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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흘 約 文

I. 題 目

비파괴검사용 훌로그래픽 간섭계 개발

I I. 冊究의 目的 및 重要性

본 연구는 혜이져 정밀 계측 장비언 훌로그래픽 간섭계 장치와 결파

해석 프로그랭율 자체 개발하고， 국내 산업에서의 활용올 위한 척용기솔

율 재발함을 그 목척으로 한다.

훌로그래피 검사기술은 광학척 원리률 이용하는 검사/계측 방법으로

원격 비접촉이며， 검사부위가 넓고， 높은 정밀도롤 가지고 있다는 장점으로

자동차 산업， 항공산엽둥과 칼이 고정멸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넓용 ’

활용생을 가지고 있다. 국내 산업수준이 참하 높아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가고 있으나， 효용적인 사용올 위해서는 훌로그래피

계측에 대한 이해와 활용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이유로 거의 활용되지

봇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쳐변의 활성화가 장비의 도엽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장치의 개발과 활용기술의 개발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위에 산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훌로그래피 간섭체률 설계/제작하고， 산업활용에 기술적인 뒷받캠율 하기

위한 응용기술 및 해석 프로그햄올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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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冊究의 內容 및 範圍

본 연구는 유동계측 및 투명물체의 비파괴검사용 실시간 훌로그래픽

칸섭계를 셜계/제작하고，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율 위해 유체/옹도 훈포

측정， 유동가시화 기술， 그리고 결과해석 자똥화를 위한 폼석 프로그랩의

개발을 그 범위로 한다.

연소상태 연구， 화엽 천파， 온도에 따른 대류현상， 충격파의 천파둥

열/유동 측정분야의 활용을 목적으로하여， test section 이 c1'80 빼 인

실시간 in-situ 훌로그래픽 간성계와 test section 이 cf>135 mm 인 고속촬영

훌로그래픽 간섭계 장치를 설계/제작한다.

그러고 셜계된 훌로그래픽 간섭계의 생능 시험과 현장활용 기술혹척율

위해 응용실험을 수행한다. 온도불포 측정 실험으로 자연대류 및 햄프，

토치 불꽃의 용도장 가시화를 실험하고， 고휴현상으로는 고압방천에 의해

발생한 공기 충격파의 천파， Wire exploding 시에 밥생하논 충격파 빛

플라즈마의 분포를 가시화한다.

또 검사결과의 청량척인 분석율 위하여 간섭무늬 해석 프로그햄율

개발한다. 춧불의 화염과 같이 축 대청이 있는 유혜에서의 굴절율 폼포

계산올 목표로 하여 , 간업무늬 data 의 업 력에서부터 fringe centering ,

ordering , fitting , noise 제거， 굴절율 계산， 결과의 3차훨 display

포로그랩동율 개발한다.

IV. 冊究結果 및 活用에 對한 建議

유체측정과 투명물체의 비파괴검사용의 훌로그래팩 간업계 장치률

설계/쩨착하고 웅용실험올 롱하여 산업에서의 활용거술율 혹척하였다.

제작된 훌로그돼픽 간섭계는 test section 의 크기가 cf>80 빼 인 실시칸

in-situ 훌로그래픽 간섭계와 test section 이 cf>135 mm 인 고좀촬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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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로그래픽 간섭계이다. 쩨작된 훌로그래픽 간섭계로 많은 웅용 실험율

수행하여， 실제 척용올 위한 기반 기술올 축척하였다· In-situ 실시간

간셉계로는 주로 저축의 유동현상 측정， 칸섭무늬의 천산해석 실험올

하였고， 고속촬영용 훌로그래픽 간섭계에는 Argon ion laser 와

획대기록속도 35 , 000 frame/s 인 고속카메라를 연결하여 충격파의 천파，

wire exploding 현상의 가시화 실험등올 수행하였다.

훌로그래피 계측은 그 웅용 분야가 자동화， 항공 산엽에서 천자， 토목，

의료 산업 및 거계， 물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떼다가， 현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유망한 기술 분야이다. 하지만 기본척으로 례이져 광학을

바탕으로하고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범용장벼가 아념으로 해서

일반이 사용하기에는 난점이 많다. 그런 이유로 척용이 장비 뿔 아니라

장벼의 활용기술에 코게 좌우되므로 개발된 훌로그래픽 간섭체 장치의

활용에 대한 계속척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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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Holographic Interferometer for Non-Destructive

Testing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holographic interf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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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for industrial use.

Holographic inspection techniques have several merits such as

remote/non-contact, large test area and high accuracy. Nowadays , due

to these merits , these techniques are widely applied to industrial

fields such as automobile and airplane industries where high precision

accuracy is required.

Although there is growing the interest on this field , as the

related technological level of this field rises in Korea , the

applications of the technologies have not well practiced yet due to

the lack of enough understanding of holographic inspection

technologies. Therefore , practical usefulness requires application

technologies as well as applied equ따lipme밍n'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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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holographic

interferometer as well as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to support the industrial applica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project, real time holographic interferometer systems are

designed and constructed for flow visualization and non-destructive

testing of transparent objects. Also , application techniques for

industrial use such as measurement of fluid/thermal distribution , flow

visualization and automatic analysis program of holographic

interferograms are developed.

