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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ngential flow induction factor

B :        Number of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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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a Hybrid PTV and its Application for 

the Flow Analyses of a Free-Horizontal-Axis Tidal 

Power Generation System

by Jae Min, Le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A new hybrid PTV algorithm in which a linear transformation 

was adopted, was constructed and its performances were 

validated. For the performance test, a set of numerical data 

on the Taylor-Green vortex flows was used. Using the data 

sets, artificial images were generated. In the test,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showed the best performance 

in the case where the particle number density was more than 

4,000.    

  In order to validate the applicabilities of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it was used for the measurements of the 

rectangular wake flows. Further, the conventional PIV and 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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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were used for the measurements of the same flow 

fields for comparison. 

  The vortical structures of the rectangular wake flows we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by the conventional PIV, a PTV 

technique (2-frame match probability), and by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A numerical simulation (CFD) was carried out for the same 

rectangular wake flows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obtained by the PIV, the PTV, and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through which it was verified that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results showed better 

compatibility with those obtained by the CFD simulation.

  Validating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it was used 

for the measurements of the vortical structures of a free- 

horizontal-axis tidal power generation system. In the tests, 

three different models (A, S, SE) were used, and the measured 

velocity was used for constructing the velocity diagram based 

upon the momentum theory. 

  The results attested that the SE model showed the highest 

output power at the same blade angles among A, S and SE 

models. Further, it showed that the SE model showed good 

performances of power generation under fast current spee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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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 model showed good performances under slow current 

speeds. Using the same shape model, higher blade angle showed 

higher power generation.

  The pressure fields were calculated using the velocity 

vector fields; through which it was verified that the pressure 

distribution at the rear part of the S type blade was much 

more uniform than those of A and SE models. This implies that 

the S type loses much more kinetic energy in the blade wake. 

This result was affirmed by electric power[W] meter measurements.

  It was shown that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can 

be intensively used for the flow measurements of the free- 

horizontal-axis tidal power generation system.  

Following is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n the first chapter, the research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the paper were mentioned. 

  In the second chapter, the principles of the PIV and PTV 

techniques were mentioned, and the newly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was explained in detail.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test on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wer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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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third chapter, an experiment on a rectangular wake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The results by the gray-level 

cross-correlation PIV and the 2-frame based PTV were also 

discussed for comparison with those obtained by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In the fourth chapter,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was made. The flow features 

around the blades of the free-horizontal-axis tidal power 

gener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Lastly, summaries were made emphasizing the benefits of the 

constructed hybrid PTV algorithm for industri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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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유동장 해석에서 와도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국소 

변동 압력분포 추정, 나아가서는 난류 특성의 정량화에 기여하게 

된다. 정량적 유동가시화기법에 해당되는 PIV(Particle Imaging 

Velocimetry, Adrian, 1991)법, PTV(Particle Tracking Velocimetry, 

Doh, 2002)법은 유동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로 비정

상(unsteady)유동 해석에 많이 적용된다. 그런데, PIV법에서는 2시

각분의 영상사이에 계산영역(상관영역이라고도 함)내의 입자의 밝

기 정보의 상관도를 이용하여 속도벡터를 구하게 되므로 이 계산영

역보다 작은 크기의 와(vortex)에 대해서는 필터링 효과에 의하여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PTV법에서는 2시각분의 영상사이에 

입자중심의 정보를 이용하여 속도벡터를 얻어내는 관계로 측정원리

상 난류유동의 가장 작은 스케일에 해당되는 Kolmogrov 스케일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PTV법은 보간하는 과정에서 Kolmogrov 

스케일과 관련된 난류통계량이 필터링효과에 의하여 사라지게 되어 

결국 PIV법의 필터링 효과에 의하여 사라지게 되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본 연구는 PTV알고리즘에 있어서 보간 효과를 억제

하는 알고리즘의 구축과 관련되어 있다. 

  자연 현상이나 산업 현장에서 관찰되는 유동의 대부분은 비정상

(unsteady) 난류 유동(turbulent flow)이다. 유동을 기술하는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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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의 기본방정식의 해는 Navier-Stokes 방정식의 발견 이래로 계

속해서 탐구되어 왔으며,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어떤 종류의 난

해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 방정식을 모델화하고 수치적으로 계산

한 전산유체역학(CFD), 실험적인 기법인 열선유속계 및 LDV(Laser  

Doppler Velocimetry)가 계측분야에서는 널리 적용되어져 왔다. 그

러나 이러한 CFD는 모델화의 어려움, 식의 복잡함에 의한 계산 시

간의 증가란 문제가 있고, 열선 유속계와 LDV는 측정 대상공간에 

대하여 한 점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고, 계측기의 유동장에 직

접 접촉에 의한 유동방해란 맹점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컴퓨터와 전자산업의 발달과 화상처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시 

다점계측이 가능한 PIV/PTV 속도장 측정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이제는 복잡한 비정상(unsteady), 난류 유동(turbulent 

flow)의 유동 구조를 높은 공간 분해 능력으로 정확히 해석하는 기

술이 10년간 발전되어져 왔다. 이러한 화상처리를 이용한 PIV/ PTV 

속도장 측정기법은 점점 발달되어 가는 컴퓨터, 화상처리 장비 및 

기술에 힘입어 점차 복잡한 열 유동 문제의 규명 및 유동구조의 물

리적 진단에 있어서 효과적인 계측 방법이 될 것이다. 

  PIV/PTV 속도장 측정기법에서는 정확한 유동장 계산과 계산 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적인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Chang과 Tatterson 

(1983), Chang et al(1984) 등은 다중사진기법으로 실용적인 속도

계를 처음으로 고안하여 3차원성이 강한 유동의 난류 유동계측에 

성공하였으나, 카메라의 작은 시선 각으로부터 얻어진 3차원 좌표

에서 깊이 방향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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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akawa와 Iwashige(1986), Racca와 Dewey(1988), Adamczyk와 

Rimai(1988), Kobayashi(1989) 등은 두 대의 카메라를 계측영역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카메라의 좁은 시선 각으로 인

한 깊이방향의 계측 오차를 줄였으나, 여전히 복잡한 유동장에서는 

카메라의 위치선정이 까다로웠다. Kobayashi(1991) 등은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AOM(Acousto Optical Modulator)이라 불리는 

광학장치를 이용하여 4-Frame PTV계측법을 구축하였으나, 결과가 2

차원에 한정되었고, 계측 결과도 Baek and Lee(1996)의 2-Frame 

PTV알고리즘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Multi-Frame PTV방법은 여러 장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사용

하여 동일입자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속도가 빠르거나 3차원성이 강한 복잡한 유동장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Doh(1996)

등의 연구에서는 1-Frame 3-D PTV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Adrian(1991) 등이 인간의 눈이 하나의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원

리를 이용한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기법의 사용이 널리 보

급되어 상용화되었다. 이는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PIV법에 의한 

두 대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본 2차원 벡터장의 계산결과를 매칭하

여 3차원의 공간벡터를 얻는다. 그러나 스테레오스코픽의 경우 평

면적인 벡터의 신뢰도는 우수하지만 유동장의 전역에 대한 순시  

벡터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위의 해석법 이외에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자연세계의 진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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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자생존에 기초한 최적화 알고리즘인 John Holland에 의해   

개발된 유전적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은 주어진 문제의 

탐색 공간 내에서 최적화 할 목적 함수에 대해 초기 해로부터 재생

산(reproduction), 교배(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를 거쳐 

새로운 자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고, 자연의 생물유전을 모방한 

연산자들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적합한 해를 탐색한다. 이를 3차

원 PTV(Doh, Cho, 2000)법에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유전적 알고리즘

을 PTV법에 적용하여 볼륨전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GA-PTV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나,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계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PTV법에서 얻어진 

속도벡터는 유동장의 물리량(속도, 압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

해서는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에서와 

같이 일정 간격의 격자상의 물리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보간 

과정에서 필터링효과(filtering effect)로 원래의 속도벡터(random 

vector)값이 평가 절하 또는 평가 절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PTV법의 장점인 난류측정에 대한 장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PTV법은 장점이 있지만 보간 

문제 때문에 이용을 꺼려해 온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부터, 보간에 의존하지 않고 

난류 특성치를 잘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이

에 대한 측정성능을 평가한 다음, 이를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

의 블레이드 유동장에 대한 와도분포를 정 하게 추정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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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PIV법에서의 속도벡터 측정시 계산영역보다 작은 크기의 와

(vortex)에 대해서는 필터링 효과에 의하여 측정이 어렵게 된다. 

PTV법에서는 보간에 의하여 난류통계량에 대한 필터링효과로 측정

오차가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간의 영

향을 줄이며 유동장의 난류 특성치를 잘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입자

추적유속계(PTV)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속도분포를 보다 정 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구축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가우시안 분포를 적용한 가상영상을 생성하여 연속성 및 Navier- 

Stokes 방정식을 만족하는 Taylor-Green 와(vortex)유동을 이용하

여 측정성능을 수행하고, 실제 유동장의 측정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정방형사각주 후류에 대한 CFD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구축된 하

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에 의한 계산결과에 대하여 비교 성능평가

를 하는 것이다. 

  또한 구축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PTV) 알고리즘으로 최근

에 도입된 새로운 개념인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해 실험, 

측정 및 유동특성을 해석하고, 측정된 발생전력 특성과 효율을 비

교함으로써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에서의 최적의 블레이드 형

상을 찾는 등 구축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PTV) 알고리즘으

로 산업에의 실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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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내용

  조류에너지는 신재생 해양에너지중 하나로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해저지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조류에너지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새로

운 개념인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실험 및 측정 해석을 

함으로써 이 시스템에서의 블레이드 최적 형상을 찾고자 하였다. 

