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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자유수면 유동은 물체와 자유수면의 

상호작용으로 자유수면에 가까울수록 물체 주위의 국부적인 유동 변화와 

자유수면 상의 쇄파의 영향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또한, 

자유수면의 변화는 선박이나 부유체의 저항성능 및 운동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다 정도 높은 유동해석을 위해 유동장의 

넓은 영역을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입자영상유속계(PIV)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의 도입/설치과정을 기술하고, 

국제수조회의(ITTC)에서 제안한 표준절차에 따라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설치 후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수면관통 물체는 Wigley hull의 수선면 형상을 상하방향으로 연장시킨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수면관통 물체의 후류를 다양한 프루드 수에서 

계측하여 자유수면의 변화가 난류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자유수면의 영향으로 자유수면 근처에서 일정한 수심까지는 

반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r=0.2에서보다 

Fr=0.4에서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수면의 쇄파현상은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국부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난류구조의 

강도를 해석한 결과 Fr=0.2의 경우는 모형의 후연 바로 후미에서, 

Fr=0.4의 경우는 자유수면 변화의 영향으로 속도변화가 심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셋째, ITTC 표준절차에 따라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계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석한 결과 

Fr=0.2, Fr=0.4에서 각각 예인속도의 2.4%, 1.3%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계측 결과는 전산유체역학(CFD) 해석에 

대한 검증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예인수조용 2차원 입자영상유속계, 수면관통 물체, 후류, 

난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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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자유수면을 포함한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정도 높은 유동해석은 

조선해양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선박을 포함한 부유체는 자유수면의 변화가 저항성능 및 

운동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유체역학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수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자유수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는 Havelock(1909)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포텐셜 이론을 이용하여 조파저항을 고려한 

선박의 저항을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를 기존의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이후 Havelock(1923)은 무한한 흘수를 가지는 기둥 형태의 

물체가 균일한 유동에 놓였을 때의 저항을 추정하였다. 수면관통 

물체라고 불리어지는 이런 형상의 물체는 수심에 따른 단면의 형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저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동이나 빌지 와동과 

같이 선박 관련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3차원의 유동 

현상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깊은 수심에서의 유동은 

2차원 유동으로 간주하여 이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수면 근처에서의 

유동 현상의 특징들은 자유수면에 의한 영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Wigley(1934)는 이러한 유동현상에 주목하여 Wigley 선형이라고 

불리는 간단한 형태의 유한한 흘수를 갖는 선박과 이 선형의 수선면 

단면을 상하 방향으로 연장한 수면관통 물체를 이용하여 자유수면의 

높이 변화를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이론식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일정한 속도의 유동에 놓인 수면관통 물체는 일반적인 선박과 같이 



켈빈파(Kelvin Wave)로 알려진 수면파를 만들어내는데 통상적으로 

표면 박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하이드로 포일 단면을 가진 수면관통 

물체가 특정값 이상의 프루드 수에서 항주할 때 나타나는 쇄파현상이 

Chow(1967)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수면 관통 

평판에 대해 수행된 바 있는데 Stern 등(1989)의 연구에서는 

쇄파현상이 파저 이후에서 나타나며 파정이나 수면관통 물체의 

끝단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 

쇄파현상은 물체의 표면 근처에서 쐐기꼴을 이루며 발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견되는 쇄파 영역에서 진행방향의 반대로 유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물체 주위에 형성되는 수면파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박리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수면 근처의 쇄파/박리 현상은 

자유수면이 유동장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수면관통 물체에 대한 연구는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까지 실험기법 및 계산기법의 한계로 유동장의 

속도성분이나 난류 유동성분의 분포 등과 같이 깊이 있는 유동해석 

연구가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100,000 

이상의 레이놀즈 수를 가지는 난류 유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류 

유동의 주요한 특성들에 대한 추가적이 고찰이 필요한데 반해 그동안 

널리 사용되었던 포텐셜 이론은 그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컴퓨터 성능이 고도화 되면서 이를 이용한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이하 CFD) 기법으로 유동을 

해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D 



기법을 이용한 유동해석 결과는 실험 결과와의 비교/검증을 요구 받고 

있으나 실험 결과값 또한 흔하지 않아 계산결과의 정확도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CFD 해석기법의 발전에 맞추어 

다양한 물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실험 기법이 

요구된다.

유동계측을 위한 실험적 방법으로는 모형 주위의 유동 정보를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 5공 피토관(Pitot-tube)이나 

열선유속계(hot-wire), 광학유속계(LDV) 등을 이용한 실험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유동계측 기법들은 점 

계측(point measurement) 방법으로 국부적인 몇몇 위치에서의 속도나 

압력정보만의 제공이 가능하며, 피토관를 이용한 실험결과는 순간적인 

유동장이 아닌 평균 유동장이기 때문에 실제 유동장의 순간적인 

변화를 계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토관과 열선유속계는 유동 

계측을 위해 유동장 내에 직접 계측장비를 삽입하는 침입적인 

방법(Intrusive method)으로 순수한 유동장이 아닌 일부 교란된 

유동장의 정보를 계측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로 기인하여 레이저와 고성능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한 

입자영상유속계(Particle Image velocimetry, 이하 PIV) 기법이 

개발되면서 실험적 유동해석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PIV라는 용어는 1984년에 Pickering & Halliwell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나일론 입자, hydrogen bubble, smoke등과 같이 

유동장의 비중과 매우 유사한 추적입자(tracer particle)를 유동장내에 

분포시켜 운동하는 입자들의 이미지를 취득하고 분석함으로써 



유동장을 실험적으로 계측하는 기술을 말한다. 

조선해양공학 분야에서 PIV 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회류수조나 공동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시설은 레이저 광학렌즈(optical lens)와 영상기록장치 

등의 구성품이 유동장 밖에 설치되기 때문에 구성품들에 대한 방수 

설계가 불필요하며, PIV 시스템이 고정된 위치에 배치되기 때문에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험시설의 유동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벽면효과(blockage effect)가 발생할 수 

있고, 실험 시 초기 난류 성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모형을 고정한 

상태에서 유체를 일정한 속도로 가속하여 실험환경을 설정하여 

자유수면을 고려한 실험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예인수조 실험시설은 실제 물리현상과 동일한 원리로 

정수상태에서 모형을 직접 예인하여 실험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임펠러 등으로 유동을 만들어 유속을 제공하는 회류수조나 

공동수조등과 비교했을 때 유동의 상대속도가 존재하지 않고 초기 

난류성분이 없어 정확한 난류 유동장 계측이 가능하고, 벽면이나 

수심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아 자유수면을 포함한 난류유동 

계측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인수조에서 PIV 

기법을 이용한 실험적 유동해석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외국의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예인전차 상에 효과적으로 설치 및 운용하기  



위해 부속장치를 설계/제작하였으며, 설치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의 설치상태와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수조회의(ITTC)에서 제시한 표준 절차에 따라 2차원 PIV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과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유선형 수면관통 물체 후류의 

유동장을 계측하였으며,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해석을 수행하여 난류성분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유수면의 변화가 난류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2. 선행연구

1.2.1. 계산적 연구사례

컴퓨터 성능의 고도화로 최근의 유동해석 연구는 대부분 CFD 

기법으로 수행되고 되고 있다. CFD 기법은 실험적 방법과 비교시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근사해를 도출 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인 유동해석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D 

해석결과는 유체역학적 지배방정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사해를 

구하기 때문에 해석 결과값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반드시 

실험결과와 비교/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CFD 결과값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함과 동시에 실험으로 수행이 

어려운 실험대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CFD 

기법은 향후에도 유동해석 연구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Chow(1967)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한 특정 프루드 수 영역에서 

발견되는 wave induced separation은 수면파와 난류 유동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CFD 기법의 발전과 

함께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Zhang과 Stern(1996)은 NACA0024 

단면을 상하로 연장한 수면관통 물체에 대해 다양한 프루드 수 

영역에서 RANS(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계산을 

수행하여 표면의 압력분포와 와동구조를 확인하였다. Xing 

등(2007)은 DES(Detached-eddy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동일 

문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험결과와 RANS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Kandasamy 등(2001)은 수면을 관통하여 

연장되어 있는 NACA0024 하이드로포일 주위의 유동에 대해서 

RANS 해석을 수행하고 RANS 계산 결과에 대한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여 wave induced separation을 통해 발생한 

와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Rhee(2009)는 

NACA0024 하이드로포일을 상하로 연장한 수면관통 물체에 대해 

RANS 계산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CFD 계산결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원형 단면을 가지는 수면관통 물체로 확장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자유수면과 난류에 대한 다양한 모델링을 

적용하여 수행한 CFD 연구 사례들이 있지만 이는 Stern 등(1996)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NACA0024단면을 이용한 

수면관통 물체에 대한 연구이며 익형의 끝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뭉툭한 앞단에서 형성되는 수면파가 전체적인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2.2. 실험적 연구사례

예인수조용 PIV를 이용한 실험적 연구는 대부분 모형선의 선미 

유동장 계측이나 프로펠러 후류 계측 등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로 

집중되어 있다. 수면관통 물체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는 Pogozelski 

등(1997)은 좌우가 서로 포물선 형상으로 대칭인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유동장을 초기의 PIV 기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CFD 

해석 결과의 검증용 자료로 활용되었다. Lang과 Gharib(2000)은 

원통형 수면관통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예인시 발생하는 와 유동을  

디지털 PIV를 이용하여 자유수면의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Metcalf 

등(2006)은 NACA0024 포일 형상의 수면관통 물체의 표면에 

압력계를 장착하여 표면의 압력장을 계측하였으며,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자유수면 높이를 계측하였다. 앞서의 CFD 연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험 사례들 또한 NACA0024나 다른 형태의 익형을 

