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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dynamic vertical displacement of liquid in the tuned liquid column damper(TLCD) is measured by a laser Doppler 

vibrometer(LDV) to overcome limitations of existing sensors and to leverage noncontact sensing. Addressing advantages of 

noncontact measurements, operational principles of the LDV to measure velocity and displacement of a target object in motion is 

explained. The fea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LDV to measurement of liquid motion in the TLCD is experimentally explored. A 

series of shake table tests with the TLCD are performed to determine requirements of application of the LDV.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it is proved that the LDV works under the condition of adding dye to the liquid by increasing the intensity of 

reflected laser and thus validity is verified by comparison with a conventional wave height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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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계측장비  도 러 효과를 이용하여 상 물체의 

속도와 변 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든 도 러 이  센서 

(Laser Doppler Vibrometer, LDV; Hani et al., 2005)는 

측정할 수 있는 속도와 변 의 범 가 넓어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13; 2015). 이들의 공통 은 

고체를 측정 상으로 하고 있으며 LDV를 액체에 이용한 

선례는 문헌상 찾아보기 힘들다. 액체에 LDV 이  선을 

주사하면 액체 표면에서 반사가 발생하지 않고 일정량의 

빛이 투과하게 된다. 투과하는 빛은 LDV에 들어오는 량을 

어들게 할뿐만 아니라 투과된 빛들이 액체 안의 각 부분에서 

다시 반사되기 때문에 오차를 발생시킨다.

슬로싱(sloshing)과 같은 액체의 동  거동을 측정하거나 

제어하는 연구는 다양한 공학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용융된 속, 는 음료를 과다한 출 임없이 가능한 빨리 

이동시키거나(Kenichi et al., 2005), 액체 연료를 실은 

비행기, 배 는 우주선에서 연료가 흔들림으로 인해 생기는 

단력 제어에 한 연구가 있다(Jan, 2005). 액체의 

출 임은 품질 하, 하 의 치 방해를 일으키며 액체가 

밖으로 튀어나와 기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험이 있다 

(Kazuhiko et al., 2001). 액체를 담은 포장 용기에서 액체 

유동으로 인한  부분의 포장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 

(Mattias et al., 2000). 고층건물의 풍하 에 의한 상시 

진동을 감소시키기 하여 설치하는 동조액체 퍼(Tuned 

Liquid Damper, TLD)는 액체 진동에 의한 성력을 활용 

한다(Lee et al., 2012; Jang et al., 2014). 동조액체 

퍼는 장설치  반드시 동 거동을 측정하여 성능검증  

고유진동수, 감쇠비를 악하여 하며, 설치 후 건물의 노후에 

따른 동조액체 퍼의 동 특성을 주기 으로 악하는 것이 

요하다(Lee et al., 2009; Kenichi et al., 2001). 

액체의 거동 계측은 액체의 고를 측정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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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rking principle of the LDV, Doppler effect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moving light in LDV

고 측정 방법으로는 액체에 넣어 사용하는 식 센서로 

서보식 고계, 용량식 고계, 음 식 고계를 이용하고 

있으며(Kenichi et al., 2001; Mattias et al., 1999)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고 측정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Kim 

et al., 2016; Abellan et al., 2006). 하지만 식 센서는 

액체와의 직 으로 인한 측정 물리량 변화, 센서 내구성 

문제, 액체 오염문제 등의 단 이 있고, 비디오카메라 측정방법 

역시 상 물체가 반드시 투명한 용기 안에 있어야 한다는 

에서 용성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의 동 거동을 측정하는 기존 센서들의 

한계 을 극복하며 LDV를 활용한 액체진동 측정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써 2장 

에서는 LDV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LDV로 진동을 측정하는 

원리를 명시하 다. 3장에서는 LDV를 이용해 고를 측정하는 

방법과 오차를 이기 한 방법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 고 그 

결과를 기존에 사용하던 용량식 고계를 통해 검증하 다. 

검증하기 한 액체의 움직임으로는 고층건물의 풍진동을 

제어하기 한 액체 퍼 내의 액체를 상으로 하 다.

2. 이 진동계(LDV)

2.1 이  센서

변 를 측정하는 이  센서는 펄스 로 이루어진 이 를 

발사해 펄스 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인 변 를 

측정하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Kazuaki 

et al., 2005), CCD(charge coupled device)나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소자(Kim 

et al., 2014)를 이용해 상 인 변 를 측정하는 삼각법 

이  변 계 등이다. LIDAR는 빛이 돌아오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펄스 를 여러 개 주사하여 평균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시간동안 상 물체가 정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동  변 를 측정하는 장비로써 부 합하다. 삼각법 

이  변 계는 이 가 삼각형을 이루어야 해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1m 안 으로 매우 짧고 물에 사용할 경우 이  

선이 투과, 산란하면서 CCD 혹은 CMOS소자에 맺히는 

이  선이 불분명하여 액체를 상으로 한 변  측정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LDV는 도 러 효과의 원리를 이용한 

장비로써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변 를 측정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고 이  선이 물에 반사될 때 투과, 산란하더라도 

일정량만 다시 되돌아 온다면 측정이 가능하다(Kim et al., 

2016). 

