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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를 이용한 선박용 기류전향판의 축소모형 실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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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miniature experiment of marine wind deflector with PIV

Daun Jeong+, Dae-Hwan Cho1 · Ha-Gyun Jeong2 · Won-heui Han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wake flow and unsteady flow characteristics using a 

model for actual shape of a wind breaker and visualization of flow through the particle image velocity. 

three control angle of flap were selected and instantaneous velocity distributions and flow 

characteristics were experimently investigated. It is found that as the control angle increase, the flows 

are characterized by the appearance of the growth of recircula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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