상하로 연장한 수면관통 물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선행 

연구 사례들을 통해 익형의 형상에 따라 쇄파현상이 일어나는 

위치와 프루드 수가 크게 달라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단의 

유동이 전체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해석하기 쉬운 

실험 결과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1.3. 연구개요 및 목적

자유수면을 포함한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유동은 수면관통 물체와 

자유수면의 상호작용으로 자유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국부적인 유동의 변화와 자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쇄파의 



영향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수면의 변화는 선박의 저항성능과 운동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연구라 할 수 있는 자유수면을 포함한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정도 높은 유동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연구는 CFD 기법의 개발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CFD 계산 

결과의 검증을 위해서 정 한 실험적 data가 요구된다. 그리고 CFD 

계산을 통해 제공되는 난류 해석 수준에 대응되는 실험적 결과값을 

제공할 수 있는 유동계측 방법은 유동장의 광범위한 구역을 

정량적으로 실시간 계측할 수 있는 PIV 기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PIV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동계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예인수조는 2009년에 미국 University of Iowa의 

부속연구소인 IIHR(Iowa Institute of Hydraulic Research)로부터 

2차원 PIV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차원 PIV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인 

레이저와 카메라, 동기장치 및 제어 컴퓨터는 해당 장비의 기술수준과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의 실험환경을 고려하여 성능을 고도화하였으며, 

2차원 PIV 시스템을 기존의 예인전차 상에 효과적인 탑재 및 운용을 

위해 부속장치를 설계/제작되었다. 예인전차의 구동에 따른 PIV 

시스템에 전달되는 미세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고가의 

장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하였다. 

또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상태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도입되어 국내 최초로 설치하게 

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의 효율적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설계 



과정을 정리하고 국제수조회의(ITTC)에서 제시한 표준절차에 따라 

2차원 PIV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해석과 예인수조에서 균일류에 

대한 유동계측을 통해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표면 근처에서 유동의 박리가 

미미하고 난류유동에 대한 자유수면의 영향을 비교적 용이하게 관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좌ㆍ우현이 포물선으로 서로 대칭인 Wigley 

hull의 수선면 형상을 상하방향으로 연장시킨 기둥모양의 수면관통 

물체 후류를 다양한 프루드 수에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과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각각 계측하고 비교함으로써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PIV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해석을 수행하여 난류성분을 도출해 최종적으로 자유수면의 변화가 

난류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PIV 실험 

결과는 CFD 계산 결과의 검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2. 유동장 계측 관련 연구

2.1. 유동장 계측 기법

최근까지 조선해양공학 분야에서 유동 계측을 위해 다양한 실험적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초창기에 사용된 유동장 계측 기법으로는 

선체의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여 선체표면의 유선을 관찰하거나 선체 

외부에 가벼운 실을 부착하여 경계층 내부 유동에 대한 정성적인 

계측이 수행되었다. 이후 유동장 내의 유동정보를 보다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 유속과 유동의 각도에 따른 압력변화를 이용하여 

유동의 각 방향의 속도성분을 계산하는 5공 피토관(Pitot-tube), 

유동에 의해 식혀지는 열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급되는 전류를 계측하여 유동의 속도를 계산하는 

열선유속계(Hot-wire), 그리고 작은 반사입자에 의해 산란된 레이저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광학유속계(Laser Doppler Velocimetry),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입자영상유속계(PIV) 기법들과 같이 

정량적인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이 장에서는 각 유동장 계측 기법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2.1.1. 페인트 테스트

페인트 테스트는 매우 오래된 유동가시화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선체 표면의 정해진 위치(station)에 페인트를 칠한 후 예인수조에서 

설계 속도로 예인하여 Fig. 1과 같은 유선을 그리는데 선수부 

위치에서는 선수벌브로 인한 유동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유선을 통해 빌지킬(bilge keel)이나 군함의 측면소나(side scan 

sonar) 등의 부착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 선미부에서는 프로펠러 



유입류의 유동 방향과 크기를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효율 측면에서 최적의 선미형상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2.1.2. Tuft 테스트

Tuft 테스트는 Fig. 2와 같이 선체표면에 매우 가벼운 실을 

부착하여 유동을 가시화 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선체표면이나 

주위의 유동흐름을 계측하여 선체부가물이나 추진기 설계시 

이용되었다. 실험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사용되는 돌출부와 실에 의해 유동장이 교란된다는 단점 

등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제한되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유동 가시화 기법이다. 



위와 같이 페인트 테스트나 Tuft 테스트는 정성적인 유동의 

패턴만을 가시화 할 수 있어 정량적인 유동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시간평균의 유선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속도값과 난류성분의 계측이 

불가능하며, 모형의 표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의 유선 

계측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2.1.3. 피토관 기법(Pitot-tube)

피토관 기법은 가장 오래된 정량적 유속 계측 기법 중 하나로, 

유동장을 비압축성 정상유동으로 가정하고 계측위치의 동압(dynamic 

pressure)과 정압(static pressure)의 차이에 의한 압력차를 

이용하여 Bernoulli의 방정식에 따라 계측위치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피토관은 그 구조가 간단하여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Fig. 3은 일반적인 

피토관의 기본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추가로 5공 피토관은 일반적인 피토관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계측지점의 상하, 좌우 압력차를 함께 계측하여 3차원의 속도 성분을 

얻는 실험 기법이다. 피토관은 유동장의 시간 평균속도를 계측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계측장비의 구조가 간단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피토관을 제작 후 교정시험을 하여 얻어진 

결과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유동 내 유속을 계측하기 위해 5공 

피토관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5공 피토관은 피토관과 평행한 

방향의 유동 성분이 지배적인 환경에서만 계측을 할 수 있으며 

계측시간에 따른 평균값 이외의 표준편차 등과 같은 순간적인 속도 

성분에 대한 계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2.1.4. 열선유속계(Hot-wire)

열선 유속계 기법은 유체내 유동의 흐름으로 열선이 식혀지는데 

열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공급되는 전류를 

계측하여 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유속이 빠르게 

변하는 난류성분의 속도장 계측이 우월한 장비이나 정확한 

유속계측을 위해서는 매시간 교정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열선이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외력에도 쉽게 끊어지는 단점이 있다. 

열선유속계의 기본 이론은 Fig. 4와 같다. 



2.1.5. 광학유속계(Laser Doppler Velocimetry)

광학유속계(LDV)는 Fig. 5와 같이 두 개의 레이저 빔의 교차점을 

통과한 입자의 산란된 빛을 받아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유동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LDV는 교정시험이 불필요하며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고 계측하고자 하는 유동장내에 계측 probe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비가 매우 고가이고 

유체가 움직이는 터널이 아닌 모형이 움직이는 예인수조의 경우는 

사용이 매우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2.1.6. 입자영상유속계(Particle Image Velocimetry)

입자영상유속계(PIV) 기법은 미소시간 동안 변화한 추적입자의 

분포 양상을 바탕으로 각 지점의 속도 변화를 추정하는 

실험기법이다. 광학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2차원 평면의 

속도장만을 계측하던 수준에서 2차원 평면의 3차원 속도장을 계측할 

수 있는 스테레오그래픽 PIV, 3차원 공간의 3차원 속도장 성분을 

얻을 수 있는 홀로그래픽 PIV, 토모그래픽 PIV까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PIV는 유동장내에 측정장비를 삽입하지 않는 비접촉 

방식으로 계측영역의 유동을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장점과 더불어 

광범위한 전체 영역에 대한 정량적인 유동정보 뿐만 아니라 순간 

유동정보도 계측할 수 있어 난류 유동의 유동구조를 높은 

공간분해능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2.1.7. 유동계측 기법 특징 비교

지금까지 살펴 본 유동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법은 크게 피토관과 

열선유속계와 같이 전기신호를 속도신호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식과 LDV, PIV와 같이 유체입자가 이동하는 시간 또는 거리를 

계측하여 속도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토관이나 열선유속계의 경우는 속도 계측 Probe를 직접 유동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환산을 위한 센서 교정(calibration)이 필수적인 

반면에 LDV와 PIV는 계측하고자 하는 유동장을 교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정도 불필요하다. LDV가 주어진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면 PIV는 주어진 시간에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PIV기법이 다른 계측 장치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동시다점 계측이 가능한 정량적인 유동장의 가시화 

기법이라는 것이다. 각 유동계측 기법에 대한 특징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 입자영상유속계(PIV) 기본 이론

입자영상유속계(Particle Image Velocimetry : PIV) 기법이란 

유동의 흐름을 정량적으로 계측하여 유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최신의 

실험기법으로써, PIV의 원리는 유체 내에 유체와 유사한 도를 

가지는 작은 산란입자를 모형시험 전에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측정하고자 하는 유동단면에 레이저 평면광(laser light sheet)을 

조사하여 이와 수직인 방향에서 CCD 카메라로 유동을 따라 움직이는 

산란입자를 일정한 시간 간격(Δt)을 두고 한 쌍의 입자영상을 획득해 

상관영역이라고 하는 작은 크기의 조사구간으로 분할하여 그 밝기 

분포 양상을 상호상관기법(Cross-correlation)으로 비교하여 가장 

확률적으로 일치하는 지점을 조사구간의 대표 변위로 정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얻어진 변위를 미소시간으로 나누어 속도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각 입자의 변위를 추적하는 PTV(Particle Tracking 

Velocimetry)에 비해 높은 도의 입자 분포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인 속도장이 공간적으로 균일한 정보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Fig. 6은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의 일반적인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Fig. 7은 PIV 속도장 측정에서 미소시간(Δt) 동안 움직인 

추적입자들의 속도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레이저 평면광을 반사한 영상인 Image 1(t)과 Image 2(t+Δt)를 

