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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유체의 속도 측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있는 방법

을 보면 유량에 의한 간접 측정법, 피토튜브 유속 측정법, 열선 유속 측정법

(Hot-wire), 초음파 유속 측정법, 광학적 유속 측정법(LDV, PIV) 등이 있다.

    본 보고서는 LDV의 구성과 이를 이용한 유체의 속도 측정 실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실험방법을 사용자 중심으로 정리하여 LDV

를 처음 접하더라도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SUMMARY

    

    In the area of flow measurement, there are various methods. Generally, 

indirect flowmeters, pitot-static tubes, hot-wire anemometers, ultrasonic 

flowmeters, and optical measuring devices(LDV; laser doppler velocimeter, PIV; 

particle image velocimeter), etc. are used.

    In this report, the configuration of a LDV and experiment relevant details 

using LDV are described. Expressly, the software using method and LDV 

operation method is arranged on a user-centere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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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유체의 유동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속도 측정이 중요하며, 일반적으

로 유동장은 3차원 속도 성분의 복잡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유동

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의 선택 및 측정 방법, 실험부의 구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실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속 측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LDV(Laser Doppler 

Velocimeter)를 이용한 유체의 유속 측정 실험과 측정장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기

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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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LDV의 원리

2-1 LDV의 개요

     유체의 속도나 유동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직접 접촉 측정방식은 측정장

치나 센서를 유동장내 삽입하여 유체의 교란이나 유동 방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반

해 레이저를 이용한 측정방식은 간접 접촉 측정방식으로서 유동장의 교란이나 유동 방

해 없이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한 장비이다. 

     1. LDV의 특징

    LDV에서는 광원으로부터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오

는 빛의 주파수가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여 달라진다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LDV는 내연기관, 화염, 풍동(wind tunnel), 혈액순환, 터어빈의 날개와 프로펠러의 

속도측정 등 대단히 넓은 응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측정 가능한 속도 범위도 1초에 

수 μm에서 수 km까지 아주 넓은 범위를 가진다. 또한 LDV는 다른 광학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비접촉식이어서 측정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뜨거운 물체, 독성, 부식

성이 높은 유체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DV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① 유동의 교란이 적으며 이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② 높은 정확도를 가지며 3D 속도 측정이 가능하다.

       ③ 비접촉식 측정으로 유체의 열역학적 성질에 무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④ 레이저 출력값(power intensity)은 속도에 비례한다.

       ⑤ 보정이 필요 없다.

       ⑥ 실험부와 유체가 투명해야 한다

       ⑦ 장치 구성비용이 비싸다. 

       ⑧ Seeding particle(tracer 입자)이 필수적이다.

       ⑨ 주위 간섭광원(태양광, 주변의 강한 불빛 등)의 영향을 받는다.

        ⑩ 관리상 상당한 주위가 필요하다.

  LDV 특성상 적용 분야를 보면,

           ① 기체, 액체의 흐름

 ② 난류유동의 해석

③ 환경적 제약부분

④ 공기 역학적 분야

⑤ 표면의 속도, 진동 측정  등 다양한 범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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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이저의 안전 기준

    레이저는 출력의 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피부나 눈에 강력한 레이저가 입사되면 

화상에 의한 눈의 망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레이저의 출력에 따른 안전 기준은 

최대허용출력 노출광량(MPE; Maximum Permissible Exposure)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허용출력 노출광량은 정상상태의 눈이나 피부가 노출 즉시, 혹은 긴 시간 

후에 물리-화학적으로 변형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허용 노광량으로 방사 파장, 펄스 

지속기간, 방사광의 크기, 노출된 조직 등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 ANSI 

138-1에 의하면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손상의 경우 50% 정도의 손상을 일으

키는 값의 0.1을 곱한 레이저 조사량을 MPE로 정의한다. 레이저 파장에 따른 손상

의 종류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레이저 파장에 따른 신체 손상의 종류

레이저 출력 눈 손상 위험 피부 손상 위험

 UV-C(180-280nm)  광 각막염  홍반, 화상

 UV-B(280-315nm)  광 각막염  피부노화

 UV-A(315-400nm)  광화학적 백내장  피부착색, 화상

 Visiable(400-780nm)  광화학적 열적 망막 손상  피부착색, 화상

 IR-A(780-1400nm)  백내장, 열적 망막손상  화상

 IR-B(1400-3000nm)  백내장, 각막화상  화상

 IR-C(3000-10000nm)  각막화상  화상

2-2. LDV의 원리

    1. 도플러 효과

    움직이는 입자에 의해 산란된 빛이 입자의 속도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는 현