Fig. 1과 같이 LDV에서 나가는 이  선은 일정한 

진동수를 갖고 있으며 측정하고 있는 상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 반사되는 이  선의 진동수가 변조된다. 측정 상이 

LDV 쪽으로 이동하면 고진동수로, 멀어지면 진동수로 변조 

된다. 변조된 진동수를 분석하면 상 물체가 움직인 속도와 

변 를 알 수 있고 도 러 효과로 인해 주 수 변조는 다음과 

같다.

  


(1)

는 LDV에 들어오는 빛의 진동수이고 는 LDV에서 

나간 빛의 진동수, 는 LDV에서 나간 빛의 속도, 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이다.

2.2 LDV 구동원리

본 연구에서는 POLYTEC 사의 PDV-100 이 진동계를 

사용하 다. FIg. 2와 같이 PDV-100은 이  발생기구, 

이 를 반사하는 고정된 거울(fixed mirror), 측정 상 

물체  고정된 거울에서 반사되는 이 를 측정하는 디텍터 

(detector)로 구성된다. 추가 으로 주사되는 이 의 방향을 

변경하는 알루미늄으로 코 된 거울도 필요하다.

PDV-100의 면외방향 동  변 와 속도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 형 이 빔을 움직이는 상 

물체에 주사하면, 정 에 도 러 효과로 인해 주 수가 변조 

되고 변조된 반사 가 변조  원래의 이 빔(reference 

beam)과 합쳐져 Fig. 3과 같은 맥놀이(beating)신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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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beating signal generated from detector

Fig. 4 Principle of displacement and velocity measurement of the LDV

Fig. 5 Experimental set-up of wave height 

measurement using the LDV

    (2)

여기서, 을 추출하면 시간에 따른 물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 주 수가 변조되지 

않은 원래의 이  선을 곱하고 역통과필터(lowpass 

filter)를 통하면 코사인 형과 사인 형으로 구성된 , 를 

얻을 수 있고 그 뒤 아크탄젠트(arctangent)를 이용하여 

를 추출한다.

  


, 

  


,

  
   (3)

와 이 의 장을 비례식을 이용하면 물체가 

움직인 변 가 인 것을 알 수 있다. 탄젠트함수가 

마다 불연속인 특징을 아크탄젠트함수도 갖고 있으므로 

역시 불연속이다. 그 기 때문에 를 변  데이터로 

사용하려면 불연속 인 부분을 연결하여 연속 으로 바꿔주는 

비왜곡처리(unwrapping)를 해주어야 한다. 반면에 속도 

데이터는 를 미분한 값을 사용하므로 불연속 인 부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동  변 는 비왜곡 

처리로 인한 측정 불안정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충격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 의 변화 (2) SNR(signal- 

to-noise ratio)값이 작을 때이다. (1)의 경우에는 비왜곡 

처리를 할 때 상 변화가 미만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상이 이상만큼 변했을 때에는 변 를 정확히 재구성 할 

수 없다. (2)의 경우는 무 은 변화의 변 를 측정하거나 

잡음의 크기가 클 때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물체가 격히 

움직이거나 신호의 SNR값이 작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왜곡 

으로 인해 측정신호가 불안정해진다. 그러나 속도 데이터는 

비왜곡처리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이 없으므로 변  데이터 

보다 신뢰성이 높아 속도 데이터가 리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계측의 안정성이 높은 속도 

계측을 통해 액체진동을 계측하 다.

3 검증 실험

3.1 실험 시스템

Fig. 5와 같이 LDV를 이용하여 면외 방향의 고를 측정 

하기 하여, 고층 건물의 풍진동을 제어하기 해 사용되는 

동조액체기둥감쇠기(tuned liquid column damper, TLCD; 

Kim et al., 2015)를 이용하 다. 고를 생성시키기 해 

TLCD에 진동을 주는 진동 를 사용하 다. TLCD의 1차 

모드의 진동수인 0.85Hz로 진동 를 가진하여 고의 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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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wave heights measured by the LDV and Wave Height Meter for various paint colors

Fig. 6 Light spectrum and Wavelength of the LDV 

adapted in the study

Fig. 7 Quantity of light reflected from various paint colors

사인 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 다. 면 외 방향인 아래로 

움직이는 고를 측정하기 해서는 이  선을 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거울을 이용하여 이 가 90도 각도로 

꺽이게 하여 가능하도록 하 다. 거울은 이 의 량 손실을 

이기 해 이 의 장 633nm의 빛을 반사시키기 합한 

재료인 알루미늄으로 코 된 거울을 사용했다.

3.2 색깔에 따른 반사량

모든 이  장비의 선은 각각 사용하는 장에 따른 빛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LDV는 가시 선 

역의 633nm의 장의 이  선을 이용하여 가시 선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 기 때문에 LDV로 측정하는 상 

물체의 색에 따라 LDV의 이  선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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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차이가 생긴다.

Fig. 7은 물에 혼합하지 않은 순수한 액체 염료에 약 1m 

거리에서 LDV의 이  선을 쏘았을 때 다시 LDV로 

반사되는 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량은 LDV화면에 

표시되는 최  량인 12칸에 한 비율로 측정했다. Fig. 