순차적으로 획득하고 2장의 입자영상을 디지털 이미지 처리를 하여 

시간간격(Δt) 동안 움직인 산란입자들의 변위(displacement) 정보를 

계산한다. x방향 속도성분 와 y방향 속도성분 는 미소시간(Δt) 동안 

유체와 함께 움직인 입자들의 변위(Δx, Δy)를 미소시간(Δt)로 

나누어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lim
→



 lim

→




이때 변위 , 는 이미지 촬영 간격(Δt)동안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아야 한다. 즉, 입자의 궤적(trajectory)이 

거의 직전을 이루어야 하며, 궤적을 따르는 입자의 속도도 균일해야 

한다. PIV를 이용하여 임의 속도의 유동장 계측 시 시간간격(Δt)을 

짧게 하여 계측하면 보다 정확한 속도벡터를 추정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자 변위도 함께 작아져 측정오차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시간간격(Δt)을 너무 길게 하면 입자 운동의 선형성이 

떨어지고 입자가 계측면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속도 계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2.3. 예인수조용 PIV 이용 관련 연구

예인수조는 회류수조나 공동수조와 다르게 초기 난류성분을 

배제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좁은 수로나 얕은 수심으로  

발생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난류 유동을 계측하는 실험에 매우 

적합한 실험시설이다. 이러한 예인수조의 장점들로 최근에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예인수조용 PIV를 이용한 난류 유동장을 계측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인수조에서 PIV 기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PIV의 광학적 구성 요소인 카메라와 

레이저 광학렌즈(optical lens) 등이 수중에 배치되고 예인전차와 함께 

수중에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구성품에 대한 방수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유체역학적으로나 광학적으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중 케이스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많은 예인수조 시설에는 각각의 실험 목적에 맞는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을 설계하여 다양한 실험대상에 대한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실선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수상선이나 잠수체의 선미 유동이나 프로펠러 후류 계측에 집중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에서의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2.3.1. IIHR(미국)

IIHR(Iowa Institute of Hydraulic Research)은 미국 University 

of Iowa의 부속연구소로 1997년부터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을 운용하였다. FOV(Field of view)가 200×200mm 구역에 

대해 10Hz의 속도로 입자영상을 계측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동방향에 평행한 수직면과 수평면에 대한 2차원 유동장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3차원 속도장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Gui et al., 2001, Longo et al. 2009]

이후 2004년부터는 Fig. 8과 같이 두 개의 수직 원기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수직형(vertical type)의 SPIV를 도입하였으며, 

군함 선형인 DTMB model 5512를 이용하여 PMM 실험중인 모형선 

주위의 유동을 계측하였다.[Yoon, 2010]

2.3.2. HSVA(독일)

일반적으로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은 예인전차에 모형과 PIV 

시스템이 고정되어 실험을 하는데 반해 HSVA에서는 2차원 PIV를 

예인주조 벽면에 고정시켜 모형이 지나가는 동안에 모형선의 주위를 



계측하는 방식으로 2001년부터 사용하였다. 실험모형은 Airbus사의 

항공기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비행기가 지나갈 때 날개 

끝단에서 생긴 와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계측하였다.[Scarano et 

al., 2002]

2.3.3. INSEAN(이탈리아)

INSEAN에서는 2002년부터 SPIV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교정 시험판을 관측영역에 위치시키는 교정시험 과정이 

어려운 예인수조의 특성상 예인전차의 정속 주행을 통해 얻어진 

균일 유동을 바탕으로 교정시험을 수행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그 

정확도를 평가하기도 하였다.[Grizzi et al., 2010] INSEAN에서 

운용하는 SPIV 시스템의 구체적인 형상은 Fig. 9와 같다. 

2.3.4. SVA Potsdam(독일)

SVA에서는 예인수조용 SPIV 시스템을 2006년에 도입하여 그 

성능 검증을 위해 선박의 프로펠러 후류를 계측하고 공동수조에서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적 좋은 일치성을 보여 예인수조용 



SPIV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인수조용 SPIV 시험 결과는 

속도뿐만 아니라 난류강도, 와도 등과 같은 다양한 물리량을 

계산하는데 활용하였다.[Anschau and Mach, 2007] SVA에서 

운용하고 있는 SPIV 시스템의 구체적인 형상은 Fig. 10과 같다. 

2.3.5. MARIN(네덜란드)

MARIN에서는 Fig. 11과 같은 형상의 예인수조용 SPIV를 

2005년에 도입하였으며, 도입된 SPIV 시스템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8년에는 INSEAN, TU Delft와 공동으로 동일한 평판 

모형에 대한 유동장 계측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한 바가 있다.



2.3.6. IHI(일본)

IHI는 예인수조용 SPIV를 2007년에 도입하여 선박의 선미 유동장 

계측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Semi-circular energy saving duct 

유무에 따른 선미 유동장을 계측하여 에너지 저감장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선미 Twin-skeg 주위의 유동장을 계측하여 

추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실선에 반영한 바가 

있다.[Nagaya et al., 2011] IHI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인수조용 

SPIV의 구체적인 형상은 Fig. 12와 같다. 

2.3.7. Osaka University(일본)

Osaka University에서는 2010년에 SPIV를 설치하여 파랑 중 

운동하는 저속 비대선의 공칭반류를 계측하였다. 동기화 장치를 

사용하여 모형선의 운동과 수면파의 위상을 동기화하여 위상별 

프로펠러 후류를 계측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오사카 대학교의 

SPIV의 형상은 Fig. 13과 같다.



2.3.8. KIOST(한국)

KIOST에서는 SPIV 시스템을 2010년에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실험과 CFD 계산의 검증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KVLCC 2 모형선에 

대해 선미 주위의 유동장을 계측하여 SPIV 결과를 기존 5공 

피토관을 이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SPIV 시스템을 이용한 

유동장 계측결과에서는 기존의 피토관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프로펠러 축 근처의 작은 와동이 잘 계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Van et al., 2010] KIOST의 예인수조용 SPIV의 

구체적인 형상은 Fig. 14와 같다. 

회류수조나 공동수조보다 상대적으로 난류 유동계측에 적합한 

예인수조를 보유한 연구기관에서는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최근 

예인수조를 보유한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예인수조 및 예인전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선형시험수조동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예인수조는 Fig. 15와 같이 길이 110m, 폭 8m, 수심 3.5m인 

실험수조(main tank)와 길이 7m, 폭 2m, 수심 1.7m의 

준비수조(trimming tank)로 구성되어 있다. 

예인전차의 최대속도는 5.0m/s이며 등속도 구간에서의 속도 

정확도는 ±0.002m/s의 속도분포를 갖고 있다. 



3.2.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은 예인수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예인수조내에 추적입자를 모형시험 전에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모형선과 PIV 시스템을 함께 예인하면서 모형선 주위의 

입자유동을 촬영해 입자의 움직임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써 

유동의 전체 속도장을 추출할 수 있는 유동계측 장비이다.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은 국내최초로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주요 

구성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및 시운전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2.1.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설치

도입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은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의 

실험환경 및 실험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PIV 전용 계측레일과 

기타 실험 부속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설치되었다. 

서울대학교 예인수조 및 예인전차는 모형선에 대한 저항성능 및 

운동성능 시험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하던 

계측레일의 교체 또는 수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PIV 

시스템을 위한 PIV 전용 계측레일과 모형 구속장치, 스트럿 Tilting 

장치 등이 새롭게 설계되었다. 또한 PIV 스트럿은 수 구조로 되어 

있으며, x-y평면(수평면)과 x-z평면(수직면)에 대한 2차원 계측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부분이 레이저 조사구를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ig. 16은 카메라 부분이 계측하고자 하는 유동단면에 따라 

회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Fig. 17은 기존의 예인전차의 이미지와 PIV 시스템을 설치한 

예인전차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PIV 실험시 모형과 

예인수조의 벽면과의 거리는 최소 3m 이상 이격시킬 수 있도록  

모형구속장치의 위치를 선정하여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형(선)의 단면 넓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동에 벽면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8은 PIV 시스템의 Tilting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주요 

구성품인 CCD 카메라와 레이저 광학렌즈(Optical lens)가 수중에 

위치해 있는 구조로 기본적으로 케이스에 대한 방수설계가 되어 

있지만 고가의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PIV 실험 종료 

후 수중에 잠겨있는 부분이 수중 밖에서 보관될 수 있도록 tilting 

기능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Fig. 19는 PIV 실험을 위한 모형선 구속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구속장치는 LM 가이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어 모형선의 구속 

위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모형선의 트림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선수/선미 트림 가이드를 설치하였다. 



3.2.2.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구성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은 Fig. 20과 

같이 추적입자들을 균일한 세기로 조명하기 위한 레이저(laser)와 

레이저 광원을 측정하고자 하는 유동단면에 1~2mm 두께의 

평면광으로 펼쳐주는 광학렌즈(optical lens), 예인수조내에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추적입자(tracer particle) 및 분사장치, 산란된 

입자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기록장치인 CCD 카메라, 레이저와 

카메라를 통제하는 동기장치(synchronizer), 시스템 제어 및 계산용 

컴퓨터 그리고 측정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송장치(traverse)로 구성된다.

3.2.2.1. 레이저(Laser)

레이저의 광원은 PIV 실험에서 조명장치 역할을 하며, 광원의 

방출 형식에 따라 연속광 레이저(continuous laser)와 펄스광 

레이저(pulse laser)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펄스 세기로 



두 레이저 빔 사이의 시간간격(Δt) 조절이 용이하고 순간적으로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는 Dual Nd-YAG 펄스광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레이저의 주요제원은 Table 3과 같다. 

3.2.2.2. 광학렌즈(Optical lens)

레이저의 광원을 1차원의 점(Point) 형태에서 2차원 평면 형태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Fig. 22와 같이 다양한 광학렌즈의 배열을 

통해 가능하다. 