A real-time in-situ holographic interferometer of test section

4»80 mID, and a high-speed holographic interferometer of test section

4»135 mID, are designed and constructed. These holographic

interferometers can be applied to the study of combustion process ,

propagation of flame , thermal convection , propagation of shoc~파ave

and so on.

For the performance test of the designed holographic inter

ferometers and for the developemt of application techniques at

industrial field , various experiments such as measurement of thermal

distribution and natural convection , and visualization of thermal

field of candle and torch flame , are performed. Also , .for the study of

high speed phenomena , shockwave propagation induced by high voltage
- 6 -



ignition in air, and plasma produced by the wire exploding are

visualized by the holographic interferometer.

The fringe analysis program is developed for the quantitative

interpretation of holographic fringe patterns. The program is used to

calculate refractive index distribution of the test objects which have

radial symmetry. The program is composed of data aquisition , fringe

centering, fringe ordering , data fitting , reduction of noise ,

calculation of refractive index and three-dimensional display of

analyzed results , etc ..

IV. Results and suggestion for the applications

In this project, holographic interferometers for measurement of

fluid and non-destructive testing of transparent object were

developed , and application techniques for the industrial field were

developed through application experiments.

The diameter of test section of constructed real-time in-situ

holographic interferometer is ct>80mm, and that of constructed

high-speed holographic interferometer is ct>135 mm. With the constructed

holographic interferometers , various application experiments are

performed, and basic techniques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 are

developed. Experiments for measurement of slowly moving fluid were

pursued mainly with the real-time in-situ holographic interferometer,

and visualization experiments of shockwave propagation and plasma

exploding were performed mainly with the high-speed holographic
- 7 -



interferometer using an argon-ion laser and a high speed camera having

maximun recording rate of 35 ,000 f/s.

The holographic measurement techniques can be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automobile , airplane , construction ,

electronics , medical , mechanics and physics. This technology is still

expanding its application areas to other fields. Since this

technology is based on laser optics , however , the general use of

this equipment is not easy. Therefore , continuous supports on the

developments of the application technologies of holography as well

as holographic interferomenter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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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 잠 서론

훌로그래피 기술은 3 차원 전시， 변형 및 진동 측정， 희철 팡학 소자

제작， 팡신호 커리동 산업의 여러 분야에 웅용되고 었다. 특히 훌로그래픽

칸셉올 이용한 버파괴 검사 기술(Holographic Non-destructive Testing;

lIND!)은 항공기 산업과 자동치 산업풍 고도의 계측 기술올 필요로하는 많은

영역에서 그 활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뻐DI 기술은 비록 아직온

보펀척인 계륙 기술로 이용되고 있지 못하지만 원격의 비첩록 륙성과

아울리 고도의 정밀도롤 가지고 있는 점틀로 인해 앞으로 청밀 계측 훈야등

많은 영역애서 그 웅용이 점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훌로그래픽 ):)1 파괴검사 및 계육 기술은 주로 흉로그래피 간섭(Holo

graphic interferometry) 방법에 의해 이루어 친다. 훌로그래피 칸섭

방법은 물체의 휠래 상올 훌로그랩에 기록하여 두고 이 훌로그햄에서

채생되는 원래의 상과 실제의 변형된 물체롤 비교하거나 또는 동일한

훌로그랩에 변형된 물체의 상을 기록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변형에 의해 생성된 차이가 동고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변형이

가시화되어 나타난다. 흘로그래피 간섭 방법으로 륙정되는 대표척인

물리량은 물체 표면의 변형이나 진동 상태 빛 굴철률 붐포가 있다.

훌로그래피 비파괴검사는 물체에 열， 기계적인 힘， 압력， 진동 등의 stress

률 가하여 이때 나타나는 표면의 팽창 또는 수혹 등의 변형 상태 또는 진동

모드동올 분석하여 검사 대상 물체 내외부의 결함올 핫아내는 방법이다. 이

훌로그래피 비파괴 검사의 웅용 분야중 최근 들어 많이 개발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 유체의 가시화가 었다.

원자력 산업올 비롯한 많은 산엽 분야에서 유체의 흐름올 이해하는 것은

충요하다. 특히 유체 흐름을 가시화하는 것은 유동의 분석에 기초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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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올 한다. 유체의 가시화에는 광학적인 방법이 많이 용용되고 있는떼

주로 PIV(Particle Image Velocimeter) , Schlieren Method , Mach-Zehnder

깐섭계 동이 있다. 획근 들어 많이 연구되는 훌로그래피 간섭을 이용한

방법은 유동의 가시화에 었어서 여타의 광학적인 방법에 비해 상대척으로

많은 장점올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훌로그래피 방법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 비접촉 방법으로 검사 대상에 영향이 없다.

- 례이져빔이 초사되는 영역 천체의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

- 청량적 측청이 가능하다.

- 측정 청밀도가 뛰어나다.

-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 결파를 가시화하며， 정성척인 분석이 즉시 가능하다.

