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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평 성층류 2상 유동에서 기체의 속도가 액체의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큰 고유속 유동조건에서는 불규칙한 파형
들이 생성되고 이때 상 경계면에서는 액적이탈이 발생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이러한 상 경계면에
서의 액적이탈 현상을 기구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전단력, 표면장력, 그리고 중력 항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액적이탈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액적이탈 모델 내부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모델 계수가 존재한다. 모델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상 사이의 계면파 특성과 관련되는 물리변수들에 대한 실험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
다. 주요 물리변수들에는 파의 기울기, 파의 빗변길이, 파의 속도, 파의 주파수, 그리고 파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면파 특성과 관련된 주요 물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폭 40 mm, 높이 50 mm, 길이 4.2 m의 수평사각유로에
서 가시화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1기압의 물-공기 성층류 유동에서 액적이탈이 발생되는 조건에서 수행되었
다. 본 실험에서 계면 형상을 2차원적으로 가시화하고 계면파에서 국소적인 물속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로 
측면에서 PIV기법을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가시화실험을 통해 획득한 계면 이미지로부터 측정된 계면 높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행 와이어 전도도 센서를 개발하였다. 가시화방법과 센서를 통해 측정된 수위를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방법론에 의해 측정된 수위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측정기법을 적용하여 액적
이탈 조건에서 계면파 특성과 관련된 주요 물리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주요어 : 성층류 유동, 액적이탈, PIV, 계면파, 가시화실험

Abstract - In the high convective gas flow condition, irregular shaped water waves from which droplet 
entrainment occurs are generated under horizontally stratified two-phase flow condition. KAERI proposed 
a new mechanistic droplet entrainment model based on the momentum balance equation consisting of the 
shear stress, surface tension, and gravity forces. However, this model requires correlation or experimental 
data of several physical parameters related to the wave characteristics. In the present study, we tried to 
measure the physical parameters such as wave slope, wave hypotenuse length, wave velocity, wave 
frequency, and wavelength experimentally. For this, an experiment was conducted in the horizontal 
rectangular channel of which width, height, and length are, respectively, 40 mm, 50 mm, and 4.2 m. In 
the present test, the working fluids are chosen as air and water. The PIV technique was applied not only 
to obtain images for phase interface waves but also to measure the velocity field of the water flow. 
Additionally, we developed the parallel wire conductance probe for the confirmation of wave heigh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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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 산업체에서는 안전해석코드 국산화의 일

환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SPACE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안전해

석 코드가 액상과 기상으로 구성된 2유체 모델에 기

반을 두어 개발된 것과 달리 SPACE코드는 연속액체, 
기체, 그리고 분산 액적 장으로 구성된 지배방정식을 

채택함으로써 액적 유동을 독립적으로 모의할 수 있

다. 이러한 액적 거동은 원자력발전소의 대형냉각재 

상실사고(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LBLOCA)시 수평 고온관에서 쉽게 발생되며 원자로 

압력거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

다. Fig. 1은 LBLOCA시 재관수 기간(Reflood)에 안

전 주입수 주입과 관련하여 1차계통에서 발생되는 주

요 열수력학적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재

관수 기간에는 원자로 1차계통으로 주입된 비상노심

냉각수가 원자로용기 하부 플레넘을 채운 후 노심으

로 유입되어 핵연료봉을 냉각시키게 된다. 이후 안전

주입수의 지속적인 주입으로 노심 수위가 고온관(Hot 
leg) 높이에 도달하게 되면 고온관에서는 물-증기 성

층류 유동이 발생한다. 이때 수평 고온관에서는 증기

와 냉각수 간의 큰 속도 차이로 인해 상 경계면에서 

다량의 액적이 발생되며 발생된 액적은 고온관을 따라 

증기발생기로 유입된다.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S/G)로 유입된 액적은 원자로 2차계통과의 열전달을 

통해 증발하여 노심 상부의 압력증가를 초래하는 증기

억류 현상(Stem binding)을 유발한다. 이때, 노심 상부

에 형성되는 높은 압력은 노심으로 유입되는 안전주

입수의 재관수율을 감소시켜 핵연료봉의 최대 피복재 

온도(Peak Cladding Temperature, PCT)를 증가시킨

다[1]. 따라서 원자로 안전해석에 있어 고온관에서의 

액적이탈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에서는 수평 고온관에서 액적이탈현

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평 성층류 유동조건에서 전

단력으로 인한 계면파에서 액적이탈 현상을 기구학적

인 방법으로 액적이탈 모델을 새로이 제시하였다[3].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파의 특성과 관련된 물