  그런데, 시스템의 회전축이 고정된 축에서 회전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운동하는 관계로 블레이드 수치계산에 의한 유동특성해석

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기법인 정량적 유동가시화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유동장의 해

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유동가시화 기법으로서 PIV(입자영상유속계, particle 

image velocimetry)법과 PTV(입자추적유속계, particle tracking 

velocimetry)법이 있으나 전자는 계산격자 상에서의 순간속도에 대

한 필터링(filtering) 효과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보간 오차가 크게 되는 단점이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PTV) 알고리즘을 

구축한 다음, 이를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의 유동장 측정해석

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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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여 본연구의 필요성

과 목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2 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의 측정원리

와 관련된 PIV, PTV방법의 원리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이어서 이들

의 특징을 보완하여 작은 미세유동에도 측정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의 구축에 대한 원리를 논하였다. 구축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검정을 위해 가우

시안 분포(Willert and Gharib 1991)를 사용하여 가상영상을 생성하

였으며 연속성 및 Navier- Stokes 방정식을 만족하는 Taylor-Green

의 와(vortex) 유동 방정식을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PTV) 알고리즘의 측정성능 및 응용성을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부

터 미세 와 유동에서도 측정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정방향사각주 후류에 대한 측정성능평가로부터 계

조치상호상관 PIV법, 확률일치 PTV법,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계산을 비교한 결

과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에 의한 와의 구현 결과가 

기존의 연구 성과와 정성적으로 같은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전산유체역학(CFD)에 의한 계산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구축

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PTV) 알고리즘이 PIV측정법보다 우

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서 구축된 측정법은 몰수체 후류의 측정

에 매우 잘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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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에서는 구축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으로 

유연한 수평축을 가진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의 서로 다른 형

상의 블레이드 및 동일형상의 블레이드이지만 각이 다른 블레이드

를 개별적으로 실험하여 블레이드 주위의 유동특성을 해석하였다.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PTV) 알고리즘으로 측정한 속도장 결과

로부터 운동량이론과 속도선도에 의거한 블레이드의 성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해 본 결과, 속도장 측정결과에 의거한 속도선도는 측정

된 발생전력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제 5 장에서는 구축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의 구

축 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장점과 결과를 

기술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의 실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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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2.1 PIV, PTV 방법의 원리

  2.1.1 PIV방법의 원리

   PIV란 Particle Image Velocimetry의 약어로서, 유동장에 유체

와 동일한 비중의 미소입자(일반적으로 100미크론 전후의 직경을 

가지는 입자)를 투입한 다음, 이들 입자들의 거동을 카메라로 영상

화해서 속도장을 계산해 내는 기술을 말한다. 

  즉, 두 시각분의 영상에서 미소입자들의 이동거리와 카메라의 시

간간격을 계산하면 속도벡터가 얻어지게 된다. 영상에서의 이동거

리는 두 영상에 나타난 추적 입자들의 중심이나 혹은 추적 입자들

의 계조치패턴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응시킬 수 있느냐가 

PIV계측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공간대응 문제 혹은 입자동정 

문제라고 한다). 이 동일한 입자중심 혹은 입자들의 계조치패턴을 

짧은 시간차를 가진 두 화상 상에서 찾을 수만 있다면 이동거리는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고 속도분포는 전술의 시간정보를 이용

하여 구해지는 것이다. 즉 이동거리에 CCD카메라의 시간차를 나누

면 속도(Fig. 2.1)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차를 가진 두 화상 상에서 공간 대응시키는 방법

에는 통계이론이나 인공지능 등에 의거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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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he principle of gray-level cross-correlation PIV algorithm

있지만 그 중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입되

고 있는 계조치상호상관법(Kimura, 1991)의 원리에 대하여 기술한

다.  

  Fig. 2.1에서 미소시간동안 유동장의 화상의 계조치패턴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제1화상에서의 상관영역내의 계조치 

분포(Fig. 2.1의 f(M,N)는 8bit의 256계조치 중의 밝기를 표시)와 

미소 시간 후의 제 2 화상에서의 계조치 분포(Fig. 2.1에서의 g(M,N) 

는 8bit의 256계조치 중의 밝기를 표시)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제 1 화상의 임의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제 2 화상

상의 같은 크기를 갖는 영역(상관영역)에서의 계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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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관 계수값을 구하고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큰 값을 동일입자

군의 이동위치로 간주할 수 있다. 컴퓨터상에서 이와 같은 계산을 

빠른 속도로 행할 수 있으면 가상의 중심 입자군 속도(속도벡터의 

시점)에 대하여 이동벡터의 종점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계조치패턴은 Imageboard 내부에 A/D변환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화상데이터를 0에서 255까지(8bit A/D변환의 경우)의 계조

치로 변환이 되므로 2치화작업 및 각종 화상처리작업에 의하여 구하

여지게 된다. 

  2치화 작업을 통하여 입자들이 있는 부분에는 1의 값과 없는 부

분에는 0의 값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1의 값을 가진 입자의 형

상의 중심이 입자중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2치화 작업은 Imageboard

를 제작한 회사가 상용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조치패턴은 2치화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추적 입자들의 

분포화상이 그대로 A/D변환된 화상을 말한다. 

  한편, PIV계측 기술은 크게 고 도 PIV법과 저 도 PIV(일명 

PTV: Particle Tracking Velocimetry)법 두 가지로 대별되며, 입자

영상으로부터 입자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자 도가 많은 

경우에 속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자들의 계조치분포에 

대한 상관으로부터 속도를 구한다고 해서 PIV법이라고 하며, 이와 

반면에 입자들의 중심이 구분될 수 있을 경우에 입자(Particle)들

의 중심을 추적(Tracking)하여 속도(Velocity)를 구한다고 해서 

PTV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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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PTV방법의 원리

  PTV방법이란 유동장에 투입된 미소입자들에 대한 카메라영상에서

의 입자밝기 중심을 추적하여 동일한 입자들을 찾아냄으로써 속도

벡터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 1 시각(t1 시각)에서의 입자중심이 

△t시간 후에 어디로 가 있는지를 밝히면 속도벡터가 얻어지게 된

다. 즉, t1시각에서의 입자중심의 위치가 속도벡터의 시점이 되고 

△t시간 후의 입자중심의 위치가 속도벡터의 종점이 된다.(입자중

심을 추적한다 하여 일명‘입자중심추적법’이라 한다) 

  한편, 두 시각에서의 영상에 나타난 수많은 입자들 간의 동일한 

입자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입자중심추적법

에서는 동일입자를 판별해 내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계측알고리즘

이 있으나 현재 나와 있는 동일입자판별법을 모두 망라하자면 4시

각 추적법, 3시각 추적법, 2시각 추적법이 있다. Fig. 2.2는 입자

중심추적법(PTV)의 원류에 해당하는 방법인‘4시각 추적법(4-frame 

PTV)’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4시각 추적법에서의 속도벡터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 1시각

에서 수많은 입자들 중 x번 입자가 제 4시각까지 갈 수 있는 입자

경로의 개수는 i x j x k개 일 것이다. 이들 경로 중에 Fig. 2.2에 

나와 있듯이 입자 경로들의 변화각과 제 4시각까지 각 시각 사이에

서의 입자중심 이동거리의 분산치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진 입자경로

가 동일한 입자가 움직인 최종경로로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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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 내에 입자가 최단경로로 통과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둔 아이디어이다. 이때 화상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입자들을 찾아가

는 것보다 Fig. 2.2의 점선 원과 같이 그 영역(탐색영역이라고 함)

을 시간 경과와 함께 어느 정도 좁혀 가는 것이 처리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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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2

t = 1

t = 0

t = 3

 

 

(제2 시각 , i 번입자중심)

θ
θ

제3 시각에서의 
탐색영역 길이 

제2 시각에서의 
탐색영역 길이 

(제3시각 , j 번입자중심)

(제4 시각 , k 번입자중심)

(제1 시각 , x 번입자중심)

제4 시각에서의 
탐색영역 길이 

         

Fig. 2.2  The principle of 4-frame 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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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실제 실험이나, 가상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저장된 이미지

에서 배경을 제거함으로써 순수 입자영상을 얻게 되고 이 영상에 

대하여 임계값(threshold value)으로 이치화한 다음 윤곽선추적

(boundary trace)을 행하여 하나의 입자로 인식되는 화소에 대해 

면적모멘트 공식에 의해 입자의 중심을 결정한 후, 입자의 2차원 

위치계산, 동일입자의 쌍을 구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올

바른 입자 쌍을 결정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적용이 필요하게 된

다. 다음 식(2.1)은 2차원 입자좌표 값을 구하기 위한 면적모멘트

를 나타낸 식이다.

   x= ∑n
i=1Aixi

∑n
i=1Ai

, y= ∑n
i=1Aiyi

∑n
i=1Ai

                           (2.1)  

  결정된 입자의 중심으로부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

종적인 2차원 벡터를 결정한다. 

  Table 2.1은 PTV법 속도계측을 위해서 사용된 입자화상의 개수와 

적용된 계측알고리즘에 따라 정리한 분류표를 보이고 있다. 2차원 

PTV에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으로는 사용되는 화상의 수에 따라 4

시각(4-Image) 입자추적법, 3시각 입자추적법, 2시각 입자추적법이 

등이 있다. 또한, 이들 입자화상간의 입자대응을 위하여 퍼지이론, 

신경망이론, 유전알고리즘, 확률에 의거한 확률일치법 등이 적용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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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3은 2시각 입자추적법의 경우에 입자상을 나타내는데 2시

각 화상 간에 동일한 입자를 찾아냄으로써 속도분포를 얻게 된다. 

이 동일한 입자상을 찾아내는 과정을 대응(pair matching)과정이라 

고 한다. 현재 2시각 입자추적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시

각간의 동일한 입자대응을 위해서는 유동장의 특성에 따라 상기의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Fig 2.5는 2차원 유전알고리즘

(Doh, et, al, 2002)을 이용한 2차원 PTV법의 계측결과의 예를 나

타내고 있는데 Fig 2.4의 원화상에 대한 결과이다. 

Table 2.1  PTV algorithms

Classification of used the 

number of images for matching 

the same particles.

Classification of used 

algorithms for matching the 

same particles.

2D

PTV

․ 4-frame tracking method
․ 3-frame tracking method
․ 2-frame tracking method

․ vector histogram method
․ probability matching
․ statistics and
 distributed processing

․ genetic algorithm
․ fuzzy method
․ neural network method
․ others

3D

PTV

․ 8-frame tracking method(TSM)
․ 3-frame tracking method(STM)
․ 2-frame tracking method(STSM)

․ vector histogram method
․ probability matching
․ statistics and
 distributed processing

․ genetic algorithm
․ others

※TSM: Temporal-Spatial Pair Matching Method
※STM: Spatial-Temporal Pair Matching Method
※STSM: Simultaneous Temporal-Spatial Pair Matching Method 



- 17 -

Fig. 2.3  Two consecutive particle images according to the time

Fig. 2.4. Image viewed by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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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Obtained 2-D velocity vectors using GA-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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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이브리드(Hybrid) 입자추적유속계의 원리

유동에는 회전, 전단, 신축 및 이동변형의 변형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선형변환(linear transformation) 개

념을 도입하였다. PIV법의 계산에서와 같이 상관영역을 작은 미소

영역으로 본다면 임의의 점 x0, y0에서의 속도성분 u, v는 다음과 

같은 식(2.2)으로 근사될 수 있다. 