훌로그래피롤 이용한 유동의 가시화는 검사 및 계측 기술의 한

분야로서， 유체의 역학척인 특생이 중요한 항공기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유동의 상태 검사 및 새로운 모텔의 고안올 위한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흩로그래피를 이용한 가서화는 1960 년대부터 그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활발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 년대 중반이후라고

할 수 있다. 훌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유동의 가시화는 여타의 유동 분석

방법에 비해 넓은 범위를 한 순간애 측정할 수 있는 점과 삼차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첩으로 그 응용이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훌로그래피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다. 유체의 가시화 연구는 대학의 기계과에서 그 까초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유체의 가시화률 위한 흩로그래피 간셉계의

개발은 천혀 수행되지 않았다.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1987 년도에 용용 광학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 20 -



훌로그래펴 기술의 자료 조사 및 검토롤 시작으로 해서， 훌로그래피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1988 년도에는 훌로그랩 제작 가초 실험으로

푸지채 흩로그랩을 비롯한 투과형 훌로그햄의 채착 특성을 연구하고， 변형

검사의 기초인 흉로그래픽 간섭울 이용하여 금속 캔의 열변형 및 스피커의

진동 요드올 훌로그햄화 하여 흩로그래피 칸섭의 대표척인 기초 실험율

수행하였다. 1989 년도에는 1988 년도에 수행했댄 흩로그랩 제작의 기초

실험율 심화하여 흉로그랩의 상올 밝고 션명하께 기룩할 수 있는

흉로그햄의 기록 물질의 화학적인 쩌랴 과정 및 특성올 연구하였고， 화학척

체리 파정 및 기록 물질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반사형 홉로그햄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 년도에는 1989 년도의 기록 물질

특성 연구률 이어서 고효융의 홉로그랩 제작올 가능하게 하였으며， 반사형

훌로그랩 제작에서 파생되는 실상 재생 특성올 연구하여 훌로그랩 재생시에

발쟁되는 상의 변형 빛 왜곡 특성으로부타 상의 정확한 분석율 가능하께

하였다. 1991 년도에는 훌로그랩의 상 재생 특성율 이용하여 흩로그햄의

관찰 특성올 특정짓는 무지개 훌로그램의 제작을 연구하고， 훌로그래픽

간셉에서 산란 물체빔올 이용하는 구성으로 유체의 흐름올 가시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응용 광학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축적된 훌로그래피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기체 역학에서의 초고속 현상 및 유체의 열유동의

가시화를 비롯하여 폴라즈마의 진단동에 사용될 수 있는 훌로그래픽

간섭계를 개발함이 그 목척이다. 일반척으로， 훌로그래픽 간섭계률 이용한

유동의 가셔화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이 훨스 례이저를 이용한 이중 노출

방식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현상의 이해에는 연속척인 특생율

중시하는 점올 감안하면 많은 단점율 가지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폰 연구를

통해 제작되는 홉로그래픽 카메라는 -이러한 점올 고려하여- 실시간

훌로그래픽 간섭계로서， 연속 발진 례이져률 이용환 유동 현상의 실시칸

관측 및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이 칸셉계에 고속 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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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기록하는 방법율 사용하면 충격파와 같은 고속의 유동 현상도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체작된 흩로그래픽 간섭계는 고촉 현상의 기록이 가능하도록 셜계되었고

청량척인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일정한 대청율 이루는 유동 현상에

대해서는 computer 에 의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천산 program 율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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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잠 흘로그래픽 간섭겨I 개발

쳐11 1 극혈 현=c..l

1. 투명 물체의 홉로그래피 간섭

훌로그래피 간섭율 이용한 유체 흐릅의 가시화에서 물체는 불균일환

굴철률 분포를 가지는 투명 매철 (transparent object) 이다· 이 방법온 공기

역학， 열 천탈， 플라즈마 진단(plasma diagnostics) 및 투명 재철 모형의

사친 2-1. Holographic interferogram of alcohol lamp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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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혁 분석등에 이용된다. 가샤화는 투명 매질내의 매질이나 파동의 진행에

따른 위장차에 의한 간섭무늬의 형성에 따른 것이며， 위상차는

매질내에서의 광경로 차이 (optical path difference) 에 기인환다.

결과척으로 얻어지는 간섭무늬로부티 물체의 질량 밀도(mass density) ,

온도， 천자수 밀도 및 웅력둥의 물리척 특성올 알게 된다.

투명 물체의 훌로그래피 간섭에서도 산란 물체에서와 같이 동알 풀체의

두상태가 비교된다. 사진 2-1 은 이중 노출 훌로그래피 간섭으로 얻은

간섭무늬 패턴으로， 점화되지 않은 알콜 햄프를 지나는 법을 물체로 하여

첫 노출율 하고， 여기에 점화후의 빔올 한번 뎌 노출하였다. 두번째

노출에서 화염 근처의 온도 분포에 의해 불균일한 굴절률 분포가 형생되어

물체법의 위상차가 생긴다. 이 훌로그랩은 재생시에 첫 노출시의 빔과

두번째 노출시의 빔이 동시에 재생되어 간섭푸늬 왜턴울 이룬다.

nonhomogeneous
medium

Wavefront

그림 2-1. Wavefronts and rays in a nonhomogeneous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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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불균일한 매질내에서 진행할 때 파면{동일 위상율 갖는 면}이

변화된다. 이것은 매질의 부위에 따라 진행하는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균일 매질애서는 빛이 직션 진행하지만 불끌일한

매질에서는 곡션 진행올 한다. 불균일성에는 두가지 유형아 있는더l 첫 번째

형태는 두 매절 경계면이 불연속인 것으로 렌즈， 프리즙， window 둥에서

나타난다. 두번째 형태는 화염， 플라즈마， 공기역학척 장， 용력 변형율

받은 투명체에서 일어나는 연속 변이 굴절률 분포를 갖는 것이다.

