.

     
 



 


                                   (2)

    
  정 기장 시스템(Electrostatic system)에서의 목 함수(Objective 

function)   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3)

  는 시스템 라미터이고, 는 시스템 라미터를 변수로 하는 계
세기 ∇의 음함수로 표 된 스칼라 함수이다. 설계 민감도 식과 보

조 시스템 방정식을 유도하기 해 주 시스템인 맥스웰 방정식의 변분
식(Variational equation)이 라그랑지 승수법에 기 하여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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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보조변수로 표 된 라그랑지 승수 연산자(Lagrange multiplier)이
고, 는 분할된 해석 역 를 둘러싼 경계면을 의미한다. 만약 시스템 
라미터의 미소변화 를 의 식 양변에 용하면 증 된 목 함수

(Augmented objective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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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 


를 나타내고, 식을 간략히 표 하기 하여 

  


  와  


  를  와  로 가정하 다. 우변의 를 

포함하는 역 분들은 주 시스템의 변분식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상쇄

되고, 우변의 항으로 표 되는 보조 시스템(Adjoint system)에 한 
변분식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6)

  ∇ 는 목 함수의 편미분에 의해 유도되는 보조시스템에서의 가상

의 소스(Pseudo-source)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조변수  를 구하게 되

면, 정 기장 시스템에서의 설계변수 에 한 증 된 목 함수 의 
변화를 의미하는 설계민감도(Design sensitivity)를 구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아래 식 (7)은 정 기장 시스템에서 류 도로 표 된 역 문제에
서의 매질 민감도(Material sensitivity)를 의미한다.

     






 





                                 (7)

3. 보조 시스템 구성 및 역문제 해석 절차

매질 민감도를 이용한 기장 신호원 모델링을 하여 그림 1과 같이 
함정의 형상을 다수의 면요소로 분할하여 요소 변에 류 도가 분포한
다고 가정하고, 요소 변의 에 설계변수 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용
하 다. 제안된 역문제 해석 방법의 차는 그림 2와 같다. 
먼  설계변수  목 함수를 정의하며, 설계변수는 기장 신호의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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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류 도(J)가 된다. 그리고 목 함수는 최소자승법에 근거하여 
각 측정 에서의 측정된 기장 신호의 크기와 설계변수로부터 계산된 
기장 신호 크기 차이의 자승을 모두 합산한 결과이다. 설계변수  목
함수가 정의되면 요소 분할된 함정의 형상정보를 수집한다. 설계변수

의 기치(Ji
1)는 0으로 두고 k번째 반복단계에서 구해진 설계변수의 크

기로부터 측정지 과 동일한 지 에서의 기장(Ecj
k) 신호의 크기를 그

림 1과 같이 주 시스템에서 계산한다. 여기서, Ji
k는 k번째 반복단계의 i

번째 노드에서의 류 도의 크기이며, Ecj
k는 j번째 측정지 에서의 

기장 신호의 크기, σ는 해수 에서의 도율, r은 요소변 노드로부터 측
정 치까지의 거리 벡터이다. 주 시스템에서 계산된 자기장 신호로부터 
목 함수의 크기(Fk)를 계산하고, 그림 1의 보조 시스템에서 가상소스
(Pj
k)를 계산하고 계산된 가상소스로부터 보조변수(λi

k)의 크기를 계산한
다. 보조 시스템에서 계산된 보조변수로부터 매질 민감도를 계산하고 목
함수와 민감도의 크기로부터 해의 수렴 여부를 단한다. 해가 수렴되
지 않으면 설계변수(Ji

k)의 크기를 수정하고 수정된 설계변수(Ji
k+1)로부터 

주 시스템과 보조 시스템에서 목 함수  민감도를 다시 계산하여 해
의 수렴 여부를 재 단한다. 해가 수렴되면 역문제 해석을 종료하고 수
렴하지 않으면 수렴될 때까지 수정된 설계변수로부터 목 함수와 민감
도 크기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최종 으로 역문제 해석 과정이 종
료되면 최종 설계변수 값들을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임의 치에서의 
기장 신호를 계산한다.

E1 E2                                                                                                                           Em    계산된 신호
측정선

전류밀도(J )

(b)

(a)

P1 P2                                                                                                                           Pm    가상소스
측정선

요소

요소

계산된 potential(λ)

<그림 1> 매질 민감도 해석을 위한 (a)주 시스템과 (b)보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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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질 민감도를 이용한 전기장 신호원 역문제 해석 흐름도

3 해석 결과

  제안된 역문제 해석 방법의 검증을 하여 그림 3과 같이 길이 180 
m, 빔폭 30 m, 흘수 7 m인 수상함을 상으로 선체 도장 손실은 10%, 
로펠러 도장 손실은 100%라고 가정하고 4 Pairs의 ICCP 장비가 탑재
된 경우 수심 30 m에서의 경계요소 해석 데이터를 목표치로 가정하여 
역문제 해석을 수행하 다. 경계요소 해석은 선체 부식  부식방지장치
에 의한 수  자기장 신호 해석 도구인 국 FNC사의 FNREMUS를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역문제 해석을 하여 제작된 상 함정의 수면하 
형상은 233개의 면요소와 563개의 선요소로 구성하 다.   
  매질 민감도를 이용한 역문제 해석을 통하여 기장 신호의 소스가 
되는 선체 표면의 류 도 분포 특성을 모델링하 고, 모델링 결과로
부터 수심 30 m에서의 기장 신호를 계산한 후 경계요소 해석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경계요소 해석에 의한 목
표치 결과와 역문제 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결과가 매우 유사하 다. 따
라서 제안된 매질 민감도 기법을 이용하여 함정 선체에 분포하는 기
장 신호원 특성을 모델링 한 결과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3> 역문제 해석 수행을 위한 모델 함정의 수면하 형상

<그림 4> 경계요소 해석 및 역문제 해석 결과 비교

4. 결    론

  본 논문은 선체 부식과 련하여 선체 표면에 분포하는 기장 신호
원을 효과 으로 구하기 한 방법으로 매질 민감도를 이용한 역문제 
해석 기법을 제안하 다. 매질 민감도 해석에 있어서 요한 요소인 가
상소스 계산과 보조 시스템 구성 방법에 해서 기술하 고, 길이 180 
m, 빔폭 30 m, 흘수 7 m인 수상함을 상으로 한 경계요소 해석 결과
를 목표치로 가정하고 역문제 해석을 수행한 결과 제안된 기법이 충분
히 신뢰할 수 있는 수 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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