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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of the scallops like Amesium balloti have an excellent level-swimming ability, i.e. they can swim 
about 20m by single level swimming with a maximum swimming velocity of about 1.6m/s in the sea. On the 
other hand, some species like Patinopecten yessoensis have longitudinal grooves on the upper and lower 
surfaces and others do not.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we measure the lift and drag forces on a real 
scallop model (Patinopecten yessoensis) in a wind tunnel. Experiments are performed at the Reynolds number 
of 75,000 based on the maximum chord length, which is within the swimming condition of real scallop (Re = 
30,000 ~ 300,000). To see the effect of longitudinal grooves, we measure the aerodynamic forces on a scallop 
model by removing the grooves. With the grooves, the lift force increases at low angles of attack (α<10°). 
The drag force increases slightly at all the attack angles considered. The lift-to-drag ratio is increased by about 
10% at α<10°.

기호설명 
 
α: 받음각(°) 
A: 평면적(m2) 
AR: 가로세로비 
cave: 평균 코드길이(m) 
cmax: 최대 코드길이(m) 
CL: 양력계수 
CD: 항력계수 
D: 항력(N) 
L: 양력(N) 
Re: 레이놀즈 수 
S : 가로길이(m) 
u∞: 자유유동속도(m/s) 

1. 서 론 

낮은 레이놀즈 수에서 날개의 공력성능 향상은 
초소형비행체 (Micro air vehicle)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는 잠자리나 나비 등 낮은 레이놀즈 수에서 
뛰어난 비행능력을 가지는 생명체의 날개 형상, 
운동역학 등을 모사하여 공력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곤충의 날개 이외에 바다 

물속에서 뛰어난 공력성능 (유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개 (scallop)의 외형 특징이 공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개의 일반적인 유영속도는 0.3~1.6m/s 이며, 
Amesium balloti 는 물속에서 한번에 약 20m 
정도를 날아가고 최대 1.6m/s 의 유영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조개는 매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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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b) 
scallop shell model used in present study. 

가로세로비를 가지는 원판 형상이며, 단면은 
전형적인 익형과 매우 유사하여, 초소형비행체의 
날개형상을 설계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한편, 큰 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를 비롯한 
몇몇 조개 종들은 위, 아래 표면에 유동방향 
(종방향)의 홈 (groove)을 가지고 있다. Hayami(1)는 
표면이 매끄러운 Amusium Japonicum 와 종방향 
홈을 가진 Amussiopecten praesignis 에 대해 양력과 
항력을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표면의 홈이 
유동저항을 증가시켜 공력성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윗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들을 비교해서 얻어진 
Hayami 의 실험결과로는 조개 표면의 종방향 홈이 
공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큰 가리비(Patinopecten 

yessoensis)의 패각을 이용하여 조개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동방향의 홈이 공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풍동실험을 
수행하고, 유동가시화를 통해 이러한 홈이 익형 
주위의 유동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풍동 및 조개모델 
실험에 사용된 풍동은 분출식 개방형으로 시험

부의 크기는 3m×0.3m×0.6m 으로 재질은 아크릴이

며 정격 회전수 1150rpm 에서 최대 속도는 30m/s
이다. 시험부의 평균 속도 균일도와 난류강도는 
10m/s 에서 각각 0.5%이내이다. Fig. 1(a)는 풍동에 
설치된 조개모델의 개략도이다.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조개 (scallop) 종류 중에 종방향으로 굵은 
홈이 나 있는 큰 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
의 실제 패각을 모델로 선택하였다 (Fig. 1(b) 
Model 1). 조개모델의 가로길이 (S)와 평면적 (A)
는 각각 0.11m 와 0.0095m2 로, 가로세로비 (AR = 
S2/A)와 평균코드길이 (cave = A/S)는 각각 1.27 과 
0.086m 이다. 방사상으로 뻗어있는 홈의 개수는 
23 개 이고, 홈의 크기는 1~5mm 이다. 종방향 홈
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개모델에서 인위적으

로 홈을 메워서 매끄러운 모델을 같이 사용하였

다 (Model 2). 또한 조개 양 끝 단의 홈과 중앙의 
홈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보기 위해 Fig. 1(b)
의 Model 3, 4 와 같이 일부분의 홈 만을 메운 모
델을 제작하였다. 이때 날개형상의 가로세로비, 
평면적 등은 변하지 않았다. 
 