간섭법에서 다루는 투명체의 대상은 보통 연속척으로 변하는 굴절률율 갖는

매질올 다룬다. 그런떼 이려환 매질에서 범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림 2-1 과 갈이 투명환 불균일한 매질 내에서의 굴절

효과로 인해 투명 물체의 훌로그래피 간섭에 복잡한 문제를 안겨 준다.

투명 매질의 간섭에서 기본척인 관섬 몰리량온 매칠올 지나는 광션의 광로

길이 (optical pathlength) t 로，

q
]

,unu

r
l’
l
l
l
l
J

=x* (2-1)

로 정의되는 광션올 따르는 굴절률의 경로 적분이다. 굴절이 무시 가능활

때 광션은 직진하며 경로 적분이 션 척분이 된다. 그래서 팡로의 축을 z

축으로 하면 식 (2-1) 은

?
i」u、...

,?
i•,

V
J

V
A띠

f
l|
|
J

--、.,,tJX
힌 (2-2)

와 같이 간단해 친다. 이와 같은 꿀철이 없는 극한(refractionless

limit) 에서， 매질을 지나는 효과는 동일 직션 경로를 균일 매질에서 지나는

빛과의 상대적인 위상하로 나타난다. 이하 위상 물체는 굴절이 무시 가능한

투명 물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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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상 물체의 훌로그래피 간업

위상 불체의 물체범올 평면파로 하는 훌로그래피 간섭에 대해 우션 살펴

보자. 천형척인 off-axis 구생은 그림 2-2 파 같다. 그림 2-2 (a) 에서

위상 물혜의 초기 노출시의 굴절률 분포는 nl(x ,y , Z) 이고 두번째

노출에서는 nz(x ,y , z) 야다. 흘로그랩이 현상되어 그림 2-2 (b) 에서 쳐렴

기춘범으로 재생되면 다음과 같은 푸 파가

2π

Uo‘ 1 = al(x ， y)exp~i -- 용 1 (x ,y) ~

λ

2π

Uoz = az(x ， y)exp~i -- tz(x， y)~

l

동시에 재생된다. 여기에서 용1 , 흩2 는 식 (2-2) 로 부티 주어 지며， a{x , y}

는 북소 진폭이다. 간섭무늬 패턴은 그림 2-3(b} 의 결상면에 Uol 와 Uoz

합의 irradiance 이다. 이때 친폭이 규격화된 균일 복소 진폭이라 하면

칸섬무늬 패턴 I(x,y} 는

271
I(x ,y} = 2 ~l+cos(-- At(x ， y)~

A
(2-3)

이며， 초기 노출시의 굴절률 분포는 균일하게 no 라 할 때， 여기에서

?
i

Au--Jnv
n
u

‘...,?

ι
•,

JX
띠
r’’i

r-----J--、l
I’’

””x
힌
Au (2-4)

은 광로차(optical pathlength difference) 이 다. 이 때 광로차가 파장의

청수배이면 밝은 우늬가 생성되며， A률(x ， y) = NA, 이 밝은 칸섭무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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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ing

z

Hologram

(b) Reconstruction

그렴 2-2. Off-axis holographic interferometry of transpar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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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a) Notation

ray

Z

N(x)

를 X

(bJ Fringe Pattern

그렴 2-3. Interferometry ofaxisymetric phas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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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지점올 표현하는 방정식이다. 간단한 예로 굴절률이 y 방향반의

함수로 특정지울 수 있을 때 간접무늬는 명 f쩡한 직션들로 이루어지며 무늬

간격은 굴절률 구배(gradient) 가 적은 곳에서는 넓고， 구배가 큰 곳에서는

좁다.

동경 방향으로 대청(radial symmetry) 율 이루는 위상 물체는 기혜 역학，

질량 및 열천달과 플라즈마의 분석등에 유용하고 충요한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4 장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그렴 2-3 (a) 와 같은 nCr) 의

굴절률 분포를 갖는 위상 물체는 해석에 용이한 점이 많다. 예툴 툴어 nCr)

이 중심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형태이면 그림 2-3 (b) 와 같은 간섭무늬률

갖게 된다. nCr) 형태의 위상 물체에서 광로차는

R

x

f
낀j=v

‘
V
A

뼈
f( r) rdr

Y'{r2 - x2 )
(2-4)

와 같이 f(r)=[n(r)-no] 의 Abel 변환이 된다. 그래서 이때 간업무늬

패턴은 동경 방향 대칭의 위상 물체에 대한 Abel 변환의 contour 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2-1 의 화염이 이와 같은 모양올

보여주고 었다.