상을 도플러 효과라 한다. 즉, 음원이나 관측자가 움직일 때, 관측자에게 들리는 소

리의 주파수가 정지한 경우와 다르게 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도플러 효과는 다음의 네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지한 관측자에 가까와지는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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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지한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음원  

       3) 정지한 음원에 가까와지는 관측자   

       4) 정지한 음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관측자   

          f  :  정지한 상태의 음원의 주파수

          c :  매질에서의 소리속도

          Vs :  음원의 속도

          V0 :  관측자의 속도

          f' :  도플러 효과에 의한 겉보기 주파수

    도플러 효과는 앞서 언급한 주파수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음의 크기에 대한 변

화도 유발한다

   

    2. 속도 측정 원리

    하나의 속도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각도로 두 개의 빔을 조사하게 되

는데 이러한 방법을 dual beam 방법이라 한다. 이 방법은 두 빔이 이루는 각도에 

대한 이등분선과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을 구할 수 있으며, 입자에 의한 주파수 변

화의 차이를 측정하게 되고 입자의 속도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V =  
λ∆f

2sin (θ/2 )
, θ: 두 빔이 이루는 각도, λ: 광선의 파장

                          

두 빔이 놓여있는 평면에서 두 빔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과 수직인 속도 성분을 측정한다.  

   

    본 실험에서는 2차원 유동(two-dimensional flow)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dual beam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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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ual beam의 구성

Dual beam 방식에는 두 개의 평면광을 조사하게 되며, 입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파

수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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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조사되는 광의 주파수 차이로서 상수이다

               는 도플러 편이를 일으킨 주파수의 차이이다.

이 차이 값은 산란 방향인    에 무관하므로 이 주파수는  photodetector의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과  가  각도 θ를 이루고    인 경우에 속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속도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빔 중 하나에  주파수 편이

를 가하게 되어  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주파수는 신호 처리시 제거하여 

속도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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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LDV의 구성 및 실험

 

3-1 레이저(Laser Light Source)의 종류

      레이저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 

글자를 모아 만든 합성어이다. 보통 자연광원(예: 햇빛, 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자

연방출(spontaneous emission)에 의해 발생되지만, 레이저광은 유도방출

(stimulated emission)에 의해 발생되므로 동일한 물리적 특성(위상, 파장, 편광, 

방향)을 갖는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들 때문에 산업용, 의료용, 연구용 및 옥내․외 

광고용 등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의 종류는 레이저 빛을 만드는 물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

다.

    1.기체 레이저

       ① He-Ne 레이저 : 조준기, 길이 정밀측정, 유속측정, 평면도 측정, 의료

          용(통증치료) 등

          ⓐ 파장 6,328Å(적색) - 안정된 연속출력  

          ⓑ 파장 11,500Å(적외선) - 소출력으로 취급이 간단함

       ② Ar 레이저 : 유속 측정에 용이

          ⓐ 파장 4,886Å(청색) - 안정된 연속출력  

          ⓑ 파장 5,145Å(녹색) - 대출력 

       ③ CO2 레이저 : 유속 측정에 용이

             ⓐ 파장 106,000Å(적외선) - 대출력이고, 펄스발진이 가능

    2. 고체 레이저

       ① Luby 레이저 : 거리 측정에 용이하고, 비선형적인 광학 계측에 용이

          ⓐ 파장 6,943Å(적색) - 고출력 펄스, 높은 단색성을 지님 

       ② YAG 레이저 : 레이다에 많이 이용

          ⓐ 파장 10,600Å(적외선) - Q 스위치 가능

    3. 반도체 레이저

       ① GaAs 레이저 : 거리 측정, 야시장치에 이용

       ② AlGaAs 레이저 : 거리 측정, 광통신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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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DV의 구성