{
nTranslationDeform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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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34444 21                  (2.2)

이 식에서는 전단변형과 회전변형에 관여되는 항과 이동에 관련

된 항이 포함되는데 이 이동항이 미소상관영역에서의 속도성분 u, 

v에 해당된다. 

한편, 선형변환(linear transformation)식은 다음 식(2.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232221

131211

ayaxay
ayaxax

++=
++=

                                  (2.3)

이 식은 변형의 중심을 x0, y0로 봤을 때 다음의 식으로 표시될 수 



- 20 -

있다. 두 시각차를 △t라 하면 식 (2.3)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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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xxu fs

Δ
−

= , t
yyv fs

Δ
−

= , t
au Δ= 13

0 , 

t
av Δ= 23

0 이다.

여기서, f는 PIV에서의 첫 번째 프레임을 의미하고, s는 두 번째 

프레임을 의미한다. 

식(2.2)와 위 식에서 선형변환 계수로부터 변형행렬(deformation 

matrix)은 다음 식(2.5)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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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로써 유체이동과 변형행렬은 영상의 선형변환으로 구해진다. 

이 식에서 변형행렬 성분은 유체의 응력텐서(strain tensor) 및 와

도(vorticity) 등의 계산에 연관된 물리량에 해당된다. 변환계수는 

다음의 과정으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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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짧은 시간 간격을 가진 2장의 연속된 입자영상에서의 입자중

심은 Gaussian 필터법(Nobach et al., 2005)으로 구하였다. 

(2) 2-Frame 확률일치법(Baek and Lee, 1995)을 적용, 20회의 반

복계산을 통하여 초기 속도벡터를 계산하였다. 이 초기벡터에

는 오류벡터들이 있는 관계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이브

리드 PTV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Fig. 2.6은 2-프레임 확률일치법에서 제1프레임 영상과 제2프레

임 영상에서의 파라미터 Tn과 Tm을 나타낸다.  

Tm은 다음 식(2.6)을 만족하는 입자의 최대 이동거리를 의미한

다. fi와 si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의 입자중심(i번째 입자

와 j번째 입자) 을 나타낸다. 

mijji Tfsd <−=,                                    (2.6)

Fig. 2.6 Definition of maximum particle movement Tm and        

           neighborhood threshold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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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자들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하는 입자들을 대상으로 동일

한 입자들을 찾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영상의 임의의 입자

중심에서 이 입자로부터 식(2.7)로 표시되는 임의의 거리 Tn이내

(이웃 범위)에 있는 입자들과 두 번째 영상의 Tm 내에 있는 입자들

로 구성되는 모든 속도벡터를 최종 속도벡터를 찾기 위한 후보벡터

로 본다. 

nijjiji Tffd <−=
≠,                                  (2.7)

이어서 이들 후보 벡터군에 대하여 Baek and Lee(1996)가 적용한 

확률일치 PTV법으로 영상에 나타나 있는 전체 입자들에 대하여 1대

1 대응(매칭, matching)으로만 구성되는 속도벡터를 찾아낸다. 

확률일치 PTV법은 순수 평행이동의 전제하에서 구하는 관계로 강

한 변형이 있는 유동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확

률일치 PTV법으로 1대1 매칭을 시킨 속도벡터를 먼저 구한 다음, 

이들 속도벡터들을 가지고 전술의 선형변환(linear transformation)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반복계산을 함으로써 최종의 속도벡터를 얻게 

된다.

한편, PTV알고리즘에서는 와도 등과 같은 물리량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얻어진 속도벡터를 격자(grid)상

으로 보간을 해야 하는 관계로 보간 방법에 물리량의 값을 많이 의

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V의 계산에서와 같이 

보간을 하지 않고 이동속도 u와 v와    및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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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내는 알고리즘을 구축한다. 

이하는 확률일치 PTV법의 계산과정을 기술한다.

전술한 속도벡터 대응후보군에 대하여 다음 식(2.8)이 성립한다. 

 
1*

1

=+∑
=

i

M

j
ij PP

                                      (2.8)

이 때 는 대응후보군 입자들 사이에 대응될 수 있는 확률을 의

미한다. 즉, 는 첫 번째 영상 의 입자번과 두 번째 영상 의 

입자번이 대응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 
는 이들 입자들 사

이에 대응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와 
의 초기치는 다음 

식(2.9)로 근사화해서 사용하고, 식(2.10)으로 표시되는 식에 의하

여 반복계산을 통하여 업데이트 한다. M은 Tm범위 내에 있는 입자

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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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1()(~ −− += t

ij
t

ij
t

ij BQAPP 를 만족한다. A와 B는 계산의 수

렴속도와 관련된 상수이고 첨자 (t)는 반복계산 횟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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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반복계산에 있어서 는 식(2.11)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quasi-rigidity 조건을 만족하는 이웃의 변위벡터 들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는 모든 확률값의 합을 의미한다.  

∑∑ −− =
k l

t
kl

t
ij PQ )1()1(

                                   (2.11)

여기서, 와 은 각각 qklij Tdd <− 을 만족하면서 첫 번째 영상

에서의 입자번호와 두 번째 영상에서의 입자번호를 나타낸다. 

이를 만족하는 조건을 quasi-rigidity 조건이라고 하며 를 

quasi-rigidity threshold(Fig. 2.7)라고 한다. 

반복적으로 계산을 수행했을 때, 입자변위가 유사할 경우 확률 

값은 1에 가까울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확률 값은 0에 가깝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최종적으로 대응된 속도벡터를 구하게 되나 

quasi-rigidity조건은 유체유동의 변형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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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article tracking routine using the Match Probability  

         Method(Baek and Le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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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일치 PTV법은 유체의 변형이 적을 때에는 좋은 성능을 보이

는 관계로 선형변환의 초기계산에 필요한 속도벡터를 계산하는 데

에는 사용하였다. 

PTV법에 의하여 구해진 벡터는 오류벡터가 많은 관계로 선형변환

의 미정계수를 계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오류벡터의 영향

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많은 PTV벡터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을 적

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5개의 변위벡터를 이용하였다.

식(2.3)은 다음 식(2.12)로 나타낼 수 있다.    

 

232221

131211

acabac

acabab

ffs

ffs

++=

++=

                         (2.12)

이 때,   ,   이다.

변환계수는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벡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영상에서의 입자들의 위치와 선형변환으로부

터 입자들 위치 사이에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대응도 를 추가

하였다. 이렇게 되면 식(2.12)는 대응도 가 들어 있는 다음의 식

(2.13)으로 표시될 수 있다. 

( )
( )232221

131211

acabaddc

acabaddb

ffs

ffs

++=

++=

                           (2.13)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자승법으로 계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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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영상에서의 입자 의 중심을 계산격자점의 중심으로 하

여, 상관계산 영역의 크기를 으로 보면 속도는 와 로부터 

구해진다.

식(2.13)의 계산에 있어서 대응도(degree of correspondence)를 

나타내는 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확률일치법으로 초기화되고 이어서 

다음의 식(2.14)에 의한 반복계산에 의하여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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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하첨자 는 첫 번째 영상에 있는 입자번호를 의미하

고 는 두 번째 영상에 있는 입자번호를 의미한다. A와 B는 반복계

산에 있어서 계산수렴속도를 고려한 계수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0.5로 설정하였다. D는 와  및 quasi-rigidity threshold값에 

해당되는 내에 있는 번 입자가 구성하는 후보벡터의 에 대한 

거리비를 나타낸다.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Fig. 2.8에 나타나 

있는 하이브리드 Gaussian함수를 사용하였다.



- 28 -

Fig. 2.8 Hybrid function to rearrange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하이브리드 Gaussian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두 영상 간에 높은 대

응도를 가지는 번 입자의 대응도 값 은 1에 가까워지며 낮은 대

응도 값  은 0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이어서 이들 대응도 값

들은 전술의 확률일치법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규화(normalization)

된다. 

일반적으로 PTV법에서는 속도벡터가 얻어지게 되면 일정간격의 

격자 상에 보간을 실시하여 와도 등과 같은 물리량을 얻어내게 되

는데 Cohn and Koochesfahani(2000)는 보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격자 도로 고차정도의 외삽 또는 내삽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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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법(이하 

하이브리드 PTV 알고리즘)은 실험영상으로부터 편미분항으로 표시

되는 물리량을 구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 물리량에 있어서의 보간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속도벡터로부터 물리량을 구하는 

과정에서 영상프레임 시간의 증가에 따른 비정상적(unsteady) 특성

소실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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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상영상의 구축

  개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알고 있

는 유동장의 속도 값과 개발되어진 계측방법에 의해 계측된 속도 값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가상영상 기법이 많이 이용되어지

고 있다.

  가상영상 기법이란, PIV법, PTV법 등과 같이 유동장에 입자를 추가

하고 레이저와 같은 광원을 이용하여 입자의 산란광을 직접 카메라와 

같은 영상장치에 기록한 후, 입자의 이동 속도를 계측하는 모든 일련

의 과정에서 발생되어지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제와 유사한 입자영상을 가상으로 제작하고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계측된 값과 주어진 값의 오차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상영상에 의한 성능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영상에서의 입자에 관계된 것으로 입자의 도, 입자의 농

도, 속도, 속도 기울기와 같은 것이 있다. 입자의 도란 영상의 크기

에 대한 입자의 개수로 PIV법은 PTV법에 비해 고 도의 입자 영상을 

사용한다. 입자의 농도는 입자 각각의 밝기정보로 입자의 밝고 어둠

(대비)이 뚜렷하면 좋다. 속도는 입자의 이동거리를 나타내며 이동거리

가 짧으면 계산 시간은 단축되나, 서브픽셀에 의한 오차가 크고 이동거

리가 커지면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마지막으로 속도 기울기는 속도

변화로 이동량과 함께 입자의 분포 패턴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는 PIV 계측에 있어서의 광학시스템에 관련된 것으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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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및 유동장의 위치결정, 렌즈의 굴절, 빛의 반사나 입자의 산란등

에 관련된 항들이 고려 될 수 있다. 