이와 같은 위상물체의 간섭은 일반적요로 많이 사용되어온 Mach-Zehnder

간섭계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Mach-Zehnder 간업계에서는

위에서 간략히 언급된 흉로그래피 간섭계에서와는 달리 비교되는 두 파가

서로 다른 경로롤 거쳐서 간섭획므로 간섭계 구생에 사용된 광학 요소의

질에 민감할 뿔만아니라 test section 의 창(찌indo찌)이 광학적으로 양질이

아니면 광로차의 오차， 즉 noise 가 심해서 거의 사용야 불가능하다.

그러나 훌로그래피 칸섭에서는 두노출 사이의 광학 요소는 모두 갈이

포함되고， 위상 물체의 두 상태만이 비교되어 간섭하므로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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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ferogram formed with a Mach-Zehnder interferometer

(b) Interferogram formed with a holographic interferometer

사진 2-2. Effect of nonuniform test section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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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의 철에 거의 구얘률 받지 않으므로 오화의 소지가 척율 뽑만아니라

척용의 대상이 넓어 진다. 그려나 청량척인 해석시에 test section window

가 곡면올 이루변， 곡변화에 따른 굴절의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진

2• 2 는 이러한 장점율 보여주는 것으로， 질이 나쁜 창율 가진 용기안의 열

대류률 Mach-Zehnder 간섭계와 훌로그래피 간성계로 가시화시킨

것이다[2-1].

식 (2-3) 으로 표현되는 간섭무늬 꽤턴은 푸한칸격 칸업무늬

때턴(infinite-fringe interferogram) 이라고 하는더11 ， 이것은 A흩(X ， y)=o 일

때 무한히 넓은 칸격의 간업무늬， 즉 it일한 irradiance 가 형생되는

껴“/

f

s

뼈씨써빠
nF。

ν맨
.nr

i。
ν

”nR•
1
4파

”m.
퍼

c
u

V
J

빼
p
u폐

$nr4
‘

n
ι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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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부티 명명되었다. 야려한 유형의 간섭무늬 꽤턴은 얼정한 짧의

6t(X.y) ,contour 률 나타낸다. 간섭무늬로 표현될 때 식 (2-3) 으로부티 알

수있풋이 cos 함수의 특성으로부려 6t(X.y) 의 부호에 대한 모호생이

있어서 ’'+6훌(x.y) 나 -A용(X.y) 나 동일한 간섭무늬 꽤턴율 보여 준다.

그래서 칸섭무늬 왜턴의 해석시에 그림 2-4 에서와 칼이 어떤 무늬가

이웃한 무늬에 대해 광로 걸이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려한 부호의 모호생은 간섭무늬 꽤턴에 기준 무늬(reference

fringe)를 실어서 혜소 가능하다. 얼반척으로 서려한 가준 무늬는 동일

간켜으로 명행한 직션의 wedge fringe 로 주어진 부호를 갖고 있으며

일정한 위상 구배를 이룬다. 그림 2-5 가 기준 무늬롤 실어서 부호의

모호성이 해결되는 개념올 보여주고 있다.

1 2 J 4 5 § 7 8 9 1[} 11/2/31ψ15 1517 18 192(}

7

()

Z

L
π4

3

2

Z

그림 2-5. Analysis of finite fring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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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inite fringe pattern

I b i

(b) Finite fringe pattern

사진 2-3. Holographic Infinite fringe pattern of candle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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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척인 간섭푸늬 꽤턴올 유한간격 간엽무늬

꽤련(finite-fringe interferogram) 여라 한다. wedge 기준 무늬는 두 노출

간의 물체 법의 경사를 M。 의 작은 각도 만콤 기울여서 쉽게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간섭무늬 꽤턴은

2π

I(x ,y} = 2 ~l+cos(-- [A훌(x ， y}+MoY]} (2-5)
A

와 갈이 된다. 사진 2-3 (a) 는 무한간격 간섭무늬 꽤턴이고， 사진 2-3 (b)

는 위와 같이 물체법의 경사를 기울여서 얻은 유한간격 간섭무늬 꽤턴의

모습이다. 기준 무늬롤 넣는 방법애는 물체빔의 기울임 외에도， 두 노출간

collimated 기준범올 기울이는 방법파， 두 노출 간에 기록 건판의 tilting

방법이 있다. 이외에도 여려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갈온

딴일 기춘빔에 단일 기록 건판율 사용하는 이중 노출 방법에서와는 달리，

이중 훌로그햄(dual hologram) 방법과 이중 기준법(dual reference beam)

방법이 었다. 이 방법률은 여천히 영구척인 기록 방식이지만 재생시 기준

무늬의 방향과 칸격을 압의로 초절할 수 있다. 이중 훌로그햄 방법으로

Abramson 에 의해 고안된 sandwich 홀로그햄이 있는떼， 이 방법은 기륙

건판 고청 지지대 (plate holder) 의 정확한 초청이 펼요하지 않다. 이풍

기준범 방법운 단일 기록 건판율 이용하며， 채쟁시 기준빔의 tilting 으로

기준 무늬의 방향과 칸격을 초철 한다.