2차원 PIV 시스템에서는 가능하면 레이저 평면광을 얇게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2차원 유동정보를 계측하는 

것으로 3차원 입자 이동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단지 2차원 

평면상의 입자 이동만을 계측함으로서 보다 정도 높은 계측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Convex lens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3.2.2.3. 카메라(Camera)

카메라는 레이저 평면광에 의해 산란된 2장의 입자영상을 

획득하는 이미지 촬영 장치로서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자영상을 

촬영하고 제어 컴퓨터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PIV에 

사용되는 입자 영상에서 색 정보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넓은 Dynamic range를 가진 흑백의 카메라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 센서는 CCD(Charge Coupled 

Device)인데 이는 입자영상의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판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로써 CCD에서 변환된 전기신호는 아날로그 

값으로 다시 ADC(Analog-Digital Converter)를 통해 

디지털신호로 처리하여 디지털 이미지가 생성된다. 입자 영상은 수 

Mega pixel 단위의 크기로 촬영되며, PIV의 해석기법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개의 속도 벡터를 추출 해 낼 수 있다. 카메라에는 

렌즈가 부착되어 초점거리에 따라서 관측범위(field of view)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ntec사(덴마크)에서 

제공하는 Flowsense 2M을 사용하였으며, 두 장의 이미지영상을 

최대 12.5㎲의 시간간격으로 획득이 가능하며, 해상도는 

1600×1200pixels이다. CCD 카메라의 형상은 Fig. 23과 같으며, 

주요제원은 Table 4와 같다.  



3.2.2.4. 추적입자 및 분사장치

추적입자는 유동단면에서 유체의 전달과정을 직접 가시화 하는데 

사용된다. PIV 기법은 속도의 기본 차원인 길이와 시간을 구하여 

유체의 속도 대신 입자의 속도를 측정하는 간접적인 측정기법이다. 

따라서 추적입자는 가능한 유체와 도가 같아 중력과 부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로 광원에 대한 반사율을 고려하여 크기를 

선택해야 한다. 추적입자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입자 자체의 

관성으로 인해 유동을 제대로 추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적입자가 너무 작은 경우 브라운 운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실험환경에 따라 추적입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적입자는 예인수조의 유체인 물의 도와 

유사한 Polyamide powder(1.016g/㎤)를 사용하였으며, 입자의 

평균 직경은 약 27㎛이다. 추적입자를 모형시험 전 예인수조에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위한 장치로 추적입자 분사장치(particle 

seeding equipment)를 개발하였다.[이신형 등, 2012, 등록번호 : 

1012051720000] 분사장치의 용량은 50리터이며, 추적입자가 

일정한 압력으로 분사될 수 있도록 압축공기를 이용하였으며, 또한, 

추적입자가 일정한 비율로 배합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 내에 

임펠러를 설치하여 임펠러가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장치를 

고안하였다. 추적입자 분사 레이크는 계측하고자 하는 유동단면에 

위치시켜 혼합된 추적입자를 일정한 압력으로 분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폭은 600mm이며 총 9개의 1mm 직경의 구멍이 아래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다. 구체적인 형상은 Fig. 24와 같다. 



3.2.2.5. 동기장치(Synchronizer)

레이저 광원의 발광과 카메라의 촬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트리거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동기 장치이다. 이 트리거 

신호는 동기장치나 실험 전반을 담당하는 제어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외부의 환경에 맞춰 위상별 

계측을 수행하는 경우 등의 실험에서는 외부 신호를 동기 신호로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기장치는 Fig. 25과 같으며, 최대 

12.5ns까지 동기가 가능하고 8개의 장치를 동시에 컨트롤 할 수 

있는 Timer Box (model : 80N77)을 사용하였다.



3.2.2.6. 이송장치(Traverse)

이송장치는 모형의 구속 위치가 정해진 실험환경에서 모형의 

여러 위치에 대한 유동계측을 위해 PIV 시스템을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3축(x, y, z-axis)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인전차의 진행방향(x-axis)으로는 최대 4m까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횡방향(y-axis)으로는 약 1m, 수직방향(z-axis)으로는 

0.9m까지 각각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0.1mm 정확도의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수직방향으로는 자유수면으로부터 0.5m까지 

이동할 수 있다. Fig. 26과 27은 PIV이송장치가 z-axis와 y-axis 

방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3.2.2.7. 해석 프로그램

예인수조용 2차원 PIV를 이용하여 입자영상을 계측하고 속도장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Dantec사에서 제공하는 Dynamic studio 

V2.2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Dynamic studio는 입자영상 

취득을 위한 카메라와 레이저를 제어하는 동기화 신호를 전송하고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 받는 기능과 이렇게 획득된 

입자영상들에 대하여 상호상관기법(Cross-correlation)을 적용하여 

속도 벡터를 얻는 기능이 통합된 프로그램이다. 본 실험에서는 

속도장을 얻기 위해 2-frame PIV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CCD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입자영상에 대해 Cross-correlation의 

개량된 기법인 Adoptive correlation이라는 기능을 적용하여 

입자영상을 해석하였다. Cross-correlation은 입자영상의 전체를 

작은 상관영역으로 나누어 첫 번째 프레임의 각 상관영역의 밝기 

정보를 두 번째 프레임의 입자영상의 밝기 정보와 비교하여 가장 

일치도가 높은 부분을 찾는 과정이다. 첫번째 프레임에서 임의의 

위치 X에서 밝기 정보가 f(X), 두 번째 프레임의 밝기 정보가 

g(X)로 정의되었을 때 상관영역에 포함되는 N개 픽셀의 상호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이 경우 상호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변위 x는 두 

프레임 간의 밝기 정보 분포가 가장 일치하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상호상관함수를 기본으로 에러 벡터들을 검출해내는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3.2.3.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켈리브레이션

PIV를 이용한 속도장 해석 시 획득된 이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측 이미지에 대한 교정시험(calibration)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정시험은 정상적인 실험환경 조성을 위한 레이저 평면광과 

카메라의 정렬단계, 입자영상과 실제 거리의 비율을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레이저 평면광 형태로 조사되는 레이저 시트의 

두께를 조절해야 하고, 이후 카메라의 초점영역을 레이저 시트가 

조사되는 구간에 맞춘다. 촬영되는 입자영상에서 나타나는 거리와 

실제 물리적 거리의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 두 점간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교정 타겟(calibration target)을 입자영상에 촬영되도록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픽셀과 실제 거리의 비율을 찾는 것이다. Fig. 

28은 교정시험 절차를 나타낸 것이며, Fig. 29는 실제 교정시험을 

하고 있는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교정시험에서는 Fig. 30과 같은 격자모양의 표적을 

이용하였으며, 가장 큰 격자의 크기는 5×5(cm)이며 작은 크기의 

격자는 0.5×0.5(cm)이다. 여기서 눈금의 두께는 0.05mm이다.

PIV 실험은 예인수조의 수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정시험 

또한 카메라의 이중매질에 의한 굴절을 고려하여 수중에 이루어져야 

교정시험의 에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PIV 시스템의 교정시험은 

실험 전에 매번 할 필요는 없으나 레이저 광학렌즈와 카메라의 

배치가 바뀌면 반드시 켈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 CCD의 픽셀이 

대응되는 물리적 길이를 확인해야 한다. 

3.2.4.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켈리브레이션 결과

Nikon(사)의 초점거리 50mm의 카메라 렌즈(Nikkor AF 50mm 

F1.4D)를 CCD Sensor에 장착하여 2차원 PIV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 켈리브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픽셀당 거리는 가로/세로 모두 

63㎛로 확인되었다. 이미지 켈리브레이션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3.3. 5공 피토관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의 

예인수조에서 유동계측용 장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이 계측한 동일한 위치를 

계측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5공 피토관의 특성상 시간평균 

속도장만을 계측할 수 있어 결과 비교 시에는 평균속도장만 

비교하였다. 

3.3.1. 5공 피토관 구성

5공 피토관은 피토관 프로브와 레이크, 15개의 차압계, 각 

차압계용 신호증폭기(Amplifier), 밸브 유니트(Valve Unit), y-axis 

및 z-axis 이송장치, 그리고 전용 해석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3.3.1.1. 피토관 프로브와 레이크

5공 피토관은 Probe의 끝단에 중앙, 상하, 좌우의 다섯 위치와 

Probe의 측면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다양한 

방향의 유동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토관은 일반적으로 

구멍(hole)을 뚫은 방식에 따라 사각뿔대형 피토관과 반구형 

피토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각뿔대형 피토관은 프로브의 끝단에 



5개의 구멍이 유동방향과 평행하도록 뚫려있는 것으로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피토관의 직경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에 

반구형 피토관은 반구 표면에 수직으로 뚫려있는 것으로 제작이 

어렵고, Pitch와 Yaw angle이 큰 경우에는 실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사각뿔대형과 반원형의 일반적인 형상은 

Fig. 31,  3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피토관의 직경이 6mm이고, 각 구멍의 직경이 

0.9mm인 사각뿔대형의 5공 피토관을 사용하였다. 피토관 레이크는 

다양한 모형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반지름이 80mm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구체적인 형상은 Fig. 33과 같다. 



3.3.1.2. 차압계 및 신호증폭기(amplifier)

차압계는 Validyne사에서 제작한 DP-15 시리즈의 차압계를 

사용하였으며, 차압의 측정범위는 2.0psi(수두기준 1400mm)이다. 

각 프로브의 정면과 측면, 상/하, 좌/우의 압력을 동시에 계측하기 

위해 프로브마다 3개의 차압계가 필요하며 총 15개의 차압계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차압계의 출력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각 

차압계마다 Validyne사에서 제작한 신호증폭기(CD280)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3.3.1.3. Y, Z-axis Traverse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모형주위의 정도 높은 국부유동을 

계측하기 위해 전용 이송장치(traverse)를 설계/제작하였다. 