리변수들의 실험데이터가 필요하였다.
본 실험연구에서는 수평 사각유로로 구성된 물-공

기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수평 성층류 유동 조건에서 

액적이탈 현상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액적이탈 실험을 

통해 두 상 사이의 계면파 특성과 관련되는 파의 기울

기, 파의 빗변길이, 파의 속도, 파의 주파수, 그리고 파

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로의 중심에서의 

계면형상을 2차원적으로 가시화하고 유체의 속도분포

를 얻기 위해 PIV 기법을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가
시화 실험을 통해 측정된 계면높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행 와이어 전도도 센서를 개발하였다. 센서를 통한 

전기적인 방법과 계면이미지를 이용한 가시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계면높이를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2. 새로운 액적이탈 모델

연속액상에서 기상으로의 액적이탈현상은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나타난다. Ishii와 Grolmes[2]는 액적

이탈현상을 Fig. 2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실험에서 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분

리된 유동에서 두 상간의 큰 속도차가 발생하여 계면

파의 최고점에서 빠른 기체 흐름에 의한 전단력으로 Fig. 1. 원자력발전소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개념도

PIV image. Finally, we measured the physical parameters to be used in the validation of new droplet 
entrainment model.

Key words : stratified flow, droplet entrainment, PIV, interfacial wave, parallel wire conductanc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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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적이탈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중첩

된 파의 아랫부분에 기체의 유동이 충격을 주면서 다

수의 액적들이 생성되는 현상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액막 

속에 존재하는 기포가 자유 표면으로 떠올라 파형이 

깨지면서 액적들이 생성되는 현상이다. 네 번째 유형

은 기상에 존재하는 큰 액적이 중력에 의해 액막으로 

점착되거나 부딪히면서 또 다른 액적들의 생성을 야기

하는 현상이다. 마지막 유형은 수직관 대향류(counter 
current flow)의 유동조건에서 나타나는 액적이탈현상

으로 벽면에 위치하는 액막에서 액상이 커지는 구간

이 생기면서 이때 발생되는 불안정한 기체의 흐름으

로 액적이 생성되는 현상이다.
이 중 원자력발전소 내의 고온관과 같은 수평관 유

동에서는 두 상간의 속도차로 발생되는 첫 번째 유형

의 액적이탈 현상이 지배적으로 관찰된다. KAERI는 

첫 번째 유형의 액적이탈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계면파에 작용하는 힘들로 구성된 기구학적인 

액적이탈 모델을 제시하였다[3]. 새롭게 제시된 모델

은 유로 단위 길이 당 액적이탈률( ′)로 정의되

며 다음과 같다.


′ 


× ×


 (1)

여기서 는 계면파의 파장, 는 파의 주파수, 
는 셀의 길이, 는 임의의 단위 파동에서의 액

적이탈 질량을 의미한다.  은 Fig. 3에서와 같이 

전단력, 표면장력, 중력 항으로 구성되는 식 (2)의 운

동량 평형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다.

  
 sin  sin (2)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는 평균 표면장력, 는 

계면파의 표면적, 은 계면파에서 표면장력이 작용하

는 길이, 는 액적이탈각도이다. 은 계면파에서 표

면장력이 파의 표면을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파의 빗

변길이로 표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  , 에 대한 

실험연구 및 상관식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한편 액적 이탈률 식 (1)에서는 파의 속도와 주파

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Paras et al.의 식 (3)과 

Sawant의 식 (4)를 적용하고 있다 [4,5].

  
 

 (3)

  


 (4)

여기서 는 파의 속도, 는 기체 겉보기속도, 
는 액막의 평균높이, 는 수력직경, 는 파의 주

파수, 는 액체겉보기속도에 대한 레이놀즈수, 는 

밀도이다. 파의 속도와 주파수에 대한 상관식을 검증

하기 위해 파의 속도와 주파수에 대한 실험데이터의 

확보도 필요하다. 따라서 제시된 액적이탈 모델에 필

요한 계면파의 빗변길이, 파의 기울기, 파의 속도, 주

Fig. 2. 다양한 액적이탈현상 메커니즘[2]

Fig. 3. 전단력에 의한 액적이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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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그리고 파장의 실험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3. 실험장치