      본 실험에서는 Argon-Ion 가스 레이저(모델 : LEXEL-3500)를 활용하였으며, 

LDV의 구성도를 그림 1에 도시하였다. 레이저의 기본사양을 정리하면 표 2와 같

고, 그림 2는 LDV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레이저의 사양   

Laser power Laser beam Beam diameter Tube current Base

5W
514.5nm : green

488nm   : blue

514.5nm : ≤1.3mm

488nm    : ≤1.3mm
30amps rail

5W Ar-Ion Laser

PC

Transmitter

PM Tube

Signal 
Processor

Traverse
Controller

Traverse

Probe

5W Ar-Ion Laser

PC

Transmitter

PM Tube

Signal 
Processor

Traverse
Controller

Traverse

Probe

그림 2 LDV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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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이저 발생장치(Laser Source)

    본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발생장치는 Ar-Ion 레이저로 장치의 내부는 plasma 

tube, laser bore, 좌우측에 windows, beam slitter, ballast tank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부수장치로는 전원공급장치, 리모트 컨트롤러 등이 있다. 그림 3에 

내부 구조를, 그림 4에 외부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3 레이저 내부 구성도

그림 4 레이저 본체와 전원공급장치 및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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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 사용된 5W Ar-Ion 레이저의 작동법과 순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5 레이저 컨트롤러의 상세도

        ① 레이저 장치의 내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 내부로 냉각수를 공급한다.

        ② 레이저 전원공급장치의 측면 전원스위치를 ON 시킨다.

        ③ 이 때, 컨트롤러의 “intrerocks covers-ON", "water-OK", "temp-OK" 창에 불  

           이 켜지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그림 4의 1번  키 스위치를 ON 시킨다.

        ④ 컨트롤라 상단의 “line-ON" 창의 램프가 ON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⑤ 2번의 “High voltage" 스위치를 ON 시킨다.

        ⑥ “탁” 하는 작동음을 확인한다. 그림 4의 상단 10번 “high voltage-ON" 램프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⑦ 그림 5의 6번 “POWER RANGE"를 적당히 선택한다.

        ⑧ 컨트롤러 오른쪽 하단의 그림 4의 7번과 8번 “CONTROL SELECT" 부분의  

           “LIGHTt" mode 및 ”CUREENT" mode를 확인 후  두 개 중 한 개의 mode를  

           선택하고 screw를 이용하여 레이저 출력을 상승시킨다. 

        ⑨ 컨트롤러 좌측 상단의 “LASER POWER" 게이지의 레이저 파워와 우측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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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CURRENT POWER" 게이지를 확인 후 적정하게 파워를 설정한다. 이 때,  

           레이저 파워를 급격히 상승시키면 빔을 전달하는 광학케이블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서히 증가시키고 최대 전원 출력이 30W와 레이저 출력을 고려  

           하여 한계치 이내에서 작동 ․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⑩ 레이저 장치의 전면부에 빔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후 실험에 돌입한다.

    레이저 본체의 후면부는 그림 6과 같다. 그림에서 “VERTICAL ADJUST- KNO 

B"와 ”HORIZONTAL ADJUST KNOB"는 Wavelength를 튜닝하고 레이저 출력을 최

대화시키기 위한 얼라인먼트 시 사용한다.

                 

그림 6 레이저 본체의 후면

    2. 빔 트랜스미터(Light transmitter)

    빔 트랜스미터는 메니퓰레이터(manipulator)와 probe distribution box로 구성

되어 있고, 그림 7은 transmitter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1D, 2D, 3D 시스템으

로 구성이 가능하다. 트랜스미터는 레이저 본체와 같이 마운팅 밴치(mounting 

bench)에 설치되며 레이저 본체와 약 15cm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 메니퓰레

이터에 부착되어있는 나비나사(thumb-screw)를 이용하여 빛의 얼라인먼트

(alignment)를 할 수 있다. 또한, 메니퓰레이터를 제거하면 트랜스미터 내부 거울들

을 조정하여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얼라인먼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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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트랜스미터의 구조

    3. PM(Photomultifier) Tube

    PM tube는 레이저빔에서 나온 빔을 그린(green: 514.5)과 블루(blue: 488.0)로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 8에 PM tube의 모양을 나타내었다.

그림 8 P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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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호처리기(Signal processor)

    신호처리기는 LDV 신호를 주파수로 변환하여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입력 

주파수에 비례하는 analog 전압을 발생시켜서 순간 주파수를 측정하는 Frequency 

Tracker, 신호의 시간 간격을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주파수를 측정하는 Counter 

Type Processor, spectrum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계산하는 Spectrum Aanalyzer- 

Correlator 등이 있다. Signal processor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고주파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velocity dynamic range)

         ② 시간당 분해능(time resolution)이 좋을 것.