  셋째로는 평가를 위한 신뢰성을 가진 데이터, 즉, 각 PIV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교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의 평가를 위하여 가상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상영상을 생성하였다. 

  입자는 가우시안 분포(Willert and Gharib 1991)를 사용하여 다음

의 식(2.15)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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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여기서 는 입자의 최대밝기, 는 입자의 밝기를 계산하고자 하

는 위치, 는 입자중심의 위치, 는 입자밝기의 표준편차를 나타

낸다. 

실제 영상과 유사한 가상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입자의 밝기()를 

0~200 사이에서, 입자의 크기()는 0.5~2 pixels 사이에서 가우시

안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랜덤하게 발생하였다. 사라지는 입자 및 

생성되는 입자를 고려하기 위해 입자개수의 ± 5%입자를 소멸 또는 

생성시켰다.



- 32 -

2.4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분석

PIV법과 PTV법 같은 입자영상유속계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유동

장의 패턴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계측방

식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계측 위치로부터 속도 값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편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영상 생성에 강한 회전성을 가지는 식(2.16), (2.17)과 같이 

연속성 및 Navier-Stokes 방정식을 만족하는 Taylor-Green 와유동

(Song 등, 1999; Ishikawa 등, 2000)을 사용 하였다.

                             (2.16)

                            (2.17)

여기서 와 는 각각 와 방향의 속도성분을 는 최대 속도성

분의 크기를 나타내며 는 웨이브 넘버를 은 와의 크기를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영상의 크기를 640 x 480pixels을 사용하였

으며, 는 1.0으로 두었고 와의 크기는 , 각각 160, 120pixels로 

설정하였다. Fig. 2.9는 식(2.16, 2.17)로 표현되어지는 Taylor- 

Green 와유동의 속도장을 보여주고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PIV법과 PTV법 같은 입자 영상유속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구현이 용이하면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자의 도 및 

이동거리를 변경하여 가상영상의 구현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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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Simulated vortex flow pattern

먼저, 입자의 이동거리는 2 ~ 12pixels 까지 2pixels씩 증가시키

면서 총 6가지의 경우를, 입자의 개수는 1000, 2000, 4000, 7000, 

10000 및 15000 등의 6가지 경우, 총 36가지 경우에 대하여 100쌍

의 가상영상을 생성하였다. Fig 2.10은 생성되어진 입자수 1,000개 

및 15,000개 일 때의 하나의 가상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2.10

과 같이 실제 실험영상과 유사한 가상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그 영

상으로부터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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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icle number = 1000

(b) Particle number = 15,000

Fig. 2.10 Generated artificial virtu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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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어진 가상영상으로부터 2.2절 하이브리드(Hybrid) PTV알고

리즘 기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먼저 확률일치 PTV법에 의해 속도 

벡터를 구하게 된다. Fig. 2.11(a)은 입자개수 4,000개이고 이동거

리 6 pixels 일 때 확률일치 PTV법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와의 중심부, 와의 충돌하는 가장

자리 부분에서 오차로 생각 되어지는 속도벡터들을 볼 수 있다. 이

는 오차벡터는 확률일치 PTV법의 준-고체 조건(Quasi-rigidity 

condition)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속도변화가 큰 경우 확률일치 

PTV법이 어느 정도 오차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확률일치 PTV방법의 결과를 초기값으로 하여 다시 하이브

리드 PTV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Fig. 2.11(b)에 보여주고 있다. 

Fig. 2.11(a)에서 볼 수 있던 오차 벡터들의 대부분이 수정되어지

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벡터들을 찾아냄으로서 기존의 확률일치 PTV

방법 보다 확연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11의 결과는 확률일치 PTV법과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의 

결과로서 속도벡터의 위치가 랜덤 분포하기 때문에 와도나 압력 같

은 물리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식들이 포함하고 있는 차분항을 

풀기위해서 격자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랜덤으로 분포되어있는 

속도장으로부터 일정한 격자구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속도벡터의 

보간 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때 보간 방법이나 옵션에 의해 그 

결과가 상이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확률일치 PTV방법의 결과

로부터 직접 보간 과정 없이 격자구조의 속도장을 구하는 것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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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나 계산의 재연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의 경우 이러한 보간 

과정 없이 주어진 격자점을 중심으로 PIV법과 같이 입자 패턴에 직

접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속도벡터의 크기뿐만 

아니라 2.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와도 및 압력장과 같은 물리량

을 구할 때 필요하게 되는 차분항을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차

분항을 구할 때 발생되어지는 차분에 의한 데이터 손실, 오차의 전

파등과 같은 계산상의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PIV계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계조치상호상관 PIV법(Utami et al., 

1991) 및 제안된 알고리즘의 초기값으로 사용되어지는 확률일치 

PTV(Baek and Lee, 1996)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PTV법의 경우

는 격자점 중심의 결과 비교를 위해 가우시안 보간 방법을 사용하

여 비교하였다.

Fig. 2.12는 입자 개수가 4,000개이고 최대 이동거리가 6 pixels

일 때의 PIV법, PTV법 및 하이브리드 PTV법의 격자점 상의 속도벡

터를 보여주고 있다. 세 알고리즘 모두 주어진 Taylor-Green 와유

동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PTV방법과 하이브리드 PTV알

고리즘의 경우에는 와의 중심 및 꼭지점 부분에서 찌그러지거나 부

자연스러운 PIV법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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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은 100쌍의 가상영상으로부터 계산되어진 입자 개수 증

가 및 이동량 변화에 타른 속도벡터의 평균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Fig. 2.13으로부터 PIV는 입자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급격

하게 줄어들지만, Fig. 2.14로부터 7,000개 이상의 입자 개수일 경

우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또 입자의 이동량

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PIV법의 경우 패턴의 상관으로 속도 벡터를 계산함으로 속도변화가 

커지면 오차가 커짐을 의미한다.

이에 비교해서 PTV법 및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의 경우 입자개

수 4,000 ~ 7,000개 사이에서 최소의 오차를 보이고 있고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약간씩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PTV법이나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의 경우 PIV법에 비해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로부터 PTV법의 준-고체 조

건이 속도장의 속도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하이브리드 PTV방법의 경우 속도변화에 PTV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하이브리드 

PTV 변환(Transformation)을 바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PTV방법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강한 와 유동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기존의 계측방법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15는 계산된 결과 벡터장으로부터 구해진 평균 오차벡터

로 계측방법의 Bias 오차를 의미한다. Fig. 2.15에서 보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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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PIV법의 경우는 오차는 크지만 Bias 오차는 아주 작아 상대적

으로 PTV법이나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의 경우 큰 Bias 오차를 보

여주고 있다. 이는 큰 오차를 가지는 PIV법의 경우 Bias 오차는 랜

덤 오차에 비해 너무 작아서 그 패턴이 보이지 않지만, 오차가 적

은 PTV법이나 하이브리드 PTV법의 경우 Bias 오차가 상대적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으며, 차후 연구를 통하여 개선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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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TV

(b) Hybrid PTV algorithm

Fig. 2.11. Calculated PTV vector fields at 4,000 particles

            number and 6 pixel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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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V

(b)PTV

(c)Hybrid PTV algorithm

Fig. 2.12. Calculated velocity vector field at 4,000 

               particles number and 6 pixel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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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1000

(b)PN=4000

Fig. 2.13. RMS deviations of velocity vectors with maximum     

            amplitude of the vortex flow(PN=1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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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7000

(b)PN=15000

Fig. 2.14. RMS deviations of velocity vectors with maximum     

            amplitude of the vortex flow(PN=7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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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V

(b) PTV

(c) Hybrid PTV algorithm

Fig. 2.15 Ensemble averaged deviation vector at 4,000

             particles and 6 pixel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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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각주 후류 측정적용에 의한 실용성 성능 평가

3.1 실험장치 및 방법

   Fig 3.1은 정방향 사각주 후류 속도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나타

내고 있다. 시스템은 회류수조(1100mm x 300mm x 300mm), CCD카메

라(Double pulse, PCO, 1392 x 1024 x 8bit), Nd/Yag Laser(15Hz, 

120mJ, Pulse Width 3~5ns, 532 nm wavelength), 카메라와 레이저 

동기화를 위한 Logic controller(Labsmith, LC880), Host Computer

로 구성된다.

 실험에서는 폭 20mm인 정방향 사각주를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광원의 산란 및 굴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광 도료를 도포하였다. 

사각주 위치는 회류수조의 출구에서 약 2/3 지점에 설치되었으며, 

입구에는 일량류가 되도록 허니콤을 설치하였다. 입구의 평균 유속

은 0.5m/s, 물의 동점성 계수  ×   이며, 레이놀즈 수(Re)

는 약 1000이다. 카메라 계측 영역은 정방향 사각주 중앙에서부터 

97mm x 97mm, 속도 벡터 추출을 위한 상호상관영역은 86mm x 90mm

이며, 격자수는 50 x 50이고, 격자사이 간격은 18pixels로 약 

1.8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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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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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 및 비교

 3.2.1 속도장 비교

  Fig. 3.2 ~ Fig. 3.4는 Re수가 1000일 때의 정방향 사각주 후류

에 대하여 계조치상호상관 PIV법, 확률일치 PTV법, 그리고 본 연구

에서 구축한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어진 속도장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PIV법에 의한 결과는 2차 와가 여전히 강한 

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확률일치 PTV법은 비교적 약한 와를 형

성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는 와가 길게 

늘어진(elongated)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정성적으로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한 속도장이 실유동장에 근접하고 있

음이 추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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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Velocity vectors by PIV

Fig. 3.3 Velocity vectors by 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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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Velocity vectors by Hybrid PTV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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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들 결과들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인 비교를 위하여 수

치시뮬레이션(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수행하였다.

 식(3.1)은 연속방정식, 식(3.2)은 운동방정식(Navier-Stokes)을 

나타낸다. 

  


                                                (3.1)

  













                 (3.2)

 경계조건은 입구에서는 Dirichlet조건과 출구에서는 대류경계조

건(convective condition)을 사용하였다. 사각주 물체표면에서는 

no-slip 조건을 사용하였다.

 
 계산영역은 가로 2000mm 세로 500mm의 사각 덕트에 정방향 사각

주의 크기를 20 x 20mm로 설정하였고, Re수는 1000으로 설정하였

다. 이때 주 유동 유속은 0.5m/s, 계산 격자수는 20만개로 설정하

였다. 계산에 적용한 난류모델은 SST(Shear Stress Transport)를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CFD 특성상 3D로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 한 개의 노드만 가지고 있어 사실상 2D로 봐도 무관

하였다. 