훌로그래피 간섭율 이용한 위상 불체와 간섭에서는 고천척인 간성

방법에 비해 광로 걸이의 오차롤 혜소활 수 있고， 기준 무늬의 도업이

유연하다는 점동 여려 실용성이 있으나， 앞에서 논의된 바와 칼은 형면파외

불체빔으로는 3 차원의 위상 물채 해삭이 단일 훌로그햄의 제작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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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
beam

그렴 2-6. Holggraphic interferometry with diffuse object beam

불가능하다. 그래서 3 차원의 위상 물체 해작율 위해 물체법으로 산환광율

이용하는 방법율 사용하기도 한다. 그렴 2-6 쳐램 산란자(diffuser) 률

이용한 방법은 여러 특정이 있는더11 ， 우션 기록 건판애 거의 균일한

irradiance 가 이루어지며， 다음으로 시험 유체내의 부유물이나 팡학

요소의 홈집에 의한 고리형 회철 무늬동의 noise 가 없다. 또한 홉로그햄율

육안으로 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려 방향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특성올 가지고 있으나 빛을 산란시킴으로 해서 례이져 훌력이 많이

혈어지고， fringe localization 에 또 다른 문체가 발생하는 동의 단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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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
collimated
beam

Hologram

Film
or Screen

, 그림 2-7. Thin beam reconstruction of diffuse holographic

interferogram

산한자롤 '01용한 훌로그래피 간섭에서는 일반척으로 위상 물체 근쳐에

간섭무늬의 결상(fringe localization) 이 이루어 지므로 fringe

localization 에 의해 위상 물체의 삼화훤적인 구조가 청성척으로 감지

된다. 그리고 산란자를 이용환 흉로그햄의 간섭무늬 꽤턴은 서로 방향이

다론 수많은 명면파 물체법의 흉로그랩에 의한 간섭무늬 패턴과 같다. 이와

같은 다방향 간섭무늬 꽤턴의 정량척인 분석으로부려 비대청 굴절률 분포의

삼차원 측정이 가능하다. 그렴 2-6 처렴 명행팡 기준멈요로 체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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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로그랩은 180 0

반대방향에서 재생하면 실상이 형성되는데 이 간섭무늬

실상올 카메라로 기록한다. 그리나 멸반척으로 북잡한 삼차훨율 이루며

춧점의 깊이가 짧아서 기록에 어려용이 많다. 그래서 그렴 2-7 쳐혐 7t는

재생범율 이용하는 방법율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 작은 aperture 의 멈율

사용하면 speckle 의 크기가 커지므로 척청한 코기의 aperture 률 가져는

법으로· 재생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되는 산란자는 산란자의 륙성에 따라

훌로그랩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산란자는 대체로

칸유al (ground glass) 쳐렴 빛의 편광애는 영향을 주지 않고 투과되는

방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표면 산란자(surface diffuser) 와 opal glass 와

갈이 삼차원척인 산란 중심에 의해 다중 산란율 일으키고 현광까지 random

하께 바꾸는 체척 산란자(volume diffuser) 가 있다. 한편 스획l률의 크가 bs

는 결상계의 F 수 F# 에 대해 bs :l:l 1.22A.F# 와 같은떼 이것은 최소

간섭무늬 간격보다 작아야 한다.

3. 기타 흩로그래피 간셉

광학 구생이나 기록 물철의 비션형 륙생용 이용하여 혹갱 감도률

초절하여 흑정 대상 물체를 다양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다.

가. multipass 방법

그림 2-8 과 같이 반투과 거울 A, B 사이에 위상 물체톨 놓고 법율

보내면 거울의 첨션부분에서 반사하여 위상물체롤 여려번 롱과하게 되어

감도가 통과 빈도에 버폐해서 증가하게 된다. 흥과 횟수는 레이처의 가간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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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Multipass interference method

A

거라(coherence length) 와 판계된다. 이 방법은 감소된 압력 영역에서 총한

진행시의 충격파 연구[2-2l ， 밀도 차이가 척은 공기 흐름 연구[2-3] 동에셔

감도를 높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나. 위상 공액파에 의한 칸섭무늬 패턴

훌로그랩융제작된결상되어기륙건판면에사용하여이중 기준법율

하나의 파면이

장점과 감도를 두배로

I二

‘「공액인갈이

단일 노출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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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b)2-9그렴

방법은

채생하면

이

기준빔으로

칸섭한다.채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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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ing (b) Reconstruction

그렴 2-9. Interference of conjugate wavefronts

증가시킨다는 장점온 있으나 광학 요소의 결함에 의한 오차률 상쇄활 수

없다. 이 방법폰 주로 다중 통과 방법과 초합하여 사용펀다.

기준빔으로 두빔이 아닌 3-wave 방법도 가능하다. 3-wave 간섭

방법에서도 위상 공액파면의 간섭에서와 마찬가지로 감도는 두배로

증가되지만 노훌은 셰번올 해야 한다. 그려나 이 3-wave 방법에서는 팡학

요소의 결함에 의한 효과는 상쇄되어 제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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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wavelength 방법

일반척으로 감도의 초절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두파장을 이용하여

훌로그랩을 기록한후 제 3 의 파장의 빛으로 재생환다. 이 방법은 사용된

파장의 치이와 그렴 2-10 와 그렴 2-11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성에서

기춘뱀의 상대척언 방향파 벌어진 각도의 차이롤 이용하여 측청 감도의

충감율 초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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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0. 2-wavelength interferometry with reduced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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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1. 2-wavelength interferometry with increased sensitivity