         ③ 주변잡음(background noise)으로부터 신호를 추출할 수 있을 것.

         ④ 유체의 빠른 유동에 대처능력이 뛰어날 것.

         ⑤ 측정의 정밀성과 정확성이 보장될 것.

         ⑥ 데이터 해석 및 사용이 간편할 것. 

              

    그림 9는 본 실험에 사용된 신호처리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신호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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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프로브 이송장치(Probe Traverse Machine)

    프로브 이송장치는 실험부 근처에 설치하여 프로브를 측정위치까지 이동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이송과 수동이송이 가능한 타입이며 X방향과 Y방향의 양

방향 이송이 가능하다. 그림 10에 이송장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10 프로브 이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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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송장치 컨트롤러(Traverse Controller) 

    이송장치 컨트롤러는 이송장치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컴퓨터에서 필

요한 거리만큼의 이송량 조절이 가능하다. 구조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이송장치 컨트롤러

    7. 프로브(Probe)

    LDV의 프로브는 dual beam back-scattering 방식이 일반적이며, transmitter를 

통한 레이저 빔은 fiber optic cable을 통해 최종적으로 프로브에 전달된다. 이 빔은 교

차되면서 fringe를 형성하여 일정한 체적을 형성하게 되고 체적내의 입자를 추적하

여 입자의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프로브와 확장렌즈(expansion 

lens)의 사양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프로브 사양

Configuration
Focal 

length
Expansion

Beam 

separation(mm)
ɵ(rad)

      60x21

   60x10/60x11   

f=400mm 1 38 0.095

                55x58
      

  60x10/60x11  55x12

f=600mm 1.94 73.7 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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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미립자 발생기(Particle Generator)

       본 실험에 사용된 Particle Generator는 분무미립화(atomization) 방식으로

서 그림 12에 Particle Generator를 나타내었다.

그림 12 Particl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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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란입자

    산란입자로부터 유속을 측정하는 LDV는 입자의 유체 흐름에 대한 추종성을 면

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유체내의 입자 공급 및 입자산란광의 특성을 조사하여

야 한다. 산란입자가 클수록 신호대비 잡음비(SNR : Signal to Noise Rate)는 증가

하나 반면에 유동에 대한 입자의 주파수응답특성이 떨어진다. 즉, 입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유체흐름의 난류변동에 대한 추종성은 좋아지며, 입자가 커질수록 강한 

산란광이 발생한다. 그러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험조

건에 알맞은 입자를 선별해야 한다. 

    산란입자는 신호분석기(Signal Processor)가 작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은 

량을 공급하는 것이 좋으며, 깨끗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공급 입자량이 적어지면 

신호의 drop-out 현상이 발생하며, 과다하면 측정체적내부에 2개 이상의 입자가 혼

재하여 입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동속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산란입자의 요구

조건을 살펴보면, 

       ① 고온 하에서의 화학적 반응성이 적을 것

       ② 측정면을 더럽히지 않아야 할 것

       ③ 응집력이 작을 것 

       ④ 독성이 없을 것

       ⑤ 입자의 형상이 구형일 것 등이 있다. 

    산란입자의 생성방법으로는 분무미립화(atomization), 고체입자부유

(fluidization),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승화법(sublimation)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직경이 1㎛인 경우 응답주파수 특성은 10kHz 이상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난류유동까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1㎛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다.

      액체에서의 유동 측정용으로는 고체 입자인 polystyrene, alumina, silicon 

carbide 등이 주로 사용되고, 기체일 경우에는 oil 종류가 주로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

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 분무미립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그림 12에 본 실험에 사

용된 2종류의 Particle Generator를 나타내었다.