3-1. 수평사각유로 물-공기 실험장치
수평사각유로 물-공기 액적이탈 실험장치는 Fig. 4

와 같이 시험부, 물-공기 공급계통으로 구성된다. 시험

부는 2차원적 형상을 갖는 계면파 특성을 고려하여 

계면의 가시화가 용이하게 수평 사각유로로 제작되었

다. 시험부의 형상은 폭 40 mm, 높이 50 mm인 사각

유로이며 시험부의 길이는 4.2 m이다. 물과 공기는 각

각 원심펌프와 공기 블로워를 통해 시험부의 입구로 

공급되며 시험부를 통과하여 출구에 설치된 헤더에서 

상 분리가 되어 공기는 대기로 방출되고 물은 탱크를 

거쳐 실험 유로를 재순환하게 된다.
본 실험장치는 물과 공기의 유동을 액체겉보기속도

()와 기체겉보기속도()를 제어하여 다양한 유동 현

상을 모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ig. 5는 Mand-
hane[6]의 수평유동양식 맵이며 여기에 본 실험이 수

행된 13개의 유동조건을 표시하였다. 이 유동조건은 

수평 성층류 유동에서 액적이탈이 발생되는 조건이다. 
물-공기 수평 사각유로 실험장치에서 액적이탈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5에서의 성층류(stratified) 영역에서

는 실제로 액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파형류(wavy)와 

환형류(annular)의 천이 영역 부근에서부터 액적이탈

현상이 관찰되었다. 실험 온도는 상온, 압력은 대기와 

같으며 시험부의 차압은 매우 작아 무시 가능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계측기들의 측정범위(Full Span)와 

오차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정리되었다.

3-2.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는 광학적인 방법

으로 유체 내 입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유동장의 

속도 분포를 얻어내는 기법이다. 본 실험에서 PIV는 

Fig. 6과 같이 레이저 시트에 비치는 계면파의 형상을 

관찰하고 이때 계면파 내 액체 유동장의 속도 분포를 

물리변수 측정범위(FS) 최대오차

물 질량유량 0~2  0.002 

공기 질량유량 0~550  3.54 

유체 온도 0~400 K 2.76 K

정압 0~40  0.032 

차압 0~40  0.032 

Table 1. 계측기에 의한 물리변수 측정오차

Fig. 4. 수평사각유로 액적이탈 실험장치

Fig. 5. Mandhane의 수평유동양식맵 [6]

Fig. 6. PIV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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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사용된 레이저는 527 nm 파
장의 빛을 내는 Nd:YLF 레이저이다. 가시화실험은 

유로 입구로부터 가 78.8인 지점에서 수행되었

으며 고속카메라를 통해 1280×800 해상도와 초당 

2000 프레임 수로 촬영된 계면형상 이미지를 얻었다.
Fig. 7은 PIV 레이저를 사용하여 가시화 실험으로

부터 획득된 전형적인 계면이미지이다. 그림에서와 같

이 측정된 계면이미지는 측정부에 인접한 계면에서 

발생된 레이저의 산란광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계면 라인의 가장 아랫부분에 뚜렷하게 형성되

는 상의 경계면에서 계면파의 기울기, 평균높이와 빗

변길이를 계산하였으며, 또한 이때 PIV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계면파의 순간 속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3-3. 평행 와이어 전도도 센서
Fig. 7과 같이 산란광이 포함된 영상에서 얻어진 계

면의 높이를 검증하고 파의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해 

국소지점에서의 수위측정이 가능한 평행 와이어 전도

도 센서(Parallel wire conductance sensor)를 개발하

였다. Clark[7]은 물의 전기전도도가 공기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큰 경우 전도도 센서를 이용하여 수위 측정

이 가능하며, 이때 수위와 물의 저항 간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행 

와이어 센서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갖는 두 개의 평행

한 와이어로 구성되었으며, 센서의 직경은 0.07 mm, 
두 와이어 사이의 간격은 3 mm로 설계되었다. 개발

된 센서는 Fig. 8과 같이 사각유로의 중앙에 수직하게 

설치되었다. 이때, 와이어 센서가 고속의 물-공기 유동

에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센서의 끝부분에 설치

된 스프링을 이용하여 와이어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

지하였다. 센서를 통해 측정되는 신호는 Kang과 Kim
[8]이 사용한 회로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선형 아날로

그회로에 의해 측정된다. 사용된 회로에는 정류회로와 

평활회로가 구성되어 있어 입력으로 주어진 교류 신호

를 직류신호로 변환시켜 출력전압을 발생시키게 된다.