라. 비션형 기록 방법

일반척으로 흩로그햄의 기록은 비션형 기록물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보통의 훌로그랩올 제착하고자 할때 양질의 훌로그랩올 제작하71 위해셔는

土 1 차의 재생만야 가능하도록 기록물질의 션형부분에서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노출에 충분한 고려률 하여 흩로그랩을 쩨착한다. 그려나

비션형의 기록이 이루어지면 그림 2-12 에서와 갈이 土 l 차의 재생외에도

2 차 이상의 고차 채생이 생긴다. 차수가 土 m 인 재생에셔는 기록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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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2. Wavefronts of reconstructed nonlinearly recorded ho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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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relief 7t m 배인 파가 재생된다. 재생시 그림 2-13 에서 보는

바처험 재생구생에 따라 서로 다른 차수의 재생파끼리 칸껍하도룩 해서

감도의 증가률 조절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마. 분산(Dispersion) 훌로그래피 칸셉

분산 훌로그래피 칸업에서 분산이라는 명명은 간섭무늬 꽤텀애셔

간성무늬의 변위가 위상 물체의 굴절률의 철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파장에 따론 굴절률의 차이， 축 물질의 불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때운야다. 위상 불혜의 훌로그랩이 그렴 2-14 (a) 와 칼이

파장비가 2 인 두파장 AI. AZ(= ~ All 으로 비션형 기록하여 그렴 2-14

(h) 에서 쳐랩 재생하면 분산이 없율 때(nl=nz) 는 간섭무늬의 변위가 。

이지만 분산의 정도에 따라 간섭무늬의 변위 정도가 달라친다. 이 방법온

+IVA 1 +Ill a

+UD. 1

+II~l+I~a

+IA 1

01 1 AIi

-I~ 1

-IIll-I la
-III1 1

-IVll-IIl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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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A

(a) Recording (b) Reconstruction

그렴 2-14. Dispersion holographic interfe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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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산이 없는 물체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플라즈마와 같은 분산이 있는

위상물체·의 분석에 유용하다. 특히 단일 노출이므로 구생의 안정성이 E크게

문계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그려나 설제로 이방법은 11 의 2 차

재생확가 12. 의 1 차 째쟁따의 셰기에 거의 비슷하도록 해야하는 점파

파장차에 따론 채생상의 코기차에 의한 간업무늬의 왜곡등， 기술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바. 공명 간섭 (resonance interferometry)

앞에서 논한 방법률은 위상차를 결정하는 감도의 초절에 관한 것에만

‘관심올 가지고 있으나， 공명 간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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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5. Change of refractive index and absorption"coefficient

near an absorp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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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와 이온 및 전자의 밀도를 측정하는 감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홉수션 끈처 파장의 굴절률 의존도로부터 얻어지벼， 홉수션 근처의 훨자 빛

이용의 굴절롤은 홉수션 중심 파장을 10 , A1 를 반치폭(F찌lIM; full-width

half-maximum) , f 롤 홉수 진동 강도(absorption oscillator strength) , N

이 흡수 level 에서의 원자수라 하고 C=e2/ 4nmc2=2. 24X 1Q- 14cm 일 때

λ-10

n-1=Cλo3Nf

(A.-A.O)2+(~λ/2)2

(2-6)

와 같다.

홈수션 근척에서 파장에 따른 굴절률 (n-l) 및 홉수 계수 X 는 그림

2-15 쳐험 나타나는떼， 홉수션 바로 근쳐에서 원자의 굴철롤이

흡수션으로부터 먼 곳에 비해 크게 커지므로 홉수션 근처에서의 파장율

이용하면 감도롤 많이 올렬 수 있다. 이방법은 G. V. Dreiden 둥에 의해

체옵으로 사용되었으며 [3-76.77I ， 이들은 potassium 증기에 찬 아코의

플라즈마와 potassium 표척에 례이쳐로 생성된 훌라즈마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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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1 2 흘킬 혼J:- 좋킬 켜11 .711 별초 달J →융 동훌- 혼켈 혼;J-

1. 훌로그래피 가시화 연구 현황

위상물체의 훌로그래피 간섭옹 기체역학을 바봇해 열유동의 가시확 빛

폴랴죠마 진단등의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기체역학에서 흩로그래피

간섭의 유용생은 일찌기 1960 년대 중반 Heflinger 등에 의해 연구 발표된

논문에서부터 [2-6]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Beflinger 동용 Ar 기체 내에셔

550 메S 의 속도로 비행하는 탄환의 진행올 산란 물체범율 이용한 혈스

훌로그래피 간섭계 구성으로 가시화하였다. 이 연구 이후， 펄스형 루비

례이처률 이용한 유체의 순간 현상 연구가 줄울 잇게 되었다. 이때 기록온

루비 례이져의 694.3 om 의 파장으로 이루어지지만 채생은 He-Ne 례이저의

632.8 om 파장으로 이루어지므토 파장차에 의한 파변의 왜곡율

획소화하도록 하고 그 양올 고려하게 된다. 1971 년 Matulka 와 Collins 는

삼화원 비대청의 밀도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읍올 발표하였다[2-7].