3-3 실험부의 구성

    실험부는 double jet 실험부(DJ)와 triple Jet 실험부(TJ)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실험부는 lower section, inlet section, view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험부

의 상부에는 공기 덕트부가 설치되어 있다. 실험부 중 view section은 고정된 상태

이며, inlet section과 lower section은 교체하면서 실험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공기 덕트부는 view section의 상부에 설치되어 공기를 유출시킨다. 실험부의 구조

는 그림 13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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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험부의 구조

    View section은 노즐에서 주입되는 공기가 혼합되는 영역으로 온도와 속도를 

이 곳에서 측정한다. 이 부분은 DJ 실험부와 TJ 실험부에 공용으로 사용된다. View 

section의 형상은 그림 14에 보이고 있다. 단면적의 내부 규격은 360x360mm이고, 

전체길이는 1000mm이다. 측면에는 보수용 홀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실험에 

따른 실험부 내부의 유지보수를 위한 구멍으로서 실험 시 공기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기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view section 내면과 일치되어 공기 유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LDV(Laser Doppler Velocimeter) 실험을 위하여 두께 

5mm인 강화유리로 제작하였다. 다른 면은 좌측은 두께 5mm, 우측은 두께 10mm

인 스테인레스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와 하부의 플랜지의 외부규격은 

420x420mm이고, 두께 10mm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였다.

    측면의 판들은 플랜지에 홈을 가공한 후, 홈에 스테인레스판을 삽입하는 형태

이고, 유리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플랜지에 삽입하지 않았다. 유리의 

규격은 375x980mm이며, 측면의 규격은 360x1000mm이다. 

     

View section의 상부 플랜지에는 유리가 부착된 면의 4곳 모서리에 유리에 대

한 충격이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용 러그(lug)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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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View Section(Test Section)의 구조

3-4 실험방법

    1. 실험 전 준비 및 점검 사항

       ① 제어반의 전원상태를 확인한 후 송풍기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② 신호분석기와 이송장치 컨트롤러를 가동한다. 

       ③ 레이저 주전원을 ON시키고 냉각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3-2 LDV의 구성" 편 참조)

       ④ Particle Generator를 가동시키고 particle의 상태와 분사량을 점검한다.

    2. 데이터 측정

       ① 컴퓨터의 "FVA" 실행 파일을 실행 한다.

       ② 초기화면에서 기 구성된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하여 "Open Project"를  

          클릭하여 준비된 측정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③ "FVA" 초기 화면상에서 "2D LDA Optics, "57G15(Traverse)", "FVA     

          PDA" 모드의 파라미터(Parameters)를 재설정하거나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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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LDA Optics" 창은 probe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Optics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측정한 데이터 역시 정확할  

          수가 없다. 그림 15의 왼쪽 중앙에 optics의 파라미터창에는 "Wave     

          length", "Focusing length", "Beam dia", "Expansion rate", "Beam     

          separation" 등을 입력하는 창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표. 3 참조)

       ④ "57G15"(Traverse)는 U1(Y방향)과 V(X방향)의 이송 정보를 입력하는 창  

          으로 그림 16에 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프로브를 이송하고 소프트웨  

          어로 제어가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X방향은 실험부의 중앙을 "0"로   

          하여 좌측(+) 14개소, 우측(-) 11개소, Y방향은 실험부 하단을 "0"로 하  

          여 10개소로 구분하여 비등간격으로 측정하였다.

       ⑤ "FVA PDA" "Range/Gain U,V"와, "High Voltage", "Data Validation",   

          "Data Collection", "Advanced Opt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7과 같다.

       ⑥ "Range/Gain U, V"는 U방향과 V방향에 대한 유체의 예상속도를 설정하  

          여 적정하게 range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High Voltage"는 그린   

          (517.5)과 블루(488) 빔에 대한 각각의 값을 설정하며 적당한 volt값을   

          입력하여 실험에 임해야한다. High voltage값이 높을수록 데이터 획득율  

          은 높아지나 과다하면 signal processor와 PM-tube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하면서 값을 조정한다. 본 실험에서는 그린(517.5)의 값을  

          1450, 블루(488)의 값을 1500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⑦ "Data Validation"은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기능할   

          수행한다.

       ⑧ "Data Collection"은 데이터 측정량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실험 조건에 맞  

          게 조절하여 실험에 임한다. 본 실험에서는 측정 시간을 60초, 데이터수  

          260000개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⑨ 본 실험에서는 "X" 방향의 "0"점을 실험부의 최하단으로 설정하였고, "Y"  

          방향은 실험부의 중앙을 “0”점으로 설정하여 측정을 하였다. 측정위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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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부의 수직 및 수평 측정위치 

방향 이송거리(측정지점. 단위 mm)

X(V)

수평
135 85 55 40 30 25 20 15 12.5 10 7.5 5 2.5 0 -2.5 -5 -7.5 -10

-12.

