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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공기 날개의 진동은 날개주위의 유동특성과 

날개와의 복합운동 작용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항공기 날개의 안정적 제어를 위해서는 날개 

주위의 유동과 날개구조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해저유전 개발에 사용되는 

해양플랜트의 경우, 해저로부터의 광물자원을 해

양플랜트로 수송하기 위하여 라이저(riser)를 이

용하게 된다. 라이저는 지름이 1m전후의 굵은 관

의 형태인데 길이가 수km에 해당되는 관계로 라이

저 운동과 라이저 주위의 유동은 상호복합 운동이 

복잡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라이저의 설계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구조물과 구조물주위 유체유동과의 상호복합 

운동에 대한 해석방안으로서는 수치적 해석방법

과 실험계측에 의한 해석방안을 들 수 있다. 최근, 

컴퓨터 성능향상에 힘입어 수치적 해석방법에 의

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이들 

결과들을 뒷받침 해주는 실험계측방법은 점계측

(pointwise measurement)에 의한 것이므로 구조

물운동과 구조물주위 유동과의 상호 복합작용 해

석을 위한 적용에는 제약이 있게 된다. 즉 복합작용 

해석을 위해서는 유동장 전체에 대한 3차원 속도장

과 구조물 전체에 대한 거동이 측정되어야 한다. 

유동장 전체에 대한 3차원 속도장 측정법으로서 

Doh등(1)에 의한 연구성과가 있으나 한 순간에 측

정될 수 있는 속도벡터의 개수가 유동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수가 아닌 관계로 

순간에 많이 측정될 수 있는 기법개발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후 Elsinga등(2)은 토모그래픽

PIV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최소 수 만개 이상의 속

도벡터를 측정하였다. 이들 연구는 유동장의 3차

원 속도장 상세측정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한편, 

이들 연구를 응용하여 Jeon과 Sung은(3) 임의로 

움직이는 물체주위의 유동장과 물체의 거동을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eon과 Sung등이 이용한 볼륨측

정법을 구축하여 얇은 필름이 부착된 실린더구조

물의 후류와 필름의 거동의 동시측정에 적용한 

다음 유체-구조 복합운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볼륨측정 시스템

Fig. 1은 구조물의 운동과 유동장의 운동을 동시

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다. 총4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유체유동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토모그래픽 PIV법(2)을 적용하였

다. 연성구조물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방향

추적 알고리듬(4)을 적용하였다. 유동장의 3차원 

거동측정을 위하여 미소입자(나일론, 직경 100um  

Fig. 1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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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ur-camera measurement system for volume 
measurement 

전후 비중 1.02)를 유동장에 투입하여 이들의 운동

을 4대 카메라(HAS-500, 1024x992 pixels, 500 

fps)영상으로 담아낸다. 또한, 실린더형 구조물(직

경 15mm)에 부착된 연성필름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붉은 색 천(0.024t, 30mm * 60mm)을 사용

하였고 이 천의 표면에 검은색의 잉크mark를 표시

하였다. 이후 이 mark영상과 유동장의 미소입자영

상을 카메라렌즈에 부착된 광학필터를 이용하여 

분리한 다음, 각각의 분리된 영상으로 유동장의 

속도장과 연성필름의 운동을 측정하였다. Fig. 2는 

본 실험에 사용된 4대 카메라의 배치를 나타내는데 

4 카메라로부터 연속으로 얻어지게 되는 2시각의 

영상(image) 총 8frame의 영상을 이용하여 토모

그래픽 PIV법(2)으로 복셀영상(voxel image)을 구

현한 다음 상호상관법으로 볼륨의 속도장을 계산

하였다. 가시광원으로서 아르곤레이저(8W, 

532nm)를 사용하였다. 레이놀즈수는 실린더구조

물 직경기준(15mm)으로 617정도이다. 

3. 측정실험 및 결과

Fig. 3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볼륨측정법에 의하

여 구한 속도장을 나타낸다. Fig.4는 Fig.3의 동일한 

시각에 연성필름의 운동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다. 실린더구조물의 후류유동 특성에 따라서 실린

더구조물에 부착된 연성필름의 운동이 억제됨이 

확인될 수 있었다. 

Fig. 3 Measured volume vector distribution. 

Fig. 4 Measured particle motions.

 

4. 결론

본 연구에서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유체의 

운동과 구조물의 운동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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