이송장치의 이동범위는 y-axis 방향으로 800mm, z-axis 

방향으로는 수심으로부터 -600mm까지이며, 보다 정교한 이송을 

위해 Ball screw를 이용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피토관 

켈리브레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yaw angle과 pitch angle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다. 피토관용 이송장치의 

구체적인 형상은 Fig. 35와 같다. 



3.3.1.4. 해석 프로그램

5공 피토관 계측 결과를 이용한 유동 해석 프로그램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개발한 반류계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계측 프로그램의 상세한 해석 과정은 김우전 

등(1997)에서 설명된 바 있다.

3.3.2. 5공 피토관 켈리브레이션

5공 피토관의 켈리브레이션은 우선 차압계와 그에 연결된 

신호증폭기에 대한 켈리브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켈리브레이션 과정은 일반적으로 차압계에 수면의 높이차로 

나타내는 수두압을 가해 신호증폭기의 영점과 Span 값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후 5공 피토관을 유동속도와 각도(yaw, pitch)를 이미 

알고 있는 유동장내에 설치하고, 각 차압계에서 압력을 측정하여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완성한다. 이후 실제 실험에서 

차압계로 계측된 값을 검정곡선과 비교하여 유동의 방향과 크기를 

역으로 구할 수 있다. 

먼저, 차압계와 신호증폭기에 대한 켈리브레이션은 차압계가 

계측할 수 있는 용량(수두기준 1400mm)과 계측하고자 하는 유동의 

속도를 고려하여 수두높이를 ±400mm까지 계측하였으며, 이때 

차압계의 출력값은 4 mV/V로 설정하였다. 

5공 피토관의 켈리브레이션은 일반적인 모형(선) 주위의 

유속계측을 목적으로 예인속도는 1m/s, yaw angle과 pitch angle은 

±40(deg) 범위 내에서 켈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보다 정확한 



켈리브레이션 수행을 위해 피토관의 yaw angle과 pitch angle을 

임의 각도로 회전이 가능 하도록 치구를 제작하였다. 켈리브레이션 

조건은 Table 6과 같으며, 피토관용 이송장치의 구체적인 형상은 

Fig. 35와 같다. 

3.3.3. 5공 피토관 켈리브레이션 결과

5공 피토관의 각 피토관에 대한 켈리브레이션 결과를 Fig. 

36~45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상적인 경우 yaw angle이 zero인 



경우 pitch angle에 따른 좌-우의 차압은 0이어야 하나 

켈리브레이션 결과 0이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실제 피토관과 레이크 제작시 제작오차와 켈리브레이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중 제작오차는 

켈리브레이션 결과에 그대로 적용된다 해도 이는 피토관 시스템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토관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교체하지 않는 한 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켈리브레이션 중 발생할 수 있는 yaw와 pitch angle의 오차(0.5°)는 

실제 실험 결과에서 요구되는 불확실성 범위(1°)보다 작기 때문에 

실험 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4. 불확실성 해석

4.1. 불확실성 해석 절차

PIV 실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수조회의(ITTC)의 실험 표준 절차 중 2차원 PIV에 대한 

불확실성 해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ITTC, 2008] 불확실성 

해석에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오차라 

하는데 이는 우연오차와 고정오차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정오차는 

동일한 실험 환경으로 많은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수렴하게 되는 

평균 실험 결과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이고 우연오차는 각 실험마다 

얻어지는 값들과 평균 실험값과의 차이이다. 따라서 우연오차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 평균 실험값이 있다면 그와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지만 고정오차는 실험값 자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고정오차는 일반적으로 Data reduction equation을 

이용하거나 정확한 값을 아는 기준값에 대한 오차를 비교하여 

얻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서로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PIV는 기본적으로 조사구간에서 상호상관함수를 통해 얻어진 픽셀 

단위로 기록된 변위 와 두 입자영상 프레임의 시간간격 , 

켈리브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카메라 상의 픽셀과 실제 촬영 평면의 

위치간의 관계식인 을 얻은 뒤 아래의 Data reduction equation을 

이용해 속도 벡터를 얻는다.





따라서 Data reduction equation의 각 구성요소들인 ,  , , 

에 대한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한 뒤 이들이 민감도의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속도벡터 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여 실험 결과의 

고정 오차를 얻어낼 수 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불확실성 해석 수행은 마찬가지로 

이를 구성하는 더 작은 구성요소들에 대한 불확실성 수행 결과들에 

대한 Root-sum-square로 이루어진다. 이런 작은 구성요소들의 

불확실성 범위는 제조사로부터 제공되거나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다.

4.1.1. 교정시험

먼저 교정 시험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교정시험 

결과 의 불확실성을 계산하였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2D PIV는 

초점거리 50mm의 렌즈를 사용하여 계측 평면에 대해 왜곡된 영상이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는 상수값을 갖게 설계되었으며 이때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교정 시험판에 기록된 실제 물리적인 거리이고 는 

이에 대응하는 카메라 픽셀상의 거리이다. 이제 교정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기 위해 ITTC 표준 

실험 절차에서는 교정 시험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고정오차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① 교정 시험판 영상

교정 시험판에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에서 실제 물리적인 

거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격자나 원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 이들에 

대응되는 픽셀 단위 거리를 통해 값을 얻는데 픽셀 거리는 

이산화된 수로 나타나므로 0.5픽셀의 고정 오차 범위를 가진다 할 

수 있고 평면으로 배열된 픽셀들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오차는 

 픽셀이다. 이 때 픽셀 거리에 대한 값의 

민감도는 아래와 같다.






② 교정 시험판의 기준점

교정 시험판에는 일정한 거리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지만 이들의 

거리에도 고정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교정 시험판의 허용 

오차는 20이다. 교정 시험판 상의 표식간의 거리의 불확실성이 

교정시험 결과에 미치는 민감도는 아래와 같다.




 




③ 영상의 왜곡

모든 렌즈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 해도 어느 정도의 

광학적 왜곡을 보이게 된다. 대개 이런 왜곡 정도는 0.5%가량 되기 

때문에 PIV 카메라의 가로 픽셀 수 1600픽셀에 대해서는 8픽셀이 

된다. 이 때 왜곡에 대한 교정 시험 결과의 민감도는 아래 식으로 

나타난다.






④ 교정 시험판의 위치

교정 시험판은 레이저 시트의 위치에 놓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실험자의 관측에 의해 가능한 정확한 배열이 

수행되겠지만 ITTC에서는 목측의 한계를 0.035rad (2°), 0.5mm로 

정하였다. 이 때 교정 시험판의 회전에 대한 교정시험 결과의 

민감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카메라에서 계측 위치까지의 직선거리이다.

4.1.2. 영상의 변위 

일반적으로 PIV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된 한 쌍의 

입자영상에서 조사구간마다 상호상관함수를 이용하여 대표 변위를 

찾아낸다. 이렇게 얻어진 대표 변위는 픽셀 단위로 이산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산화된 값들을 이용해 실제 변위를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입자 영상 자체의 품질 또한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① 1.2.1 불균일한 레이저 출력

레이저 시트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레이저의 출력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 입자영상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ITTC에서는 이 경우 고정오차의 범위는 0.0071mm로 추산하였고 

이때의 민감도는 아래와 같다.




 



② 1.2.2 계측결과 해석 과정

상호상관함수를 통해 얻어진 변위는 주위 조사구간의 변위와 

비교되어 합당한 변위값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통계적으로 이런 

필터링을 거친 경우 0.2픽셀 이상의 오차를 가지는 변위가 제거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또한 이산화되어 기록된 변위들에 대해 더 

정확한 변위를 얻기 위해 2차 함수 곡선이나 가우시안 분포 등을 

이용해 상호상관함수를 보간하는데 이 경우 고정오차는 0.03픽셀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4.1.3. 시간 간격

일반적인 PIV의 동기화 장치는 수 ns 단위의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 불확실성 해석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값을 갖게 된다.



4.1.4. 속도의 불확실성

추적입자는 실험 유체와 비교하였을 때 비중의 차이가 있다면 

중력이나 부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실험에서는 비중 1.03의 

폴리아미드 입자를 사용하였는데 중력으로 인한 운동은 ITTC에서는 

실제 속도의 0.01%로 추산하였다.

2차원 PIV에서는 입자의 3차원 운동 또한 불확실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측 평면에 수직인 방향의 운동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속도 성분이 계산될 수 있다. 

 ∙

여기서 는 계측 평면에 수직인 방향의 운동 속도, 는 카메라와 

계측 평면에 수직인 방향 벡터가 이룰 수 있는 최대 각도로 

카메라와 계측면까지의 거리와 계측면의 크기로부터 추산될 수 있다.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2차원 PIV 시스템의 불확실성 해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불확실성 해석 조건은 일반적으로 예인수조 

실험에 사용되는 속도 영역인 0.5m/s, 1.0m/s, 1.5m/s이다.



4.2. 균일류 계측

예인수조용 2차원 PIV의 불확실성 해석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다양한 속도에 따라 균일류(uniform flow)에 대해 심도별 수평면 

속도장을 계측하였다. 균일류 계측의 속도 및 심도는 일반적인 

예인수조의 실험 조건을 고려하여 속도 조건은 500mm/s, 1000mm/s, 

1500mm/s로 설정하였고, 심도는 z=-50mm, -100mm, -200mm에서 

x-y평면(수평면)에 대해 계측하였다. 속도장 계측 결과는 예인속도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내었다. 

Fig. 47~52는 균일류의 속도가 500mm/s에서 각 심도별 

평균속도장과 속도장의 RMS(root mean square)를 나타낸 것이다.