5
-15 -20 -30 -45 -70 -110

Y(U)

수직
0 25 50 75 125 175 225 275 325 375 475 575

기준 수직 수평

     

그림 15 2D-Optics의 파라미터 창

  그림 16 57G15(Traverse) 파라미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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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FVA PDA 파라미터 창

 

       ⑩ Bandwidth 결정 : 실험에 예측되는 유체속도에 대하여 적당한 band 폭  

          을 할당한다. Bandwidth는 데이터 측정 범위와 구간 결정에 중요한 요  

          소이므로 선정에 특별히 주의하되 테스트를 통하여 최적화된 값을 선정  

          하는 것이 좋다

       ⑪ Acquire 단계

         측정프로그램의 상단의 Run(▷) 아이콘을 실행하여 데이터 측정을 시작한  

         다.

       ⑫ Processing 단계

         측정이 완료되면 데이터의 저장형식과 파일 이름을 지정한다.

         ▶ 데이터의 처리 - ASCII 코드로 변환

        

    3. 실험 시 주의 사항 

       ① 레이저 취급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레이저 빔이 눈에 정면으로 입사  

          되면 부분적인 시각장애나 실명할 수도 있다.

       ② 레이저 출력이 상승함에 따라 빔이 피부나 옷에 접촉을 하면 피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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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옷이 타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레이저 본체 및 트랜스미터의 얼라인먼트 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 안  

        전 확보 후 작업을 진행한다. 

       ④ PM-tube에 과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기타사항은 실험실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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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oftware 사용법

(BSA Flow Software. DANTEC Ver.1.40.000124)

1. 바탕화면의 "FVA Flow" 아이콘을 실행한다.

  

2. 아래의 "Startup" 화면을 확인한 후 "New Project" 아이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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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과 같이 화면 중앙 작업창에 "Blank Project"라는 화면의 확인을 클릭한다.

  

4. 왼쪽 상단 “Document” 창의 “START"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

른다. "NEW SOURCE"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래 화면이 뜨면 "FVA APPLICATION"

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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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래 그림과 같이 "Document" 창에 "Start"라는 아이콘이 생성된다.

    

6. 그림에서 "Start" 아이콘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New 

Source"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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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성 화면에서 "FVA Application" 메뉴를 선택하고 확인한다.

   

8. 그림의 좌측 상단 "Document" 창에 "FVA Application" 아이콘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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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과 같이 풀다운 메뉴가 생성되면, "New" 아이콘을 실행한다.

                                      

10. 그림과 같이 "Objects" 화면이 생성된다. "Config View"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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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과 같이 "FVA Application/Config View" 화면이 생성된다. "Config View" 

blank 화면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의 메뉴바가 생성되

도록 한다.

  

12. 11의 그림에서 "Wizard"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생성된다. 구성

된 장치에 맞는 Processor(FVA/PDA)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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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래와 같이 화면이 생성되면 장치 구성에 적합한 "Traverse"(57G15)를 선택하

고 "다음" 아이콘을 실행한다.

  

14. 다음 화면에서 "Optics System"에 대한 "Parameters"(2D Optics, U1:514.5, 

U2:488.0)를 세팅하고 "마침" 아이콘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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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4까지 "System Config"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마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완성된 "System Config" 화면이 생성된다.

 

16. "Config"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 측정을 위한 "Parameters" 설정과 "Object" 

구성을 하게 된다. 15 화면의 상단 "Document"창에 생성된 "FVA Application" 메

뉴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풀다운 메뉴가 생성된다. 메뉴 중 

"New"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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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면과 같이 "Object" 메뉴가 생성되면 "Export" 메뉴를 선택하고 확인한다.

  

18. 화면 상단 "Document" 창에 "Export" 아이콘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래   

 "Parameters"창에 "File Export" 메뉴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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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6과 같은 방법으로 "Document"창에 생성된 "FVA Application" 메뉴에 마우

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풀다운 메뉴가 생성된다. 메뉴중 "New"를 클

릭하고 "Filter"아이콘을 선택하고 아이콘과 parameter창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20. 19와 같은 방법으로 "Document"창에 생성된 "FVA Application" 메뉴에 마우

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풀다운 메뉴가 생성된다. 메뉴 중 "New"를 

클릭하고 "Histogram"아이콘을 선택한 후 아이콘과 parameter창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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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과 같은 방법으로 "Document"창에 생성된 "FVA Application" 메뉴에 마우

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풀다운 메뉴가 생성된다. 메뉴 중 "New"를 

클릭하고 "Layout View" 아이콘을 선택한 후 아이콘과 parameter창이 생성되었는

지 확인한다.