  Fig. 3.5는 CFD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는 Fig. 3.2 

~ Fig. 3.4의 실험에 의한 결과와 유사한 속도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측정된 결과는 합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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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Vorticity vectors by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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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a) 및 (b)는 각각 레이놀즈수 1,000에서의 정방형사각

주 후류에 대한 CFD계산결과와 계조치상호상관 PIV법 및 하이브리

드 PTV알고리즘에 의한 얻어진 중심축선 상에서의 속도결과 u 및 v

에 대한 프로파일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a) u component

(b) v component

Fig. 3.6 Velocity profile of u,v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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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을 통해 추론할 수 있듯이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

하여 얻어진 속도프로파일은 계조치상호상관 PIV법에 의한 결과  

보다 CFD 계산 결과에 보다 근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구축된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이 장애물(사각주) 후류의 측정에 

우수한 측정성능을 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자유수평축 조류

발전시스템의 블레이드 후류 유동장 측정에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

한 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한편, Okajima(1982)는 정방향 사각주를 지나는 유동에서 자유

흐름 난류강도가 0.5%이고, ×    ×
 범위의 Re수  

영역일 때 Strouhal 수는 약 0.133으로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고, Lyn(1990)등은 높은 Re수 21,400에서   ±임

을 보였다. 이들의 결과는 Table 3.1과 같이 본 실험에서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Table 3.1 Strouhal numbers obtained by experiments and CFD.

Strouhal No.

CFD Results 0.128

Experimental 

Results

Lyn(1990) 0.133

Durao et al.(1988) 0.139

Bearman et al.(1982) 0.130

By hybrid PTV algorithm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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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와도장 비교

  Fig. 3.5 ∼ Fig. 3.7은 Re수가 1000일 때의 와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와도의 표시스케일과 등고선(contour)의 개수를 55개로 고정

시켰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므로 와도분포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Fig. 3.5에서 알 수 있듯이 PIV법에 의한 결과는 정방향 사각주 

후류의 와도가 큰 부분과 약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 지어져 나타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IV알고리즘 자체가 필터링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2차와에 의한 와도의 분

포가 유동방향(x방향)으로 넓게 확장되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

다. 

   Fig. 3.6의 와도장에서 나타나듯이 확률일치 PTV법에 의한 와도

분포는 격자의 보간 효과로 인하여 와도분포가 필요이상으로 필터

링되는 효과가 있음이 보인다.

  반면에 Fig. 3.7은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한 와도장으로  

사각주로부터 떨어져 나온 박리(separated vortex)의 전단층과 연

결되어 길게(elongated) 늘어져 있음이 보인다.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하여 얻어진 와도분포 유동장 전체

에 걸쳐서 세 한 와(vortex)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계조치상호상

관 PIV법 및 확률일치 PTV법으로 구한 와도는 속도벡터장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므로 속도벡터 계산과정에서의 오차와 보간 오차 등

이 전파되어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하여 구해진 와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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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등고선 개수로 계산하였지만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하여 구해진 와도 분포가 매우 정 하게 구현되었으며, 이는 Kim 

et. al(2004) 등의 연구 성과와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난류

의 근간인 와(vortex) 구조가 잘 재현되어 물리적으로 합당한 결과

로 볼 수 있었다.  

 

Fig. 3.5 Vorticity contour distributions obtained by 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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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 Vorticity contour distributions obtained by PTV

Fig. 3.7 Vorticity contour distributions obtained 
by Hybrid PTV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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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

 4.1 조류발전의 개요

  산업의 가속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및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해 

대체 에너지원의 확보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유엔기후변화

협약(브라질의 리우 환경회의)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

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원의 대부분이 화석 연료로서 현재 전 세계의 화석연료 소모량으로 

미루어볼 때 총에너지의 40%를 차지하는 석유자원의 가능 채광 년

수는 41년, 천연가스는 62년, 석탄은 23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

어지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무한한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 풍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으며 이에 대

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3면이 바다로 쌓인 지리적인 환경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해양에너지의 중요성 및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태양열, 풍력

에 비해 연구 및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조류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력발전보다 에너지 도가 높다는 관점으

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 57 -

  많은 양의 내부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는 파력, 조

력, 조류, 해수염도차, 바이오매스, 해상풍력 등을 이용하여 발전

하는 방법이 있다(Blunden et. al. 2007). 그 중에 많은 전기를 생

산할 수 있는 것이 조력 발전이지만 조력발전은 댐을 만들어 발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바다를 막아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조류를 이용한 조류발전은 자

연적인 조류 흐름으로 수차발전기를 가동시켜 발전하는 방식으로, 

원리상 풍력발전과 같이 유체의 운동에너지로 수차를 회전시켜 발

전시키는 방식이나 해수의 도가 공기의 도보다 840배 크기 때

문에 같은 시설용량인 경우를 비교하면 조류수차의 크기를 훨씬 작

게 만들 수 있는 등 장점이 매우 많다.

 
  특히 국내 조류에너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빠른 조류가 발생되

는 지역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여 매우 풍부하게 얻

을 수 있어 조류발전 개발의 최적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태양

열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져 일정량의 안정화

된 전력을 공급하는데 어렵지만 조류 발전은 물과 썰물의 자연현

상을 이용하는 발전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다. 즉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시간대별 유속을 측정하면 비교적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로서의 큰 장점이 있

어, 이에 대한 실증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해외 및 국내에서 연구되어지고 사용하는 조류 수차방식을 보면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프로펠러방식, 전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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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사보니어 수차방식(반동형 수차), 구조가 간

단하고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다리우스 수차방식, 대칭형 노즐을 

이용하는 Cross-flow 수차방식, 연직축 수차인 Voith-Schneider  

프로펠러 수차 방식, 작은 유속에서도 높은 속도로 일정하게 회전

하며 유향이 변해도 같은 방향으로만 회전하며 효율이 좋은 

Helical 수차방식, 수직축 수차인 Davis 수차방식 등이 많이 연구 

되고 발전 되어 왔으며 현재 실증 실험중이거나 사용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전기연

구원의 공동연구로 2002년 4월에 전남 해남군 진도대교 교각에   

현장실험용 조류발전 터빈, 지지구조물, 증속기 및 발전기를 설치 

완료하여 관련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3블레이드 수직축  

헬리컬형 수차 방식이 적용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류 영향으로 흘러 다니는 부유물들이나 오물 또는 어업

용 그물과 같은 선형 부유물 등이 수직형 발전시스템의 수차에 유

입되고, 유입된 장애물에 의해 정지되거나 시스템을 손상 시켜 수

리하는 등 발전 장애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차발전시스템 전면에 Mesh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유체의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유동특성을 변화시켜 발전효율을 반감

시키는 악영향을 미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물질 유입에 

영향을 적게 받는 수차의 개발이 요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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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 모델의 개요

  

  본 실험에서는 다섯 종류의 수평자유축 조류발전용 Blade를 비교 

실험 하였다. 모델의 형상에 따라 Fig 4.1과 같이 A형, SE형, S형 

3종으로 나누며 Fig 4.2와 같이 날개 각도에 따라 50°, 55°, 

65°로 분류하였다.

  Blade 모델은 공학적으로 볼 때 어류의 유선형 형상이 유체 흐름

에 최적의 형상이라고 판단되어 어류 형상으로 구현하였으며, 형상

은 다르나 날개각이 같은 3종의 Blade(A50, SE50, S50)와 같은 형상

의 날개 각이 다른 3종의 Blade(S50, S55, S65)를 비교 대상으로 실

험하였다.

 

Type Model characteristic

A - Type
  A general

  streamlined fish.

S - Type

  A diameter of body 

  is 10mm bigger than

  A-type blade.

SE - Type

  Same feature with

  A-type but the

  blade shape is

  modified.

Fig. 4.1 Test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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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

 (b)55°

   

(C)65°

Fig. 4.2 Blad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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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은 자유수평축 발전시스템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나타내

고 있다. 시스템은 Fig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Blade 구동을 위한 

회류수조(1100mm x 300mm x 300mm)와 고 해상 카메라(Kodak, ES 

1.0, 30Hz, 1016*1020), Nd/Yag Laser(15Hz, 120mJ, Pulse Width 

3~5ns, 532 nm wavelength), 전압측정을 위한 Pico USB 

Osilloscope(± 100mV to ± 20V), Rpm측정을 위한 Laser tachometer 

(A2101, 60 to 19,999 rpm), 자전거용 발전기(JIS규격, 발전정격전

압 6V, 발전전력 2.4W, 정격주파수 28Hz, Load Controller(20 to 

280 ohms, 20step), 실험 장비의 동기화를 위한 Logic controller 

(Labsmith, LC880), 그리고 Host Computer로 구성된다.

  측정방법은 회류수조의 중심인 550mm 높이 140mm 지점에 Blade를 

설치하였고, Blade 길이 300mm에서 날개가 시작되는 후류부의 

100mm x 100mm를 촬영하였다. 이 Blade의 중심축에는 이중와이어

(double wire)로 된 유연한(flexible) 축을 설치하였고 수조상부에 

설치된 발전기는 자전거용 발전기를 설치하여 Blade로부터 발생되

는 에너지를 전압으로 변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Blade 날개의 동일한 부위를 연속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일정 유

속에 따른 Blade의 회전과 Nd/Yag 레이저원과 고 해상 카메라의 위

상을 일치시켜 날개의 동일 위상에 따른 영상만을 취합하여 유동특

성을 조사하였다.

  2knots, 1.5knots, 1.35knots의 유속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발전기의 전기자와 직렬로 부하를 20Ω에서 280Ω 까지 20Ω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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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증가시키면서 각 모델에 따른 부하시험을 실시하여 유동특

성 및 부하에 따른 각 모델의 발전특성을 조사하였다.

  측정된 영상은 해석 소프트웨어로 속도 벡터를 추출하였다. x방

향으로 작용하는 속도는 u 속도 성분, y방향은 v 속도 성분, z방향

은 w 속도 성분, u 2+v 2 +w 2는 Velocity로 표시하였다. 