4. 평행와이어 전도도 센서를 이용한 
계면높이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행와이어 센서의 선형성을 유

체의 흐름이 없는 정체유동 조건에서 교정실험을 통

해 확인하였다. Fig. 9는 교정실험에서 얻어진 수위변

화에 따른 센서의 출력값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와 같이 개발된 평행와이어 센서는 수위에 따라 선형

적인 출력값을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PIV 가시화 방

법 및 평행 와이어 전도도 센서에서 얻어진 계면높이

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측정방법론을 교차 검증하였다.Fig. 7. 물-공기 성층·파형류 유동 이미지

Fig. 8. 개발된 평행 와이어 전도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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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     의 유동조건에

서 계면이미지를 통한 방법과 평행와이어 센서를 이

용한 방법으로 동시에 측정하여 얻은 수위의 비교 결

과이다. 두 가지 방법으로부터 측정된 수위 결과가 상

호 잘 일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시화실험으로부터 

얻은 계면 이미지를 검증할 수 있었다.
Fig. 11은 다양한 기체 및 액체 겉보기속도 조건에

서 상기의 두 가지 측정기법으로 측정된 평균 수위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x축은 센서를 통해 측

정된 수위를 무차원화 한 값이고, y축은 이미지를 통

해 측정된 수위를 무차원화 한 값이다. 그림에서와 같

이 가시화 기법과 평행 와이어 기법에 의해 측정된 계

면 높이가 다양한 기체 및 액체의 겉보기 속도 조건에

서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가시화

실험에서 얻어질 계면파 특성 인자가 신뢰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5. 액적이탈 실험결과

본 액적이탈 실험을 통해 측정된 물리변수들은 계

면파 특성과 관련되는 변수들로 파의 기울기, 파의 빗

변길이는 가시화 방법 파의 속도는 PIV 기법 파의 주

파수는 평행 와이어 전도도 센서를 통해 측정되었으

며 파장은 속도와 주파수의 관계로 정의된다. 본 실험

에서는 Fig. 5에서 표시한 13 가지 유동조건에서 측정

된 파의 기울기와 파의 빗변길이의 실험결과를 Fig. 
12, 13에 제시하였다. 파의 속도, 주파수 그리고 파장

은 액체겉보기 속도가 0.02, 0.05, 0.13 m/s이고 기체

겉보기 속도가 12, 15, 20 m/s인 경우에 대해 7가지 

유동조건에서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들은 Fig. 17∼19
에서 보여준다. 각 그래프에 표시된 실험값들은 15 개
의 파형에서 측정된 실험데이터의 평균값이다.

Fig. 11. 다양한 유동조건에서의 평균 수위 비교 Fig. 12. 계면파의 기울기

Fig. 9. 정적실험에서 수위 전압비교

Fig. 10. PIV 이미지 및 평행와이어센서 기법에서 
얻어진 수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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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계면파의 기울기
계면파의 기울기는 가시화실험으로 획득한 계면이

미지에서 파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측정하여 계산되었

으며 Fig. 12와 같이 15∼25°사이에 분포하였다. 그러

나 파의 기울기는 액체 또는 기체 겉보기속도의 영향

과 무관하게 거의 상수처럼 나타났으며 이때 13 가지 

실험유동조건에 대한 기울기 값들의 평균은 19°이며 

상대오차 20% 이내에 분포하였다. 지금까지 파의 기

울기 측정을 위한 실험이 거의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

에 가치 있는 실험데이터가 된다.

5-2. 계면파의 빗변길이
계면파의 빗변길이는 계면이미지에서의 얻은 파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거리로 결정되며 파의 기울

기와 함께 실험데이터가 거의 없는 물리변수이다. Fig. 
13에서와 같이 파의 빗변길이는 기체겉보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액체겉보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체겉보기 속도에 따른 파의 

빗변길이의 변화정도가 큰 것을 보여준다. 이때, 마찰

에 의한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계면파의 표면적()은 

파의 빗변길이에 유로 폭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

5-3. 계면파의 속도
계면파의 속도는 PIV기법으로 측정되었다. 이때, 

계면에서 레이저 빛의 산란에 의해 얻어진 영상을 제

거하고 파면 내 정확한 속도벡터 분포를 얻기 위하여 

특정 파장의 빛에 반응하여 발광하는 형광입자들을 

유체 속에 투과하고 카메라 렌즈 앞에 광학필터를 부

착하였다. 사용된 형광입자는 Nd:YLF에서 발진한 527 
nm 레이저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570 nm 파장의 빛

을 발산한다. 이때 560〜600 nm 파장 영역의 광학필

터를 적용하여 형광입자들만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Fig. 14는 광학필터를 적용하기 전 계면이미지이며 