Fig. 53~58은 균일류의 속도가 1000mm/s에서 심도별 

평균속도장과 속도장의 RMS(root mean square)를 나타낸 것이다.





Fig. 59~64는 균일류의 속도가 1500mm/s에서 심도별 

평균속도장과 속도장의 RMS를 나타낸 것이다.





각 속도조건에서 심도별 계측된 속도분포에 있어서 자유수면에 

가까울수록 속도장의 분포가 불균일하고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균일 유동은 

유속의 1.5%를 초과하지 않고 RMS 또한 1.5% 이상의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8은 예인수조용 2차원 PIV를 이용하여 속도별, 심도별 

균일류(uniform flow)에 대한 계측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PIV 

계측면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유속이 주어졌음을 감안하면 기준이 



되는 예인전차 Encoder 속도와 PIV 평균 속도의 차이는 고정오차로 

볼 수 있다. 이를 앞서 구한 ITTC의 불확실성 해석법에 근거한 

고정오차와 비교하였을 때 계측된 고정오차는 ITTC 해석기법 

결과의 범위 안에 존재하며 따라서 ITTC 해석기법은 실제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3. 불확실성 해석 결과

ITTC에서 제시한 2차원 PIV의 불확실성 해석 절차의 신뢰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해 본 연구에서 수행될 2차원 PIV 실험 

결과값에 대한 95% 신뢰도를 가지는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실험 결과로부터 불확실성 범위 내에 실제 값이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의미이다. 

Fig. 65는 ITTC의 불확실성 해석 절차를 적용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각 실험 조건에 대한 고정오차로 실제 계측된 유속 범위별로 

어느 정도의 고정오차(Bias error)를 보이는지 나타내고 있다. 

Fr=0.2의 경우 고정오차가 예인속도의 2.35%~2.41%이며, Fr=0.4의 

경우는 1.16%~1.29%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고속 

조건에서 고정 오차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정오차 자체의 크기가 변하는 것보다는 무차원화를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분모항인 예인속도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 확인되었다. 



추가로 우연오차에 기반한 Precision error는 실험에 사용될 

예인속도에 대한 균일 유동 계측의 속도벡터의 표준편차로부터 

추정하였다. 이는 실제 실험이 난류 유동에 대한 계측을 위한 것으로 

우연오차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속도장에서 우연오차로 

기록되는 값은 속도 평균의 표준편차로부터 구해지는데 표준편차는 

동시에 난류 성분의 크기를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난류 성분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실험 조건에서는 우연오차와 난류 성분을 분리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실험에서 가장 주요한 우연오차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것은 예인전차 속도의 불균일성과 PIV 장비의 진동이므로 

균일류 계측에서도 이에 대한 우연오차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고정오차와 우연오차의 

값과 이를 통합한 전체 신뢰구간은 Table 9와 같이 정리하였다. 

DRE에 따른 세부적인 변수에 대한 계산 sheet는 Appendix에 

포함하였다. 모든 신뢰구간의 크기는 각 실험 조건의 예인속도로 

무차원화 하였다. 



5. 수면관통 물체 후류 계측

5.1. 시험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중심축을 대칭으로 하는 두 포물선의 

형상인 Wigley 선형의 수선면 형상을 수직방향으로 연장시킨 기둥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모형의 길이(L)가 1.0m, 최대폭(m)은 0.1m,  

높이(D)는 0.6m이다. 이 모형은 표면 근처에서 유동의 박리가 거의 

관측되지 않으며 난류 유동에 대한 자유수면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용이하여 시험용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난류 유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형의 x/L=0.05 위치에 원기둥 형태의 돌기(stud)를 

5m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며, 모형의 표면은 레이저 평면광에 의한 빛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광 흑색으로 도색되었다. 그리고 모형의 

좌현 측면에는 모형시험 시 자유수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10mm 간격으로 격자모양을 표시하였다. 시험 모형의 구체적인 형상은 

Fig. 66과 같다.  



5.2. 모형시험 조건

본 연구의 목적이 예인수조용 2차원 PIV와 5공 피토관을 이용한 

유선형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유동장을 계측하여 자유수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모형의 예인속도는 Froude 수( )를 

바탕으로 일반 상선이나 고속군함의 주 속도영역인 0.2와 0.4를 

대표속도로 설정하였다. 이때의 Reynolds 수( )는 각각 

541,000과 1,080,000이다. 

유동장 계측 영역은 자유수면의 변화가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먼저, 예인수조용 PIV는 2차원 평면에 

대한 계측이 가능하므로 x-y평면(horizontal plane)과 

x-z평면(vertical plane)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으며, x-y평면은 

자유수면이 난류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얕은 

수심(25mm)과 중간 수심(115mm, 250mm) 그리고 충분히 깊은 

수심(400mm)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다. x-z평면은 모형의 중심을 

따라 수심 0mm에서 400mm까지 계측하였다.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이 계측할 수 있는 최대 FOV가  100mm×75mm로 제한되어 

수평면은 각 수심에서 총 2면에 대한 속도장을 계측하였으며, 

수직면은 총 10면에 대해 속도장을 계측하여 한 평면상에 합치하는 

과정으로 전체 속도장을 해석하였다. 수평면에 대한 유동장 계측 

영역은 Fig. 67과 같으며, 수직면에 대한 유동장 계측 영역은 Fig. 

68과 같다. 

5공 피토관을 이용한 계측 영역은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x-y평면에 대하여 동일한 영역을 계측하였다. 



5.3. 모형시험 설계

예인수조용 2차원 PIV와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유선형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유동장을 효율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 모형시험 설계를 

수행하였다. 예인수조용 2차원 PIV는 2차원 평면에 대한 계측이 

가능하도록 H/W가 구성되어 있으며, 계측 평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PIV 장비를 수면위로 올려 레이저 광학렌즈와 카메라의 화각을 90도 

회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x-y평면에 대한 PIV 실험의 

경우 Fig. 69와 같이 최초 H1에 위치하여 예인속도를 바꿔가며 

실험을 수행하고 H2에서 H8까지 순차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각 

위치에서 예인속도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예인전차의 속도는 매우 

정확한 재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험 구간인 등속도 구간의 정확도는 

± 0.002m/s 오차의 속도분포를 갖고 있다.  x-z평면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Fig. 70과 같이 최초 V1에 PIV를 위치시키고 예인속도별 

실험을 수행한 후 V2~V10 순으로 각 위치에서 예인속도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5공 피토관을 이용한 유동장 계측의 경우는 이송장치의 볼 스크류를 

통해 y-axis방향으로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하여 Fig. 71과 같이 각 

수심의 x-y평면에 대해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측점을 

이동하면서 유동을 계측하였다. 한 x-y평면에서 각 열에 대한 유동의 

계측이 완료되면 예인속도를 바꾸어 같은 위치에서의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5.4. 모형시험 결과 해석방법

5.4.1.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결과 해석방법

예인수조용 2차원 PIV를 이용하여 입자영상을 계측하고 속도장 

해석은 Dantec사에서 제공하는 Dynamic studio V2.2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상호상관도를 이용한 2 프레임 PIV 해석을 위해 두 장의 

입자영상이 필요하며, 이 두 입자영상의 시간간격은 사전 예비실험을 

통해 예인속도에 따라 촬영된 영상이미지에서 추적입자가 약 5~10 

pixel을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간간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시간간격을 너무 짧거나 길게 하면 촬영된 이미지에서 

추적입자의 변위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되어 속도장을 추출 시 

주요 에러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r=0.2에서는 2ms, Fr=0.4의 경우에서는 1ms 간격으로 입자영상을 

촬영하였다. 실험조건과 예인수조의 길이 그리고 레이저의 pulse 

rate를 고려하여 각 위치에서 입자영상 200쌍을 촬영하였으며 각 

입자영상 쌍마다 속도벡터를 구한 뒤 평균속도를 구해 하나의 

속도장으로 나타내었다. 유동장의 속도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호상관법(cross correlation)을 개량한 Adaptive correlation 

기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상호상관법이 고정된 크기의 조사 

영역(interrogation window)의 크기를 갖는데 비하여 얻어진 속도 

벡터의 방향에 맞게 상관영역의 크기와 모양을 바꾸어가며 더욱 

정확한 속도 벡터를 찾는 기법이다. 기본 조사 영역의 크기는 

32×32pixels로 하고 50% 오버랩(overlap)을 적용하여 하나의 

벡터필드에서 총 100×75개의 속도벡터를 추출하였는데 이는 실제 

1mm2당 1개의 속도벡터가 구해지는 것이다. 속도벡터를 구한 뒤 

평균값에 근거한 필터링을 수행하였으며, 촬영된 입자영상을 분석한 

결과 수면 근처의 유동에 대한 촬영 시 쇄파현상으로 인한 물보라가 

반사되어 나오는 그림자가 에러벡터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면 근처의 속도장에 대해서는 y방향 속도의 범위에 따른 

필터링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균 

속도장과 표준편차, 상관계수 등이 계산되어진다.

Fig. 72는 ∆t 동안 취득한 2개의 입자영상에 대해 상호상관 

함수를 계산하여 속도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이때 

필터는 local neighborhood validation(10%)을 사용하였다.



5.4.2. 5공 피토관 결과 해석방법

5공 피토관을 이용한 유동장은 모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현 

부분의 x방향으로는 110mm, y방향으로는 65mm 구역에 대해서 

계측하였다. 유동의 속도변화가 심한 영역에 대해서는 5×6.5(mm) 

간격으로 계측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유속변화가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10×6.5(mm) 간격으로 계측하였다. 각 점에서 계측된 

압력값을 이용하여 3차원 속도장 계산은 한국해양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부유동계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계측한 

구체적인 위치는 Fig. 73과 같다. 