 

Fig. 4.3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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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발전특성 분석

  각 모델들의 발전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Blade 모델별(A형, S형, 

SE형) 블레이드 및 S형 블레이드를 각도별(50゜,55゜,60゜)로 분류

하여 비교 실험을 시행하였다. 2knots, 1.5knots 및 1.35knots 각

각의 유속에서 부하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이때 변하는 회전수 및 

발생하는 전력량을 기록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5 ∼ 

4.7과 같이 나타났다.

  2knots의 유속에서 세 가지 블레이드 모델(A형, S형, SE형)의 출

력을 비교해 보면 Fig 4.5에 나타난 것과 같이 SE형, S형, A형 블

레이드 순으로 높은 출력을 나타냈다. SE형 블레이드가 가장 높은 

평균 전력을 발생하였으나, 부하가 증가될수록 발생되는 전력량이 

전 모델이 비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60(Ohm)이상에서는 전력량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1.5knots의 유속에서는 Fig 4.6에서 보여지 듯 SE형과 S형 블레

이드가 비슷하게 평균전력을 발생하였으며, 부하가 증가될수록 발

생되는 전력량이 전 모델이 비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20(Ohm)이상

에서는 전력량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1.35knots의 유속에서는 Fig 4.7과 같이 S형, SE형, A형 블레이

드 순으로 평균 전력량을 발생하여 낮은 유속에서는 S형 블레이드

가 SE형 블레이드에 비해 오히려 높은 평균전력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하가 증가될수록 발생되는 전력량이 전 모델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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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Ohm)이상에서 SE형, A형 블레이드는 거의 

전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유속 별로 전력량 측정결과 빠른 유속에서는 SE형 블레이드가 유

속에 저항을 작게 받아 높은 전력을 발생하지만, 저속에서는 SE형 

블레이드가 저항을 크게 받고 오히려 S형 블레이드가 저항을 적게 

받아 출력이 높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모델(S형) 블레이드를 각도별(50゜,55゜,60゜)로 비교

해보면 Fig 4.5 ∼ 4.7에 나타나듯이 S65형 블레이드가 전 유속에

서 S55, S50형 블레이드 보다 높은 전력량이 발생되어 각도가 큰 

것이 높은 전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4 Watt profiles(2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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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Watt profiles(1.5knots)

 

Fig. 4.6 Watt profiles(1.35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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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Blade 모델별(A형, S형, SE형)로 유속에 따른 회전수를 아래

와 같이 분석 고찰하였다.

  2knots의 유속에서 회전수는 Fig 4.8에 나타나듯 저부하시 SE형, 

S형, A형 블레이드 순으로 회전수가 높게 유지되었다. SE형 블레이

드가 가장 높은 회전수를 나타내며 부하를 증가시킬수록 회전수 감

소율이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부하 240(Ohm)이상에서는 회전수가 급

격히 줄어들었다.

  1.5knots의 유속에서 회전수는 Fig 4.9와 같이 저부하시 SE형과 

S형 블레이드가 비슷하게 회전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하별 회전수 

감소율도 비슷하게 유지하였으며 부하 240(Ohm) 이상에서는 회전수

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35knots의 유속에서 회전수는 Fig 4.10과 같이 저부하시 S형, 

SE형, A형 블레이드 순으로 나타나 낮은 유속에서는 S형 블레이드

가 오히려 높은 회전수를 나타냈다. 부하별로 회전수 감소율도 비

슷하게 유지하다가 부하 200(Ohm) 이상에서는 SE형, A형 블레이드

는 회전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보인 반면 S형 블레이드는 240(Ohm) 

이상 회전수를 유지한 후 감소하였다. 

  유속별로 형상에 따라 회전수가 달라지고 일정 부하 이상에서는 

급격히 회전수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블레이드 형상

에 따른 유체저항으로 회전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전력생산량은 회

전수에 비례하므로 유속에 따른 형상 및 각도의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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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블레이드 선정시 시간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조류의 속

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적합한 블레이드 형상과 각도의 선정이 필요

함을 알아낼 수 있었다.

Fig. 4.7 Rpm characteristics based on shape(2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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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Rpm characteristics based on shape(1.5knots)

   

 
Fig. 4.9 Rpm characteristics based on shape(1.35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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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아래의 식

(4.1)을 이용하여 효율을 계산하였다.

 

          


 

  
                                  (4.1)

        TSR(λ) = Velocity of blade tipFree streamvelocity                       (4.2)

  식(4.1)의 효율(η: Power Coefficient)은 유속에 따른 블레이드

의 효율을 나타내고 식(4.2)의 TSR(Tip speed ratio)은 유속에 따

른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 비를 나타낸다.

  실험은 유속 2knots와 1.5knots에서 각 블레이드를 형상별(A50, 

S50, S55, S65)로 실험하였으며 부하를 3단계(고, 중, 저)로 나누

어 부가하여 발생한 출력을 기준으로 효율(η)과 TSR을 구하여 비

교하였다. 이때 효율(η)과 TSR의 상관관계를 Fig 4.11∼Fig 4.14

로 나타낼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고찰되었다. 

  A50형 블레이드는 Fig 4.11의 그래프에서 나타내듯이 2knots 유

속에서는 저부하시 2%의 효율이지만 중부하 일 때 TSR 값이 약 8로 

이때 효율이 약 10%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하가 증가 될

수록 효율이 7%로 낮아져 부하에 따른 효율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1.5knots 유속에서는 저 부하일 때 TSR값이 약 10에서 2%의 

효율을 나타냈으나 부하가 증가 될수록 4%까지 효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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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0형 블레이드는 Fig 4.12의 그래프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2knots 

유속에서 저부하시 TSR이 11로 2%의 효율을 나타냈으나 중부하부터 

부하변동에 따라 TSR값이 약 4∼9범위 변하여도 효율 약 4.5%로 안정

적으로 유지하였다. 1.5knots 유속에서는 부하가 증가하여도 TSR값이 

약 8로 변화가 적었지만 효율은 2%에서 5%로 증가하였다.

  S55형 블레이드는 Fig 4.13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2knots 유속

에서는 저부하시 3%효율을 보였지만 중부하부터 부하 변동에 따라 

TSR 값이 약 5∼12범위로 변화폭이 컸으나 효율은 약 7%∼7.5%로 

안정적인 유지하였다. 1.5knots의 유속에서는 저부하시 3.5%의 낮

은 효율이지만, 중부하에서 TSR 값이 약 10일 때 효율이 최대 9% 

가까이 상승하여 부하에 따른 효율차가 컸다. 

  S65형 블레이드는 Fig 4.14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knots 

유속에서 부하를 증가시키면 TSR 값이 약 5∼15범위로 변하지만, 5

∼6%의 안정적인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속 1.5knots에서는 중

부하시 TSR 값이 약 10으로 9.5%의 높은 효율을 나타냈으나 저부하 

및 고부하시 효율이 낮아 효율차가 컸다.

  실험결과를 형상별로 고찰해 보면 유속 및 부하의 변동에 따라 

블레이드 회전수가 변하여 TSR 값 및 출력이 변하고 또한 효율이 

변하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S65형 블레이드는 2knots 유속에서 

부하가 변하여도 5∼6%의 효율을 유지하고 있어 부하변동에 따른 

효율차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블레이드에서

는 순간 효율은 높을 지라도 부하가 변하면 효율 낮아져 효율 변화

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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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A50 Variation of η with TSR (1.5~2knots)

Fig. 4.11 S50 Variation of η with TSR (1.5~2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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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S55 Variation of η with TSR (1.5~2knots)

Fig. 4.13 S65 Variation of η with TSR (1.5~2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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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동해석 결과 및 고찰

 4.4.1 속도장 분석

  S50형, SE50형 및 S65형 블레이드의 세 가지 모델을 1.5knots의 

유속에서 실험하여 PIV법과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속

도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전반적으로 속도벡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속도장(Fig. 4.16, 4.18, 

4.20)이 PIV법의 속도장(Fig. 4.15, 4.27, 4.19)보다 블레이드 후

류에 대한 와(vortex)의 구현이 세 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으

며 또한, 블레이드 후류에서 와가 길게 늘어진(elongated)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각도이지만 형상이 다른 블레이드인 S50형과 SE50형 블레이

드의 속도장을 비교하면 SE50형(Fig. 4.17, 4.18) 블레이드 날개의 

후류 평균속도 벡터가 S50형(Fig. 4.15, 4.16) 블레이드 보다 더 

낮게 측정되었으며, 또한 각도가 다른 S65형 블레이드와 비교하면 

S65형(Fig. 4.19, 20) 블레이드 날개의 후류에서 평균속도 벡터가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속이 가지고 있던 속도에

너지가 블레이드의 날개에 더 많이 전달되어 회전수가 증가되고 이

로 인하여 날개를 통과한 후류에서는 유속이 더 낮게 측정된 것으

로 추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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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끝단과 블레이드와 블레이드가 지나간 

후류의 속도차를 비교해보면 SE50형의 경우가 S50형 블레이드 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블레이드와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유동이 블레이드 와 블레이드에 전달한 운동에너지의 양

이 많음을 나타내고 이는 블레이드 바깥쪽과 후류의 속도차가 블레

이드 회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형상의 다른 각도 비교에서는 S65형 블레이드의 후류 유속

이 S50형 블레이드 보다 약하고 블레이드 바깥쪽 유속과 후류의 속

도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유속차로 부터 블레이드로의 운동에너

지가 보다 많이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S65형 블레이드가 S50

형 블레이드 보다 운동에너지로의 변환량이 많고 이것이 높은 전력

을 발생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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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S50 Velocity vectors by PIV(1.5knots)

Fig. 4.15 S50 Velocity vectors by Hybrid PTV algorithm(1.5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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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SE50 Velocity vectors by PIV(1.5knots)

Fig. 4.17 SE50 Velocity vectors by Hybrid PTV algorithm(1.5knots)



- 77 -

Fig. 4.18 S65 Velocity vectors by PIV(1.5knots)

Fig. 4.19 S65 Velocity vectors by Hybrid PTV algorithm(1.5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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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운동량 이론과 속도에너지 변환 효율 고찰

4.4.2.1 운동량 이론

 1. 로터 블레이드 운동량 이론

  운동량 이론은 Rankine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되어 Froude에 의해

서 개선 보완되었으며, 독일의 Betz는 이상적인 로터 블레이드의 

효율을 계산할 수 있었다. 이 이론은 Fig.4.21과 같은 유체유동의 

검사체적에 대해서 유동에 의해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면에 작용하

는 힘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효율과 유속을 예측하는데 유용

하지만 회전익 주위에서의 자세한 풍속분포와 작용하는 힘의 분포

를 계산할 수 없고 단지 일반적인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풍력터

빈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다.