Fig. 15는 광학필터를 적용한 후 형광입자들의 빛만 
카메라로 흡수되어 얻은 계면이미지이다. 형광입자 

이미지에 PIV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측정된 속도벡터 

Fig. 16. 액상의 속도벡터 분포Fig. 14. 광학필터 적용 전 계면이미지

Fig. 15. 광학필터 적용 후 계면이미지Fig. 13. 계면파의 빗변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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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Fig. 16과 같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형광입

자 측정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계면에서 산란되는 빛을 

제거하여 정확한 계면파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Fig. 
17은 실험에서 얻어진 파의 평균 속도를 Paras et al.
의 파의 속도 상관식[4]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와 같이 파의 속도는 기체겉보기 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함을 보여주며, Paras et al.의 상관식으로부터 

계산된 속도가 실험값을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계면파의 주파수
계면파의 주파수는 FFT(Fast Fourier Transform)방

법을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평행 와이어 전도도 센서

로부터 얻어진 시간에 대한 수위신호를 FFT 처리하여 

얻은 그래프에서 빈도수가 최대가 되는 주파수를 파

의 주파수로 간주하였다. Fig. 18은 파의 주파수의 실

험결과와 Sawant et al.의 상관식[5]을 사용하여 계산

한 파의 주파수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

이 파의 주파수는 액체 또는 기체 겉보기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Sawant 
et al.의 상관식은 실험값을 높게 예측하였다.

5-5. 계면파의 파장
계면파의 파장은 연속하는 두 파형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본 해석에서는 실험에서 측정된 파의 속도

와 파의 주파수의 관계로 파장을 계산하였다. Fig. 19
는 본 실험을 통해 결정된 파장과 Fukano et al.[9]의 

파장 결과를 보여준다. Fukano et al.의 실험은 26 
mm의 수평 원형관에서 물-공기의 작동유체로 수행되

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Fukano et al.와 본 실험으로부

터 측정된 파장이 액체 또는 기체 겉보기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실험으로부터 결정된 파장이 Fukano et al.

의 실험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파의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파형의 

기하학적인 형상과 관련된다. Mantila[10]에 의하면, 
원형관의 경우 기체겉보기속도가 8 m/s 정도가 되면 

규칙적인 파형이 존재하는 유동에서 여러 파형들이 

중첩되어 불규칙하고 큰 파형을 생성하면서 파의 주

파수가 아주 낮게 측정되었다가 12 m/s 이상부터는 

기체겉보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의 주파수가 증

가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 사각유로 실

험에서는 기체겉보기속도가 10∼20m/s 사이인 실험

유동조건에서 규칙적인 파형에서 불규칙한 파형으로Fig. 17. 계면파의 속도

Fig. 19. 계면파의 파장Fig. 18. 계면파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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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형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파의 주

파수를 낮게 측정하고 결국 파장이 크게 계산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 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평 성층류 유동조건에서의 

액적이탈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제시한 액적이탈 모델 

내부에는 파의 특성과 관련되는 물리변수들의 실험 

및 상관식 개발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 사

각유로 물-공기 액적이탈 실험장치에서 PIV 레이저를 

이용하여 계면파 형상 및 액적이탈 현상을 구현하고 

파의 기울기, 빗변길이, 속도 그리고 주파수를 측정하

였다. 실험결과, 파의 기울기는 19° 부근에서 거의 상

수처럼 나타났고 파의 빗변길이는 기체겉보기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파의 속도는 1∼2 m/s 사
이에 분포하였으며, 기체겉보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파의 주파수는 저주파수영역(10 Hz 이하)
에 분포하였으며 기체겉보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파의 속도와 주파

수에 대한 기존의 상관식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값

과 비교한 결과, 상관식이 실험값들을 잘 예측하였다. 
속도와 주파수의 관계로 결정된 파장은 Fukano et al.
의 실험값과 비교한 결과, 본 실험을 통해 측정된 파

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불규칙한 파

형의 생성으로 인해 측정된 낮은 파의 주파수가 원인

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가시화 실험을 통해 계면이미

지에서 측정되는 계면높이를 검증하기 위해 평행 와

이어 전도도센서를 개발하여 센서와 이미지 방법으로 

측정된 수위를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방법론에 의한 

수위결과가 잘 일치함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

면이미지에서 물리변수들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을 확

인하였다. 향후 수평 원형관에서의 액적이탈실험을 수

행하여 다양한 유동조건에서 실험데이터를 확보를 통

해 파면과 관련된 상관식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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