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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and Numerical Flow Visualization on Detailed Flow Field in the 

Post-surgery Models for the Simulation of the Inferior Turbinectomy

Ji-Won Chang, Go Eun Heo and Sung Kyun Kim

Abstract. Three major physiological functions of nose can be described as air-conditioning, filtering and

smelling. Detailed knowledge of airflow characteristics in nasal cavities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of

the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nasal breathing. In our laboratory, a series of experimental

investigations have been conducted on the airflows in normal and abnormal nasal cavity models by means

of PIV under both constant and periodic flow conditions. In this work, more specifically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the surgically modified inferior turbinate model were presented. With the high

resolution CT data and a careful treatment of the model surface under the ENT doctor’s advice yielded

quite sophisticated cavity models for the PIV experiment. Physiological nature of the airflow was dis-

cussed in terms of velocity distribution and vortical structure for constant inspirational flow. Since the

inferior and middle turbinate are key determinants of nasal airflow, the turbinectomy obviously altered

the main stream direction. This phenomenon may cause local changes in physiological function and the

flow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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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코(비강)의 주요한 세가지 생리학적 기능은 온도와

습도의 조절 기능, 여과 및 방어 기능, 그리고 후각기

능이다. 비강 내부의 공기 유동을 이해하는 것은 코의

호흡에서의 생리학적 및 병리 학적인 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많은 생체공학 및 의

공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1-5). 최근

들어서는 고해상도 CT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강 모델을

컴퓨터로 형성하였으며 이로부터 유로를 제작 및 수치

격자 모델을 형성하여 실험 및 CFD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하비갑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제한 수술후 모델들을

제작하여 PIV실험 및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고, 세부

유동장의 변화들이 비강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논의 하였다. PIV 유동 해석은 LaVision

사의 Davis 7.2를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 생

성은 실험과 동일 모델을 사용하였고, 수치해석은 상

용코드인 ANSYS/CFX를 이용하였다. 수술 후 비강

내의 세부 유동장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이비인후과 진

료와 수술 등에 기본자료 및 임상 데이터로 활용될 것

이다.

2. 실험 방법론

2.1 유로 제작 및 수치 격자 형성

비강내의 유동해석에 있어 주된 요소는 정확한 유로

의 제작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높은 해상도의 CT데

이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의료원으로부터 정밀

한 CT 데이터(0.6 mm deep)를 확보하였으며 이로부

터 3D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Fig. 1과 같이 수치 및 실

험 모델을 제작하였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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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모델은 Fig. 2와 같이 환자기준으로 오른쪽

은 정상 비강 왼쪽은 수술 후 비강이다. 수술 전 N 모

델, 하비갑개 앞쪽을 제거한 I1 모델, 하비도를 전체적

으로 조금씩 제거한 I2 모델, 하비도 모두를 제거한 I3

모델로 정의하였다.

2.2 PIV 실험 방법

PIV 해석을 위한 유동 가시화 실험 장치의 개략도

는 Fig. 3과 같으며 장비 재원 및 실험 의 조건들은

Table 1과 같다. 작동 유체의 비율을 맞추어 실리콘 모

델과 굴절률을 일치시켰으며 레이저 면의 두께는

2 mm로 36단면을 해석하였다. 2.3 수치 해석 방법

비강은 난류와 층류가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형태의

유로이다. 그러므로 비강 해석을 위해 사용할 난류 모

델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강 모델에서 R-

S(Reynolds stress)모델, 층류 모델, K-e 모델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였을 때 층류 모델은 큰 유량에서 적

절하지 않았으며 k-e모델은 적은 유량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R-S모델은 전체적 영역 및 유량에서 적절하다

고 판단하여 비강해석 모델로 사용하였다(Fig. 4).

또한 element의 개수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도의 차

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얼마의 element 개수가

필요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I1모델을 사용하여 80만개,

120만개, 160만개, 260만개로 grid element 개수를 조

Fig. 1. Procedures of creating the cavity model from CT

Data; Physical (Up) , Numerical (Down) models.

Fig. 2. inferior turbinectomy models:

Fig. 3. PIV experiment resource (A) Reservoir (B) Nasal

cavity model (C) Nd:Yag laser with beam spread

unit (D) laser controller (E) Respiratory pump (F)

CCD camera (G) Trigger controller (H) Personal

computer.

Fig. 4. Comparison of turbulent model.