Fig. 4.20 Idealized flow through an actuator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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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uator Disk 이론

  풍력터빈은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바람의 운동량 변화를 일으켜 

이것으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정은 Fig.4.21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블레이드는 무한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하나의 Disk로 가정하여 이상화하였다. 

그리고 운동량 이론을 적용하여 풍력터빈의 공력 특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하는 복잡한 물리현상을 아래와 같은 가정을 이용

하여 단순화하였다.

     (1) 회전면에서의 풍속은 일정하다.

     (2) 바람은 비압축성이며 바람의 유동은 정상 상태이다.

     (3) 블레이드에 의한 와류는 없다.

     (4) 블레이드의 마찰력에 의한 저항력은 없다.

     (5) 블레이드는 무한개의 블레이드로 이루어진 하나의 Disk로 

         단순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정으로 풍차를 해석하기 위하여 블레이드 주위를 

검사 체적으로 하였으며 Fig.4.21은 이것을 도시화 한 것이다. 속

도 인 바람이 회전면을 통과하면서 일부 에너지는 블레이드에 흡

수되고 이를 통과한 후의 풍속은 운동에너지 감소로 으로 감속된

다. 이 때 블레이드 전후에서 속도손실로 인하여 유선의 확장과 압

력강화   가 생기며 이것은 블레이드가 받는 항력으로서 베르

누이 정리(Bernoulli theory)와 운동량 이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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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가 받는 힘(thrust)은 압력차이로 발생하는 힘

                                             (4.3)

  베르누이 정리를 Disk 전후의 유선을 따라서 적용하면

    



   

                                 (4.4)

    

   



                                  (4.5)

  이 식에서 와P을 대기압으로 가정하면 블레이드 전후에서의 

압력강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4.6)

  따라서 디스크(disk)가 받는 항력은 아래 식(4.7)과 같다

     



 
                                     (4.7)

  Fig.2.4에서 유선에 대하여 연속방정식을 적용하여 Stream tube

에 대하여 축방향 운동량 이론을 적용하면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항

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8)

  회전면에서의 풍속을 구하기 위하여 식(4.7)과 식(4.8)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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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이것은 입구와 출구에서 두 풍속의 산술평균이다. 그리고 상류 

측의 풍속에 대한 회전면을 통과할 때의 풍속 감소율을 축 간섭계수

라고 하고 이를

     

  
                                         (4.10)

로 정의하면 회전면과 출구면 에서의 속도는 아래 식(4.11)과 같다.

                                              (4.11)

     

  출력은 단위 시간당 회전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단위 

시간당 운동에너지의 변화량)로서 회전면을 통과한 질량유량에 운

동량 변화를 곱한 값으로 식(4.11)과 출력계수의 정의를 사용하여 

출력과 출력 계수를 구하면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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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는 아래 식 (4.13)으로 나타낸다.

    








                               (4.13)

  이론적으로 최대 풍차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를 a에 관해서 미

분하면 a가 1/3일 때 는 최대가 되며, 그 때의 출력 계수는 

16/27로서 59.3%가 된다. 이것을 Betz계수라 하며 Fig.4.21과 같이 

나타난다.

Fig. 4.21 Relation to axial interference factor and  in

             momentu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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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 운동량(Angular momentum) 이론

  Actuator disk 이론을 유도할 때 두 가지 가정 즉, 블레이드의 

회전이 유동에 미치는 영향과 회전면에서 속도변화가 없다는 것은 

실제 현상과 다르다. 즉, 블레이드 주위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각속

도는 블레이드 각속도 보다는 작은 값이지만 존재하며 이것은 에너

지 손실이므로 풍차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와류의 크기를 줄여

야한다. 그러나 와류에 관한 식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풍차의 출력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에 관한 식을 가정하여야 한다.

  풍차의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회전익의 각속도를 Ω라 하면 회전 

간섭 계수(Angular interference factor)를 정의할 수 있는데, 회

전 간섭 계수는 회전자에 의해 발생되는 토크에 영향을 주는 미끄

럼 흐름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계수로서 회전익의 각속도에 대

한 회전면을 통과하는 바람 각속도의 비에 관한 식으로 다음과 같

이 표시된다. 

   ′  


                                             (4.1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블레이드의 반경방향으로 속도변화 존재하

므로 Fig.4.22와 같이 미소추력  와 미소 회전 토크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1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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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식을 식(4.11)과 식(4.14)을 이용하면   이고

  ′이므로 식(4.15)과 식(4.16)은 식(4.17)로 표현할 수 있다.

    
                                 (4.17)

      ′

  또한 이론적으로 풍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출력은 원형 미소요소

에 대한 출력을 허브에서 블레이드 끝까지 적분한 것이므로 

    

     ′                                (4.18)

  주속비( 


)와 국부주속비 ( 


)으로부터  

   


, 


 


이므로 P는 아래 식(4.19)로 나타낸다.

    




 






    



 






′                             (4.19)

  또한 는 식(4.20)이다.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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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블레이드 요소(Blade element) 이론

  운동량 이론은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보다는 로터 전체를 고려하

여 풍력 터빈의 특성을 해석한 것이므로 블레이드 단면에 관한 정

보나 단면 변화에 관한 출력변화의 해석은 어려운 반면, 블레이드

요소이론은 블레이드 단면의 형상, 크기, 단면 변화에 대한 출력변

화와 같은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풍력터빈의 특성을 해석할 수 있

는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블레이드 요소 이론은 W.Froude 

(1878)에 의해 시작되어 S. Drewiecki(1926)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것은 Fig.4.23과 같이 블레이드 요소에 작용하는 양력과 항력을 

계산하여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블

레이드의 형상에 따른 힘을 계산할 수 있다.

  Fig.4.23는 피치각이 θ인 블레이드 단면에 기준을 둔 상대좌표

를 사용하여 속도 삼각형을 그린 것이고 합성 속도는 수직인 두 방

향의 상대속도를 합성한 것으로 회전면에 대해서 φ만큼 경사진 것

을 보여주고 있다.

  Fig.4.23에서 L과 D는 양력과 항력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21)

  ∞  ′
  Fig.4.23에서 미소추력계수 과 미소토크계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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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블레이드 요소에서 발생하는 미소추력 와 미소토크 

는 다음과 같다.

    ∙

                                (4.23)

    ∙

                                (4.24)

  여기서 B는 블레이드 수, c는 블레이드 현의 길이,는 블레이드의 

회전면과 유입상대속도 W 가 이루는 각도이다. 

   따라서 미소 블레이드요소에서 발생하는 추력과 토크는 식

(4.25)과 식(4.26)같이 표현될 수 있다.

    

                        (4.25)

     

                          (4.26)

  는 식(4.27)과 같이 정의된

   ′
∞

                                     (4.27)

  받음각 는 식(4.28)과 같이 정의된다.

                                                  (4.28)

  블레이드 요소 길이 dr에 작용하는 양력은 식(4.29)과 같다.

     

                                     (4.29)

  항력은 식(4.30)과 같다.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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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Blade element and velocity triangle

Fig. 4.23 Blade element sweeps out an angular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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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lade element momentum 이론

  블레이드 요소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블레이드 요소에서 발생

하는 힘이 요소의 면적을 통과하는 바람의 운동량 변화를 초래하는 

유일한 성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경방향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

호작용은 없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축 방향 흐름계수의 반경 방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축 흐름 유도계수가 반경방향으로 항상 일정한 값을 유

지하지는 않지만 1934년 Lock의 프로펠러 실험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반경 방향에 대한 독립성은 타당한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B개의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축 방향 공기역학적 힘은 식(4.31)과 

같다.

     

              (4.31)

  요소 면적을 통과하는 기류의 축 방향 운동량 변화율은 ∞이

므로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바람의 크기는 (∞ )이고,

       ∞

이므로 환형 국부회전 면적을 통과하는 바람의 축방향 운동량 변화

율은 식(4.32)과 같다.

   ∞×∞ 
∞               (4.32)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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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류의 회전 성분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강하를 식(4.33)과 같다

고 하면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식(4.34)과 같다. 

    

′ ×                                   (4.34)

  그러므로 공기역학적인 축 방향 힘을 나타내는 식(4.32)은 바람

이 통과 할 때 축 방향 운동량의 변화와 로터 블레이드 후류 압력 

강하에 의해 발생 되는 힘의 합으로 표현 될 수 있으며, 이를 수식

으로 표현하면 식 (4.35)과 같다.

   

 ∞

 ′    (4.35)

  식(4.35)을 정리하면 식(4.3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4.36)

  또한 블레이드는 축 방향 힘 외에도 접선 방향 회전력 즉 토크에 

의한 힘을 발생하며 식(4.37)과 같이 정리된다.

    

          (4.37)

  각운동량 변화율은 × ≥ 이므로 식(4.38)과 같다.

   ∞′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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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식(4.39)과 같이 표현 된다.

   
∞






 

′                  (4.39)

  축 방향 운동량 변화에 의해 유도된 식(4.36)과 접선 방향 회전력

으로부터 유도된 식(4.39)의 양력계수와 항력계수에 관계되는 항을 

식(4.40)같이 치환하면 식(4.41), 식(4.42)과 같은 단순화된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식(4.41)과 식(4.42)을 통해 반복 계산법과 블레이드 

각각의 국부 위치에 해당하는 2차원 익형의 공력 특성 데이터를 이

용하여 축방향 흐름유도계수 a 와 회전방향 흐름유도계수 a'을 각각 

계산 할 수 있다.

                     (4.40)

   





 



                           (4.41)

   ′
′



                                     (4.42)

  여기서 블레이드 솔리디티(solidity) 는 로터 블레이드의 전체 

회전면적(swept area) 중 로터 블레이드 면적이 차지하는 비를 말

하며, 로터 블레이드 성능 및 제작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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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주어진 식(4.41)과 식(4.42)에 대한 해를 구하면 적절한 블레이

드의 기하학적 형상을 설계할 수 있으며 동력, 토크 등의 관계 값

들을 계산할 수 있다.