5.5. 모형시험 결과

두 프루드 수에 따른 유동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결과는 x방향 

속도성분()과 z방향 속도성분()을 예인전차의 속도()로 무차원화 

하였다. 그리고 유동 해석은 자유수면이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과 Fr 

수의 변화에 따른 후류와 난류성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5공 피토관을 이용한 유동장 계측은 x-y평면(horizontal plane)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계측결과는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계측결과와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Fig. 74는 Fr=0.2, 0.4에서의 모형시험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Fr=0.2에서는 수면파의 쇄파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Fr=0.4에서는 모형의 약 x/L=0.85 위치에서 수면파가 

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5.1. PIV를 이용한 속도장 계측 결과

예인수조용 2차원 PIV의 속도장 계측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 좌표축은 Fig. 67과 68에 나타낸 것처럼 모형의 끝단은 

x/L=1.0을 따라 위치해 있고 정수 중에서 자유수면의 위치는 

z/L=0.0이다. 그리고 모형의 중심선은 y/L=0.0에 있다. 

y/L=0.0 위치에서 x-z평면(수직면)에 대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계측 결과를 Fig. 75 ~ 78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75와 Fig. 76은 

Fr=0.2와 Fr=0.4에서 x방향 속도성분()를 예인속도()로 

무차원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 예인속도 모두에서 자유수면 

근처에서 독특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Fr=0.2의 경우 자유수면에 

가까운 수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차원화한 속도()가 낮은 

저속구간이 x방향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유수면은 

no-slip wall은 아니지만 벽면과 유사하게 유속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r=0.4의 경우는 z/L=-0.1 이내의 수심에서 

유동이 -z방향으로 들어오다 x방향으로 흘러가는 유동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형이 전진하면서 발생한 수면파의 쇄파현상과 



wave에 의한 water particle의 orbital motion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CFD 기법을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Fig. 77과 Fig. 78은 z방향 속도성분()를 예인속도()로 

무차원화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예인속도 모두에서 수직방향의 

속도성분이 자유수면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면관통물체의 주위에 생기는 수면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Fr=0.2에서는 수직방향 속도성분이 자유수면 근처에서만 

계측되었으며, Fr=0.4에서 중간수심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충분히 깊은 수심에서는 두 속도조건 모두에서 수직방향의 

속도성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9~82는 z/L=-0.025, -0.115, -0.250, -0.400에서  

x-y평면(수평면)에 대한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계측결과로 

분포와 -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의 trailing edge의 

위치는 x/L=1.0이고, 모형의 중심선은 y/L=0.0이다. 

저속조건(Fr=0.2)에서의 결과를 그래프의 오른쪽(0≤y/L≤0.045)에, 

고속조건(Fr=0.4)은 그래프의 왼쪽(-0.045≤y/L≤0)에 각각 

나타냈다. 가장 깊은 수심(z/L=-0.400)은 얕은 수심(z/L=-0.025)과 

중간수심(z/L=-0.115, -0.250)에 대해 유동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x-y평면(수평면)에 대한 자유수면의 영향은 무차원화한 

속도비()의 폭으로 확인하였다. 두 속도조건 모두에서 자유수면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Fr=0.2의 경우는 중간수심 이하의 심도에서 

속도비()의 폭이 유사한 반면에 얕은 수심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폭이 크게 나타났다. Fr=0.4에서는 자유수면의 쇄파현상으로 

자유수면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구간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그 영향이 중간수심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깊은 수심(z/L=-0.400)에서는 두 속도조건 모두에서 매우 

유사한 반류분포가 나타났는데 이는 두 속도조건에서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얻어지는 경계층의 두께가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차원화한 속도() 회복 정도로 자유수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심도별 속도비() 값을 x/L=1.01, 1.06, 1.11 위치에서 

각각 비교한 결과를 Fig. 82~84에 나타내었다. 앞의 수직면 계측 

결과와 동일하게 Fr=0.2에서는 중간수심(z/L=-0.115) 이후부터 

심도변화에 따른 속도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x/L=1.1에서는 모든 심도에서 속도비()가 유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저속조건에서는 자유수면의 영향이 모형의 바로 

후미에서와 자유수면 근처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Fr=0.4의 경우는 자유수면의 영향이 중간수심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5.2. 5공 피토관을 이용한 속도장 계측 결과

PIV 계측 결과를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인수조용 2차원 

PIV를 이용하여 계측한 x-y평면에 대해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 대해 평균속도장을 계측하였다. x방향 속도성분을 

예인속도로 무차원화한 속도비()의 분포는 PIV 계측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Fig. 86~89는 z/L=-0.025, 0.115, 0.250, 0.400인 수심에서 x-y 

평면에 대한 속도비() 분포와 - 벡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모형의 Trailing edge가 x/L=0이고, 반류의 중심선이 y/L=0이다. 

모든 속도 벡터는 무차원화 되어있으며 앞서 PIV 결과와 동일하게  

Fr=0.4의 실험 결과는 그래프의 왼쪽(-0.065≤y/L≤0)에, Fr=0.2의  

실험결과는 그래프의 오른쪽(0≤y/L≤0.065)에 각각 나타냈다. 





Fig. 90~95은 수면관통 물체 후류 영역에서의 2차원 PIV 결과와 

5공 피토관 결과를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90과 91은 

모형의 후연 바로 후미(x/L=1.01)에서, Fig. 92와 93은 x/L=1.06 

위치에서, Fig. 94와 95는 x/L=1.1 위치에서 Fr=0.2와 Fr=0.4의 

결과값을 나타낸 것이다. Fr=0.2에서는 2차원 PIV 결과와 5공 

피토관 결과가 매우 유사한 반면, Fr=0.4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지만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면파의 쇄파현상과 

대각도로 유입되는 유동 특성을 5공 피토관으로는 정확하게 

계측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5.3. CFD 계산결과와 비교

PIV 실험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유동장을 CFD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였으며 

지배방정식 유한체적방법을 사용하여 이산화되었고 단일 블록 

격자계에 적용되었다. 난류 모델은 유동박리현상을 잘 예측하기 위해 

gothenberg 2010에서 KCS모델의 자유수면 예측에 사용된 k-ω 

SST모델이 사용되었다. 운동량과 난류모델의 시간 미분항은 1차 

오일러 방법이 사용되었고 대류항과 확산항은 2차 upwind방법이 

사용되어 이산화되었다. mHRIC 차분법을 이용한 VOF방법을 

사용하여 상의 경계를 포착하였다. CFD 계산 결과는 모형 주위의 

자유수면 변화와 속도장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ω 

유입부와 측면에는 Dirichlet 경계조건이 부여되었고 후면부에는 

Neumann 경계조건이 부여되었다. Wigley형상에는 no-slip조건이 

부여되었고 Wigley형상을 제외한 y=0 부분, 위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symmetry경계조건이 부여되었다.  



격자계의 크기는 –L<x<6L, 0<y<3L, -0.4L<z<0.06L로 정하였다. 

격자계는 좌현에 대해서만 사다리꼴 모양을 가지도록 생성되었다. 

형상의 전면, 후면 그리고 자유수면 부분 (-0.06L<z<0.06L)에 

격자를 집시켰고 k-ω난류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y+값은 

Fr=0.4조건에서 1보다 작은 값(약 0.00002m)으로 맞추어졌다. 

Fr=0.2조건과 Fn=0.4조건의 계산 모두 동일한 격자를 사용하였다. 

총 약 270만개의 격자가 사용되었다.

Fr=0.2에서는 Fig. 98과 같이 PIV 실험결과와 CFD 계산 

결과에서 모형 주위 자유수면의 변화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9는 y/L=0에서의 수직면에 대한 속도장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자유수면 근처에서 후류 유속의 회복이 지연되는 경향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의 후류영역의 x/L=1.01, 1.06, 1.11 위치에서 x방향 

속도성분(u)을 각각 Fig. 100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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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104는 각 심도별(z/L=-0.025, -0.115, -0.250, 

-0.400) 수평면에서의 속도장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수평면에 대한 

CFD 계산 결과 대체적으로 반류분포 경향은 유사하나, CFD 계산 

결과가 PIV 계측결과 보다 유속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수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105~108은 각 심도별 후류영역의 y/L=0, 0.02, 0.04 

위치에서 x방향 속도성분(u)을 각각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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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0.4 조건에서는 Fig. 98에서 나타나듯 모형 주위의 자유수면에 

대해서는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지만 유속 분포에서는 유동의 

박리가 수면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상용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에서 박리현상과 그로 인한 수면파의 

쇄파현상을 완전히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이런 

복잡한 유동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CFD 코드를 적용할 때에는 이번 

비교를 통해 얻어진 자유수면 근처의 박리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5.4. 예인수조용 2차원 PIV를 이용한 난류 해석 결과

x-z평면(수직면)의 속도장에서 레이놀즈 분해를 이용하여 

난류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유속의 분산 값을 예인속도의 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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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평면에서의(x-z평면) 속도 데이터로 레이놀즈 응력의 

normal 성분 2개와 shear 성분 1개를 위 식과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다. 