Table 1. Detail information of experiment

세부 사항

Nasal 
cavity 
model

실험 inferior turbinectomy model

모델 사이즈 
(H*W*D)

140*260*100

Flow 

작동유체 비율 글리세린 55% : 물 45%

Properties

작동유체
 온도

25oC

점도 11 mPa.s

밀도 1200 Kg/m3

Seeding

종류 Polyvinyl Spherical Particle

지름 50 µm

밀도 1.2 g/cm3

laser

종류 Nd:YAG, dual cavity

Max Power 120 mJ

Thickness 2 mm

Camera

Type CCD(flow Master)

Resolution 1280*1024, 10 bit

Pixel Size 10×10 µm

Image 
Properties

Lens focal 
length

50 mm

Lens aperture f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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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여 계산한 결과 속도에서는 120만개 이상 벽 전단

응력에서는 160만개 이상에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Fig.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0~200만개의 유한체

적을 갖도록 격자를 생성하여 계산 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3.1 중비갑개 입구 부근의 국소 유동

비강의 해부학적인 형상으로 인해 비강 내 대부분의

유동은 2차원 유동에 근사하지만, 중비도 입구에서는

단면적이 가장 적은 nasal valve를 지난 유동이 중비갑

개의 앞 부분에 부딪쳐 좌우로 갈라지는 제트 유동과

흡사한 3차원적인 유동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2

차원 PIV측정하였으므로 이 부근의 유동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나 2차원 CFD결과(sagittal면에 정사된

유동)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Fig. 6). 연속 레이저를

사용하여 촬영한 비강 내 유동가시화 사진(Fig. 7)을

보면, 유동이 중비갑개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다 잘 볼

수 있으며 레이저 두께를 넘어서는 입자가 사라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유동이 3차원적으로 변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유동이 빠르게 충돌하는 중비갑개의

전면 부에서는 큰 압력구배와 벽 전단응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8). 이 부분에서 비강 내부의

Fig. 5. Convergence test: Velocity and wall shear stress.

Fig. 6. Streamlines in N model by PIV and CFD.

Fig. 7. Flow visualization photo near middle turb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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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조직 (mucosal wall)에 전단력이 가해져, 상처 나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비도는 호흡 시 주된 유동이 흘러가는 중간에 위치

하고 있어 비강내의 다른 부분보다 큰 변화가 생기므

로 다른 부분에 비해 불편함이나 통증/상처가 생기기

쉽다. 

3.2 수술로 확대된 유로내의 부분적 유동 해석

3가지 수술 후 모델들의 수치 해석 및 PIV 결과로부

터 유선을 그려 비교해 보면 Fig. 9와 같다. N모델과

I2모델의 경우, 하비도의 유선은 재순환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I1모델과 I3 모델에서는 수술로

확장된 유로에서 재순환 영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1모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이 재순환 유동을 자세

히 살펴 보자. CFD와PIV결과로부터 구한 2차원 유선

을 Fig. 10a-b에 나타내었다. 하비갑개의 입구 부분만

을 절제한 이 모델에서는 확장된 부분에서 재순환 영

역이 나타나는데(Fig 10a, Fig 10d에서 잘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선형 vortical구조

를 가지고 있다.

하비갑개의 입구 부분부위를 확대한 가시화 사진

Fig. 10(e-f)에서 이 유동을 좀더 자세히 볼 수 있다. I3

모델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볼 수 있다(Fig. 11). 다만

하비갑개 거의 전부를 절제한 I3모델의 경우 넓은 영

Fig. 8. Wall shear stress (left) and pressure (right) 

distributions near middle turbinate.

Fig. 9. Streamlines in sagittal plane by PIV and CFD.

Fig. 10. Two and three dimensional streamlines in I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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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나선형 재순환 영역을 볼 수 있다. 재순환 영역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압력강하와 벽 전단응력이 크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2-13). 압력강하는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지표가 되며 국소 압력강하가 클수록

환자가 불편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비해 N모

델이나 I2모델은 압력의 변화가 완만하게 이루어 진다.

또한 국부적인 벽 전단응력의 증가도 환자가 불편함

을 느끼거나 상처/염증이 생기는 중요한 지표이다. Fig

13과 같이, 수술 부분의 벽 전단응력은 I1모델에서 증

가하고 I3모델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I3 모델에서는 수술부분 외의 지역에서 벽 전단응

력이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4.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유동장의 특성들과 국소치(속도, 압

력, 전단 응력 등)들로부터 비강 기능의 중요한 기능을

각 모델 별로 비교해 보면 가장 바람직한 수술법은 I2

의 방법이다. I1의 경우 갑작스런 확장과 축소로 인하

여 유동저항이 증가하고 국부전단응력이 상승하며 압

력 강하가 크게 생김에 비해 열전달은 좋아진다. I2의

경우는 열전달측면에서 약간 감소하지만 압력강하나

국부전단응력 유동저항측면에서 좋은 경과를 보였다.

I3의 경우 갑작스런 확장과 축소와 함께 표면적이 크

게 감소하게 되어 열전달이 크게 감소하고 좌우 비강

의 유량 차가 커지며 국부전단응력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I2의 방법이 가장 최적화된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강은 개개인의 차이가 크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마

다 그 경향이 다를 수 있다. I2의 수술법이 가장 최적

화된 수술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이번 케이스의

모델에서는 가 장 적합한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좀더 적합한 수술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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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streamline in surgery section.

Fig. 12. Pressure distributions on selected planes.

Fig. 13. Comparison of shear stress in surgery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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