  1974년 Wilson과 Lissamann은 익형의 후연(trailing edge)으로부

터 협소 후류영역에 대해서만 항력에 의한 속도감소영향이 존재하

므로 식(4.41)과 식(4.42)에서 항력 항을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더욱이 항력에 의한 후류 속도 감소는 단지 후류 발생특징에 제

한될 뿐 로터 블레이드 상류영역의 속도 감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표면 부착류(attached flow)에 있어 항력은 

표면 마찰에만 의존하는 요소이므로 로터 블레이드 단면에서 발생

하는 압력강하에 대한 영향을 이치질 못한다. 하지만 로터 블레이

드에서 표면 부착류가 형성되지 못하고 실속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항력계수는 로터 블레이드 압력강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써 작

용하게 된다.

  이러한 항력계수 항의 무시에 관한 논의는 로터블레이드 초기 설

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수식의 단순화 및 계산과정의 단순화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며, 또한 최적 설계조선에서의 로터 블레

이드 표면흐름은 부착류가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초기형상   

설계시 항력 항을 무시하고 설계를 수항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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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로터 블레이드 형상은 차후 항력 항이 

포함 된 수식을 통해 최적화되며 그 성능 평가가 진행된다. 로터의 

토크와 동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4.41)과 식(4.42)의 해를 구

함으로써 얻어지는 흐름유도계수 값이 필요하다. 흐름 유도계수 값

의 계산은 익형의 공력특성 데이터가 받음각의 변화에 대해 비선형 

함수로 표현되므로 반복 계산법에 의해 수행 될 수밖에 없다.

  식(4.39)으로부터 반경방향 길이 을 가지는 블레이드 요소에서 

작용하는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

   ∞′                               (4.44)

  만약 흐름 유도 계수들을 구할 때 항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식(4.44)은 항력에 대한 관계식이 포함된 식(4.45)과 같

이 수정되어야 한다.

   ∞′  

                 (4.45)

  따라서 전체 토크는 식(4.46)에 의해 결정된다.

     

∞

  




′ ∞






  ′     (4.46)

  로터의 동력은  로 표현되므로 동력 계수는 식(4.47)로 계산

된다.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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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속도에너지 변환효율 고찰 

 PIV측정 결과로부터 블레이드의 효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4.48)을 이용하였다. 

     



×                                 (4.48)

여기서 Vinlet는 입구속도 는 블레이드 근방에서의 3차원 속도를 나

타낸다.

  
 효율은 4.3절의 발전특성 실험에서 얻어진 무부하시에서의 효율값

을 적용하여 다음 식(4.1)을 적용하여 를 계산하여 본 결과 S형

(2종류:S50,S65)과 SE형(SE50)에 대한 값은 다음의 Table 4.1과 같

이 나타났다.

Table 4.1 Contribution ratio of the velocity components to the  

                kinetic energy 

Type    

× 


×




×

S50 0.57 0.4152 29.8 5.9 62.8

S65 0.79 0.2722 30.7 8.8 60.5

SE50 0.57 0.4189 29.8 8.2 62.0

상기 Table 4.1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블레이드에서의 성분은 

블레이드에 속도에너지를 전달하고 남은 성분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분의 40%가 블레이드의 회전운동에너

지로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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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Schematic of the horizontal turbine system.

Fig. 4.25 Velocity diagram of the horizontal turb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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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Fig 25는 블레이드 입구와 출구에서의 운동량이론을 적용

하여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내며, Fig. 

26은 이를 바탕으로 구현한 속도선도를 나타낸다. 

  Fig. 4.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블레이드의 미소면적 부분에 걸

리는 힘은 식(4.49)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부분에 의하여 발

생되는 동력은 식(4.5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4.51)은 발생

동력을 나타내는 식인 관계로 식(4.50)과 식(4.51)을 같게 두면 식

(4.52)과 같이 된다. 

  효율은 식(4.5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블레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동력수두[m]는 식(4.5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에

서 가 블레이드에 전달한 속도에너지가 되며 가 블레이드에 

전달하고 남은 나머지 속도에너지가 되는 관계로  가 블레

이드에 전달된 운동에너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과 의 차이가 

클수록 블레이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65형 블레이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Fig. 4.27에서 알 수 있듯이 S65형 블레이드의 경

우가 속도크기 결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을 것으로 보아, 

합당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1 2 1 2u u u udF dQ v v dQ v v

g
γρ= − =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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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th u ud L d F u d Q v v u

g
γ

= ⋅ = −
                 (4.50) 

  th thdL H dQγ=                                      (4.51)

  
( )1 2th u u

uH v v
g

= −
                              (4.52)

  
h

th

H
H

η =
                                          (4.53)  

  
( )1 2h th h u u

uH H v v
g

η η= =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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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50

                     (b) SE50

                     (c) S65

Fig. 4.26 Velocity deficits at the fore side and the rear side 

          of the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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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와도장 분석 

  같은 각도의 S50형과 SE50형 블레이드 및 각도가 큰 S65형 블레

이드의 세 가지 모델을 1.5knots의 유속에서 실험하여 PIV법과 하

이브리드 PTV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와도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와도

의 표시스케일과 등고선(contour)의 개수를 70개로 고정시켜 와도

분포를 나타냄으로써 결과를 상대적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와도장을 비교해 보면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으로 구현

한 와도장(Fig. 4.26 4.28, 4.30)이 PIV법(Fig. 4.25, 4.27, 4.29)

으로 구현한 와도장 보다 더 선명하게 잘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25에서 알 수 있듯이 PIV법에 의한 결과는 블레이드 후류

의 와도가 큰 부분과 약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 지어져 나타나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IV알고리즘 자체가 필터링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와도의 분포가 유동방향(x방향)으로 넓게 확장되

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한 와도는 후류의 전단층과 

연결되어 길게(elongated) 늘어져 있음이 보인다. 아울러 동일한 

등고선 개수로 계산한 결과이므로 하이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한 

계산 결과가 매우 정 하게 와도 분포를 잘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이는 물리적으로 합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99 -

Fig. 4.27 Vorticity contour by PIV(S50_1.5knots)

Fig. 4.28 Vorticity contour by Hybrid PTV algorithm(S50_1.5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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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Vorticity contour by PIV(SE50_1.5knots)

Fig. 4.30 Vorticity contour by Hybrid PTV algorithm(SE50_1.5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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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Vorticity contour by PIV(A50_1.5knots)

Fig. 4.32 Vorticity contour by Hybrid PTV algorithm(S65_1.5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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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압력장 분석

  4.4.2절의 속도운동에너지에 대한 고찰에서와 같이 ×성

분이 6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2차원 PIV 속도벡

터장으로부터 얻어진 압력장에 대한 블레이드별 특성에 대한 명확

한 구분해석은 어려우나 정성적인 분석을 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추

론을 할 수 있다. 이 때, PIV법에 의한 압력장 계산결과보다 하이

브리드 PTV알고리즘에 의하여 얻어진 압력장 계산결과가 전술한 바

와 같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관계로 하이브리드 PTV알

고리즘에 의하여 얻어진 압력장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S65형 블레이드의 경우가 S50형과 SE50형 블레이드 보다 저압영

역이 넓게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속도에너지의 손

실로 압력이 낮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손실된 속도에너지만

큼 블레이드로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4.3절에서 얻어진 발전특성에서도 S65형 블레이드가 가장 좋은 발

전특성을 보인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압력장의 결과로

부터 블레이드의 효율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SE50형과 S50형 블레이드의 경우 발전효율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Fig. 4.33 ~ Fig. 4.36에서 고찰해보면 블레이드 

각도별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두 모델의 압력장은 S65형 블레이

드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압력손실

이 S65형 블레이드 경우 보다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만큼 운동에너지가 블레이드에 전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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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50 

                  (b)S50 

                  (c)S65 

Fig. 4.33 Pressure distribution obtained by Hybrid PTV algorith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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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50 

                  (b)S50 

                  (c)S65  

Fig. 4.34 Pressure distribution obtained by Hybrid PTV algorith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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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50

                    (b)S50

                    (c)S65  

Fig. 4.35 Pressure distribution obtained by Hybrid PTV algorithm(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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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50

                    (b)S50

                    (c)S65 

Fig. 4.36 Pressure distribution obtained by Hybrid PTV algorithm(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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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IV법에서 필터링 효과에 의하여 측정이 불가능하

고, PTV법에서는 보간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는 와(vortex)에 대한 

측정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입자의 중심정보를 이용하여 얻어진 

벡터 쌍으로 부터 선형변환을 적용함으로써 주어진 영역안의 입자

중심을 추적하는 PTV법과 입자중심의 분포패턴을 계산하는 PIV법을 

접목하여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PTV)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하여 수치적 가상영상을 적용하였다. 평가대상의 유동장은 Taylor 

-Green 와유동장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입자 도가 4,000개 

이상일 때 기존의 계조치상호상관 PIV법 및 확률일치 PTV법에 의한 

결과보다 그 측정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의 실제 유동장의 측정성능

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방형사각주 후류에 대한 CFD계산을 수행하였

으며, 계조치상호상관 PIV법 및 확률일치 PTV법에 의한 결과를 비

교해 보면 구축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에 의한 결

과가 보다 정확한 계산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된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은 물속에 잠긴 사각

주 및 장애물의 후류측정에도 우수한 결과를 낼 것으로 볼 수 있는 

관계로 본 논문에서의 응용 연구대상인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

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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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평축 조류발전시스템에 적용된 연구에서는 총 세 가지 블

레이드 모델(A형, S형, SE형) 및 동일한 형상의 블레이드 각도가 

다른 세 가지(50゜, 55゜, 65゜) 모델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으로 동일한 각의 블레이

드 모델을 측정한 속도장 결과로부터 운동량이론에 의거한 속도

선도(velocity diagram)에 적용하여 본 결과, 유속이 빠를 경우

에는 SE형 블레이드, 느린 유속에서는 S형 블레이드가 가장 좋

은 발전특성이 보임을 확인하였다.

 2. 동일 형상의 블레이드 각도에 따른 유형별 실험에서는 65゜   
블레이드가 50゜, 55゜블레이드에 비해 빠른 유속과 느린 유속  

모두 가장 높은 출력을 발생하였다.

 3. 가장 좋은 발전특성을 보일 때 블레이드 입구부의 유속과 후류의 

유속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는 유동이 가진 운동에너지가  

블레이드에 에너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하이브

리드 입자추적유속계에 의하여 압력장이 블레이드의 효율에 따라 

명확히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4. 하이브리드 입자추적유속계 알고리즘으로 측정한 속도장, 압력

장은 실용적 유동장 특성해석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추후 보다 많은 블레이드 모델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해 대

형화 개발과 안정적인 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및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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