6은 가시 선 역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LDV는 가시 선 역 에서 장이 긴 633nm의 

장의 빛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 역시 장이 긴 색의 

염료에서 반사가 더 잘 되는 것을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Fig. 5와같이 TLCD안에 17L의 물을 채운 뒤 

60mL의 빨강, 노랑, 랑, 록 등 9종류의 염료를 색깔별로 

혼합하여 진동 로 가진하 을 때 고의 변화를 LDV와 

용량식 고계로 비교 실험한 것이다. 흰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의 염료를 혼합하여 실험한 경우에는 LDV와 용량식 

고계의 고 변화가 오차율 4% 미만으로 비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록색 이후의 낮은 장의 색깔에서는 

LDV에 되돌아오는 반사량이 부족하여 고의 높낮이 변화는 

별이 가능하지만 높낮이의 크기는 65%이상의 오차율을 

보여 측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염료의 농도에 따른 고 측정

측정 상 물체가 고체일 경우에는 LDV에 되돌아오는 

반사량이 어도 신호에 노이즈가 생길 뿐 데이터의 정확도 

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염료를 혼합한 액체는 량이 

충족되더라도 혼합한 염료의 양이 으면 표면뿐만이 아니라 

이 선이 투과하면서 각 부분에서 반사가 연속 발생되어 

데이터에 오차가 발생하 다. 따라서 충분한 농도의 염료를 

혼합하여 이  선이 투과하는 양을 고 데이터의 오차가 

어듦을 확인하 다.

Fig. 9는 TLCD안에 17L의 물을 채운 뒤 염료를 혼합하지 

않았을 경우, 30mL의 흰색 염료를 혼합하 을 경우, 60mL의 

흰색 염료를 혼합하 을 경우에 고의 변화를 LDV와 용량식 

고계로 비교 실험한 것이다. 투명한 물에 LDV의 이  

선을 쏠 경우 이  선이 부분 물을 투과하므로 물높이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30mL의 염료를 혼합한 

실험은 60mL의 염료를 혼합하 을 때와 반사량이 같음을 

확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60mL의 염료를 혼합한 실험과 

비교하여 고의 크기가 정확하지 않다. 반면에 60mL의 

염료를 혼합한 실험에서는 염료의 분자들이 이  선이 

액체를 투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부분의 이  선이 표면 

에서 반사되었고 그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도가 30mL의 염료를 

혼합한 실험에 비해 25%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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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wave heights measured by LDV 

and Wave Height Meter from paint concentr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식 고측정 센서의 내구성  

오염문제, 장시간 사용시 측정값의 변동 등 단 를 극복하기 

하여, 고체 진동계측분야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진동계(LDV)를 활용하여 동조액체기둥감쇠기(TLCD) 

내의 액체거동 측정방법론을 제안하 다. TLCD 내의 투명한 

액체에 LDV 이  선을 주사하 을 때 속도와 변 의 

측정이 불가능함을 확인하 으며, 그 원인을 LDV의 원리와 

액체의 특성을 통해 분석하 다. LDV를 액체에 사용하기 한 

방법을 실험을 통해 악하 고, LDV로 측정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해 기존 용량식 고계와의 비교검증을 

수행하 다. 

투명한 액체의 반사량을 증가시키기 해 염료를 혼합하  

으며, 염료의 색에 따라 량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여 

LDV에 사용된 이  선의 장과 연 된 결과를 도출 

하 다. 염료를 혼합한 후 량이 충분한 경우에도 발생하는 

계측 오차를 낮추기 해 염료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그에 따른 

데이터의 정확도를 악하 다. 결과 으로 모든 가시 선의 

빛을 반사시키는 흰색의 염료를 충분한 농도로 혼합하 을 때 

LDV를 이용한 TLCD의 고 측정의 실험 인 결과가 용량식 

고계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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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고 측정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이  장비  LDV를 이용하여 동조액체기둥감쇠기 안

의 액체의 고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 다. 비  센서의 장 과 LDV가 속도와 변 를 측정하는 원리를 기

술하 고 상 물체가 액체인 경우에 요구되는 사항들에 하여 실험 으로 악하 다. 투명한 액체는 이  선을 부

분 투과시켜 LDV에 되돌아오는 량이 부족해 측정이 불가능함을 확인하 고 이를 증가시키기 해 염료를 혼합하 다. 이 

때, 염료의 색에 따라 량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여 LDV에 사용된 이  선의 장과 연 된 결과를 도출하 다. 염

료를 혼합한 후 량이 충분한 경우에도 발생하는 데이터의 오차를 제거하기 해 염료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그에 따른 데

이터의 정확도를 악하 다. 결과 으로 모든 가시 선의 빛을 반사시키는 흰색의 염료를 충분한 농도로 혼합하 을 때 

LDV를 이용한 TLCD의 고 측정의 실험 인 결과가 용량식 고계와 일치함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액체 진동 측정, 이 진동계, 동조액체기둥감쇠기, 진동제어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