Fig. 109~102는 두 속도조건에서 레이놀즈 응력의 normal 성분을 

도시한 것이다. Fr=0.2에서는 레이놀즈 응력이 모형의 trailing edge 

후연 바로 후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Fr=0.4에서는 자유수면의 

영향으로 유동의 속도변화가 급격한 자유수면 근처에서 난류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13~114는 두 속도조건에서 레이놀즈 응력의 shear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Fr=0.2에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난류구조를 보인 

반면에 Fr=0.4에서는 수면파의 쇄파현상으로 자유수면 근처에서 

난류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깊은 

수심에서는 두 속도조건 모두 유사한 난류구조를 보였다. 



x-y평면(수평면)의 속도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레이놀즈 

응력을 이용하여 난류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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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5~122는 두 속도조건에서 레이놀즈 응력의 normal 성분을 

나타내었다. Fr=0.2에서는 수심이 달라지더라도 비교적 유사한 난류 

강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난류강도가 집중되는 

구역의 두께도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r=0.4의 경우는 수면파의 

쇄파 영향으로 자유수면 근처에서는 난류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수심이 증가할수록 난류강도가 작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유수면 근처에서는 두 속도조건에서의 차이가 

속도분포 때와 같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심이 깊어질수록 

속도에 의한 난류구조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쇄파현상으로 인한 자유수면의 극심한 변화가 난류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123~126은 두 속도조건에서 레이놀즈 응력의 shear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normal 성분과 유사하게 Fr=0.2에서는 수심변화에 

따른 난류강도의 차이가 미미하며, Fr=0.4에서는 자유수면 

근처에서만 난류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Fr=0.2와 유사한 크기의 난류강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자유수면의 영향은 레이놀즈 응력의 normal 성분뿐만 

아니라 shear 성분에도 큰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IV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Vorticity 분포를 도출할 수 있으며, 

Vorticity는 다음과 같이 U/L로 무차원화 하여 나타냈다. 

수직면(Vertical plane) :   







수평면(Horizontal plane) :   







Fig. 127~128은 x-z평면(수직면)의 속도장을 이용하여 Vorticity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면 근처에서 대칭의 Vorticity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예인속도 조건에 따른 속도장 

분포의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속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129~132는 x-y평면(수평면)의 속도장을 이용하여 Vorticity 

분포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수평면에서의 Vorticity 분포는 

y/L=0을 기준으로 대칭인 분포를 나타내며 y/L=0에서는 거의 

0(zero)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는 속도장 계측 결과가 y/L=0의 

중앙을 따라 대칭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Fr=0.2에서는 

수심에 따른 Vorticity 분포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Fr=0.4에서는 자유수면의 쇄파현상으로 인해 Vorticity 분포가 넓은 

구역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z/L=-0.4에서 

x방향 속도성분의 분포에서 속도 차이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Vorticity에 있어서는 Fr=0.2와 Fr=0.4의 조건에서 그 

크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인속도로 진행하는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속도장을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과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유수면의 영향이 난류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자유수면 근처(z/L=-0.025)에서의 유동과 2차원 유동으로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은 수심(z/L=-0.4)에서의 유동특성을 각각 

비교하였으며, 자유수면 근처에서 일정한 수심까지는 반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속조건(Fr=0.4)에서 반류의 회복이 

지연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수면파의 쇄파현상은 전반적으로 

수면관통 물체 주위의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예인수조용 2차원 PIV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기법을 이용한 속도장 계측결과는 

ITTC의 표준절차에 따라 2차원 PIV의 불확실성을 수행하였으며, 

Fr=0.2, Fr=0.4에 대해 각각 예인속도의 2.4%, 1.3%로 나타났다. 

또한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x-y평면에 대한 동일한 위치에서 평균 

속도장을 계측하여 그 결과를 예인수조용  2차원 PIV 결과와 비교 

하였으며, 유동분포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류구조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놀즈 응력을 이용하였으며, 

저속조건(Fr=0.2)에서는 모형의 trailing edge 바로 후미에서 

상대적으로 큰 난류강도를 나타냈으며, 고속조건(Fr=0.4)에서는 



자유수면의 영향으로 속도변화가 심한 구역에서 난류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예인수조용 2차원 PIV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적 연구 결과들은 평균 

속도장뿐만 아니라 난류 유동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CFD 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용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습득한 

PIV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론과 응용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확보하게 

될 예인수조용 3차원 PIV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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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2D PIV uncertainty analysis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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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free surface highly affects to hydrodynamic 

performance or stability of vessels or floating structures, but free 

surface flow is very complicated physics including development of 

turbulence boundary layer and wave breaking due to the 

interaction of free surface and the model. Thus, studies using 

advanced experimental method such as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are being attempted for more precise analysis of the flow 

field. Towing tanks especially have advantages for measuring flow 

field with free surfaces as a model ship is towed on calm water 

condition, same with real physics, blockage of the model ship is 

negligible, and initial turbulence are absent. Because of these 

reasons, studies using PIV in towing tanks are required and 

developed towing tank PIV systems and applied to hydrodynamic 

researches from 1990s. 



In this study, the installing process of a two-dimensional PIV 

system for the towing tank which is firstly introduced in Korea 

and corresponding uncertainty assessment based on the standar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are 

described. Using the PIV system, a wake field of surface piercing 

body of which cross section is waterplane of Wigley hull is 

measured in various Froude number condition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free surface on the turbulent flow. 

With the study, it is observed that wake recovery is delayed 

near the free surface, and wave breaking in higher speed 

condition obviously affects to local flow around the surface 

piercing body. In addition, under the wave breaking region, the 

magnitude of turbulence properties are increased and it suggests 

the violent free surface also generates turbulent fluctuations on 

the wake flow. 

Keywords : Two-dimensional towed underwater PIV, Streamlined

            surface-piercing body, Wake, Turbulent flow  

Student Number : 2009-30756



어느덧 2012년 한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유난히 

춥다고 하지만 제 마음만은 너무도 따뜻합니다. 지난 4년의 대학원 

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며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졸업이라는 영광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 저에게도 그 영광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학원 생활 내내 서툴고 부족했던 저에게 넓은 아량으로 

용기와 기회를 주신 이신형 교수님.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동생들과 함께 연구실을 잘 이끌 수 있었으며, 졸업이라는 

영광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에 복귀해서도 그 가르침 가슴에 

깊이 새기며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때에는 지도교수님으로 박사과정에서는 논문 

심사위원장으로 애써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기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군 위탁생이라는 이유로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 덕분에 제가 최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정년을 

맞이하시는데 건강하시고 멋진 제2의 인생을 기원 드립니다.

늘 뵐 때마다 인자하시고 제자들에게 정이 넘치시는 서정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 수업까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교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같은 연구실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교수님을 뵙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의 밑천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저에 논문 심사에 



응해주시고 논문 심사 때마다 장거리를 와 주신 동의대학교 정광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논문 주제의 최고 전문가로써 논문 심사를 

통해 교수님을 뵙고 세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과 저희 연구실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인수조 실험과 관련하여 많이도 귀찮게 해드렸지만 찾아 갈 때마다 

웃는 얼굴로 맞아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 심사를 허락해 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해성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 대학원 생활의 시작과 끝을 박사님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저항방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후배를 사랑하는 

박사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 또한 졸업을 해서도 저항방과 

후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살갑게 자주 찾아 뵙지는 못했지만, 수업이나 그 외 학과 

행사에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조선해양공학과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인으로서 학교에 박사과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실무부대에서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한참 일손이 

부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의 기회를 주신 조함 병과장님과  

최동섭 중령님, 신승천 대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탁교육중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함병과 선ㆍ후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군으로 복귀하여 해군력 건설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함께 시작하고 함께 졸업하게 된 박선호 박사,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에 올인 할 수 있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나이 많은 고참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PIV 실험이며 



해석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정화, 너무 고맙고 너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면 어디가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연구실 후배 희범이, 동환이, 세완이, 태구, 미연이, 그리고 

성택이, 짧게는 6개월에서 4년동안 연구실 생활을 함께 하면서 나만의 

군대 스타일로 연구실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줘서 고맙고, 

가끔은 너희들과 같이 의논할 수 있어서 마음 든든했다. 연구실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묵묵히 본인들의 일을 잘 해주기 바라고 

지금보다 더 재미있게 대학원 생활을 해주길 바란다. 

비록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실 생활을 하시는 현대중공업의 현호형님과 범우형님. 

형님들 덕분에 연구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든든한 

형님들과 함께 연구실 생활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조만간 좋은 

논문으로 학업의 결실을 맺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지금은 졸업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이창민, 대우조선해양의 임호정, 삼성중공업의 이주현, 현대중공업의 

유지명. 모두 지금처럼 성실하게 사회생활 잘 해주기 바라고, 연구실에 

있는 동안 좀 더 잘 해주지 못해 늘 미안했다. 같은 연구실로 맺은 인연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 만나든 서로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여름 42동 수조동에서 저항방, 추진방 그리고 조종방 

식구들이 함께 모여 바비큐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각각의 연구실이 

아닌 수조동에서 실험을 하는 연구실로서 서로를 위하는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과 같은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추진방의 준혁이, 우찬이, 



형도, 상일이 그리고 영민이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졸업하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란다. 처음 

수조에서 실험을 준비하는데 늦은 밤까지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고 최근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데도 많이 챙겨준 조종방 후배 김동진 박사, 

이성균 박사, 유영준 박사. 정말 고마웠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인데 모두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한다.

대학원 생활 4년간 매일 아침 9시에 저와 함께 수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계획하고 상의했던 수조행정실의 유극상 선생님. 저 

때문에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고, 참 거시기하게 괴롭혀 드렸습니다. 

저항방과 관련된 일에 제일 신경 써 주신 것을 잘 알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이면 행정실에서의 모닝커피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가정 내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계공학과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신 전흥구 선생님. 나이 어린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아버지/어머니, 

장인/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가 부모님의 지원으로 제가 대학원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작은 결실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남편에게 먹을거리를 말없이 

책가방에 넣어주던 사랑스런 아내, 지난 4년 동안 묵묵히 응원하고 논문 

발표때에도 긴장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아내에게 고맙고 

감사하며, 이 작은 결실이지만 모든 것이 당신 덕분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고동락 하면서 하나씩 갚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훌쩍 커버린 첫째딸 은재, 둘째딸 재나,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자주 놀아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고 앞으로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테니 지켜 봐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애들아!


	서론
	유동장 계측 관련 연구
	실험장치 및 방법
	불확실성 해석
	수면관통 물체 후류 계측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