   

22. 21과 같은 방법으로 "Document"창에 생성된 "FVA Application" 메뉴에 마우

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풀다운 메뉴가 생성된다. 메뉴 중 "New"를 

클릭하고 "List" 아이콘을 선택한 후 아이콘과 parameter창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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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2와 같은 방법으로 "Document"창에 생성된 "FVA Application" 메뉴에 마우

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풀다운 메뉴가 생성된다. 메뉴 중 "New"를 

클릭하고 "Moment" 아이콘을 선택한 후 아이콘과 parameter창이 생성되었는지 확

인한다.

  

24. 22와 같은 방법으로 "Document"창에 생성된 "FVA Application" 메뉴에 마우

스를 위치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풀다운 메뉴가 생성된다. 메뉴 중 "New"를 

클릭하고 "Transform" 아이콘을 선택한 후 아이콘과 parameter창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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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면 상단의 윈도우즈 메뉴를 실행하여 "Tile Horizontally" 메뉴를 실행한다.

 

26. 아래 그림은 "FVA Application" 메뉴를 tile mode로 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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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단의 "FVA Application Config View"에서 "2D LDA Optics" 그림을 클릭하면

좌측의 parameters창이 열리고 여기서 "U1, U2" Optics에 대한 property를 세팅할  

수 있다. 그림은 "Beam System" 중 U1의 parameters를 나타내고 있다.

28. "Beam System" 중 U2의 parameters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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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FVA/LDA" 메뉴는 "General", "Range/Gain-U", Range/Gain-V", "High 

Voltage", "Data Validation", Data Collection", Advanced Option" 메뉴로 구성되

어 있다.

30. "General" 메뉴는 "Dimensions", "Diameter", "High Voltage", "Encorder 

Mode", "Bragg Cell" 등의 서브메뉴가 이들의 값을 적절히 세팅할 수 있다. 이는 

"Bandwidth, Frequency, Signal Gain"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험 요건

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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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ange/Gain-U" 메뉴에는 "Bandwidth, Frequency, Signal Gain"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험요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2. "Range/Gain-V" 메뉴에는 "Bandwidth, Frequency, Signal Gain"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험요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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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igh Voltage" 메뉴에는 "High Voltage U1(V), High Voltage V(V), Balance 

on U1"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험요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4. "Data Validation" 메뉴는 "S/N Validation", "U Validation", "V Validation", 

Show Valid detail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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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ata Collection" 메뉴는 "Acquire mode", "Number of Bursts", "Mean 

Interval(sec)", "Dead Time(m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6. "Advanced Option" 메뉴에는 "Burst Detector", "Transit Time Resolution", 

"Arrival Time Mode", "Burst Detec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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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작업창 하단의 "FVA Application Config View"에서 "57G15" 아이콘을 클릭하

면 "Traverse Channel" 창이 열린다.

   

38. "Traverse Channel"은 Channel 1 ~ Channel 4까지 있으며 선택하여 세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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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7G15 Channel" 메뉴에는 "Traverse system"의 사양을 세팅할 수 있으며, 아

래 그림은 Channel 1, 2에 대한 기본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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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9번까지의 작업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의 "▷(run)" 아이콘을 실행시킨다.

41. 아래 화면이 생성되면 "Run(▷)"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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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림과 같이 "Ready to Acquire" 창이 열리면 "Acquire"를 실행 시 Data 측정

이 시작된다.

  

43. "Output Property"란은 data 측정 완료 후 data에 대한 "Data Rate(kHz)", 

"Velocity Validation", "Attempted Samples", "Validation Samples", "Elapsed 

Time(s)", "Transit Time Overflows", "U1 Anode Current(uA)", "V Anode 

Current(uA)" 의 값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Histogram"은 U1(Y방향)과 V(X방향)의 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List"는 

시간별 U1과 V 방향에 대한 측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상기의 방법에 의한 데이터 측정 장면과 획득한 데이터에 대한 정

보(UV 속도 list, correlation 및 spectrum data)와 분석기법을 이용한 3차원 그래프 

및 2차원 그래프와 실험부 내부의 유속분포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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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측정 장면



- 47 -

U-V 속도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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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및 spectrum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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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lot 

2D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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