2.2 힘 측정 및 가시화 

조개모델에 작용하는 양력과 항력은 6 축 힘/토
크 센서 (ATI, nano17)를 사용하여 동시에 측정하

였으며, 센서의 분해능은 힘 및 토크를 측정하는

데 각각 1/1280N, 1/256Nmm 이다. 센서는 풍동바

닥과 평행하게 설치되었으며 조개모델은 풍동 시
험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지대

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지대의 단면형상을 
타원형으로 제작하였다. 받음각을 0° ~ 30° 범위

에서 변화시켜가며 종방향 홈이 있는 모델 
(Model 1)과 없는 모델 (Model 2) 각각에 대하여 
공력을 측정하였으며, 홈을 없애고 매끈한 표면

을 만들기 위해 모델링 퍼티를 사용하여 메운 후 
매끈하게 사포로 갈아내었다. 힘 측정은 자유유

동속도 (u∞) 13m/s 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때 조개

의 최대코드길이 (cmax)를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 
수는 75,000 으로, 이는 실제 물속에서 유영하는 



조개의 레이놀즈 수 (30,000 ~ 300,000) 범위 안에 
포함된다.(1) 

조개 표면에서 유동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오일

가시화를 수행하였다. 식용유와 흰 분말인 
Titanium-dioxide 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중력

에 의한 용액의 흐름을 최소화하고 공기의 흐름

에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
일 가시화는 받음각 0°~30°에서 하였으며, 자유

유동속도는 힘 측정과 동일한 13m/s 에서 수행되

었다. 

 
Fig. 2 Variations of the drag, lift coefficients and lift-to-drag ratio 

with respect to the attack angle: (a) lift coefficients; (b) drag 
coefficients; (c) lift-to-drag ratio. 

 

3. 실험결과 및 토의 

3.1 양력과 항력의 측정 
Fig. 2 는 받음각의 변화에 따라 표면에 종방향 

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의 양력과 항력

의 변화를 보여준다. 받음각이 10°보다 작은 경
우 종방향 홈이 있는 모델의 양력이 더 크며, 대
부분의 받음각 영역에서 항력이 함께 증가한다. 
최대 양력계수는 표면에 홈이 없는 경우에 더 크
게 나타난다. 측정된 양력과 항력으로부터 얻어진 
양항비 (lift-to-drag ratio)는 Fig. 2(c)와 같다. 홈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항력이 증가하지만 받음각

이 10°보다 작은 경우 양력의 증가량이 더 크기 
때문에 양향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3 은 표면에 홈을 메운 조개의 윗면에서 오
일가시화를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면에 생
기는 흰색 기름띠는 표면을 따라 흐르던 유동이 
표면에서 박리되는 위치를 보여준다. 받음각 0°
에서 8°까지는 조개의 양쪽 끝단까지 뻗어있던 
기름띠가 10°를 넘어가면서 축소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15°이상의 받음각에서는 전단에

서 유동이 박리되었다가 재부착되면서 전단에 기
름띠를 형성하고 있으며, 25°이상의 받음각에서는 
전단에서 떨어진 흐름이 다시 부착하지 않고 떨어 
져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Oil surface visualization on the upper surface of scallop  

shell.  
  

   
 



종방향 홈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Fig. 1(b)와 같
이 날개 끝단 (wing tip, Model 3)과 중앙 (mid-span, 
Model 4)에 홈을 위치시켰다. 홈이 위치한 영역은 
앞서 수행한 표면 가시화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

였다. Fig. 4 는 홈이 날개 끝단과 중앙 부분에 위
치한 경우 받음각에 따른 양력 및 항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조개 양 끝단에만 홈이 있는 경우 낮은 
받음각에서는 조개 표면 전체에 홈이 있는 것과 
같은 양력을 발생시키지만, 실속 (stall)이 발생하

는 받음각 (α=25°)이 증가하고 이때의 최대 양
력계수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개의 
중앙에만 홈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받음각에서는 
양력계수가 표면 전체에 홈이 있는 것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실속이 발생하는 각도가 α

=20°근처이며, 최대 양력계수가 크게 감소한 것
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큰 가리비 표면의 종방향 홈이 
조개의 공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양력과 항력의 
측정 및 유동가시화를 통해 알아보았다. 조개 표
면의 종 방향 홈으로 인하여 받음각 10°미만에서 
양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항력은 실험을 수행한 
모든 받음각에서 조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
항비는 받음각 10°미만에서 10% 이상 증가하였

다. 각 받음각에서 조개 표면 주위 유동구조를 파
악하기 위해 오일가시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개 
중심부의 홈과 양 끝단에서의 홈이 공력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분적으로 홈을 메우

고 양력과 항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조개 끝단 
(wing-tip) 부분에 위치한 홈에 의해서 실속이 발
생하는 받음각이 증가하고 이때 최대 양력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받음각 영역에서는 
홈의 위치에 따른 공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 (mid-span)의 종방향 홈은 높은 받음

각에서(α=25°) 양력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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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s of the drag and lift coefficients with respect to the 
attack angle: (a) lift coefficients; (b) drag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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