이것은 유동의 정량화의 새장을 연 것으로 산란자를 사용하는 구생으로

그립 2-16 체혐 동시에 관츰 방향이 다른 3 장의 이중 노출 훌로그햄율

기록한 것이다.

그려나 훌로그래피 간섭은 훨스 례이저률 이용한 순간척인 현상의

포학이 가능해서 일반척으로 정상 상태의 분석에서의 용이성과 아울려 륙히

순칸척인 유동 현상의 분석에 휠수척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용액내

방해물에 의한 밀도의 층올 이루는 져속의 유동올 가시화하는 것으로 대기

현상의 실험실상의 모형화에 많이 이용된다(2-8] •

펼스 흩로그래피에 사용되는 Q-switched 훨스형 례이처는 훨스폭이 10

30 os 정도로 아주 짧아， 휠스 훌로그래피 가시화는 고속 현상의 가시화에

- 46 -



법g
。
뼈
애
마
디
}

3
없

r
σa。이

H
I

Reference
~

Test
section

*繼ν
~

1

~

그렴 2-16. Holographic interferometer with a wide view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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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켜에서의모형비행기는[2-9J많이 척용되었다• Kosakoski 와 Collins

밀도창율복잡한에서의flowcornertransonic속도의0.937Mach

충반년대1970에서는[2-10.1 1. 12.13]Rolls-Royce특히연구하였으며，

충에 유체의그있는데응용올 연구해오고여년간 흩로그래피이후로 20

그동안

낱개의

에셔는

엔진

Rolls-Royce

항공기었는

있다.

회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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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유동장， 티빈 blade 주위의 유동， rotating transonic flow , 고속

회천 날깨 주위 충격파의 진행 및 combustion swirler 유동등의 가시화를

연구해왔다. 최근에 Rolls-Royce 의 R.J. Parker 동은 폭발에 의한 초고속

비행물의 꽤척올 훌로그랩으로 기록하여 져밀도 물잘의 jet 연구에

이용하고차 하였다[2-14]. C.H. Law 눈 wind tunnel 내 supersonic

충격파의 친행과 아올려 난류 경계와 경계층과의 상호작용율

연구하였다[2-15]. A.F. Belozjorov 동은 HI 와 Schlieren 방법을 이용하여

supersonic flow 률 가시화하였고[2-I6I ， 다방향 HI 간성계로 잡치원 기체

역학 현상 규명올 위해 총알에 의한 충격파의 가시화 및 oxygen-acetylene

화염율 가시화하였다[2-17]. 충격파의 진행 특성에 대한 연구는 특히 일본

Tohoku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18.19.20] , 이대화의 고속 역학

연구소(Institute of High Speed Mechanics) 의 Takayama 동은 훨스형 루비

례이져롤 이용한 이중 노출 HI 방법으로 충격파의 전파 및 반사 등올

연구하였다. 그래서 원통 및 타원형 원통과 aerofoil 주위에서 충격파의

천탈올 가시화하여 분석하고， wedge 부근에서의 충격파 천이폴 연구하는가

하면 shock tube 유통에서 유동 및 dust mass concentration 올 가시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tohoku' 대학 외과대와 공동으로 수중에서 충격파

focusing 올 여용한 요로 결석 분쇄 파정올 연구하였다.

핵융합의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플라즈마의 진단아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면서- 툴라즈마의 광학척인 친딴 방법이 많이 연구되었다. 특히

‘흩로그래펴 방법율 이용하면 여려가지 장점여 있는데， 우션 피검사 용기의

크기가 착아지논떼 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감도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고 플라즈마 고유의 복사에 의한 영향이 없이 툴라즈마의 홉수 계수롤

구하거 위해 투과된 amplitude 의 왜곡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광학

구성이 플라즈마의 동역학척 현상의 가시화에 유연하다. 폴라즈마를

훌로그래피로 진단하는례에는 특히 고밀도의 폴라즈마가 척절하여，

훌로그래피 간섭계로는 고합에 의한 전극 사이의 방천(electric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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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속션의 폭발{짜ire exploding) 과 같은 상대척으로 밀도가 높은

폴라즈마의 diagnostics 연구에 특히 유용하다[2-21]. 대상은 대체로

핵융합 및 레이져 용접등에서와 칼이 레이저로 생생된 플라즈마t flash

lamp , 폭발되는 금속션， 천기 아코의 방천 및 () pinch 의 플라즈마 둥이

었다. J.L. Seftor 는 루비 례，01 쳐률 이용한 HI 방법으로 급속션 폭발(wire

exploding) 의 과정(폭발 및 충격파의， 진행}올 가시화하고， 단일 파장

방법파 이중 파장 방법올 이용한 분산 훌로그래돼 간섭법으로 주어진 천자

밀도를 구하였고 [2-22.23.24] t Seftor 는 대기중에서와 진꽁 용기내에서

각각 펼스 례이처로 가열되어 폭발된 급속션의 가시화 실험올 하였다.

대기중에서는 충격파와 폴라즈마를 동시에 보여주고， 진공내에서의 폭발온

금속증기화하고 곧이어 이온화되어 폴라즈마 상태가 된다. R.A. Jefferies

는 휠스형 루비 례이져에 KDP 결정올 사용하여 두파장 펄스률 이용하여 Ar

기체 내에서 천극사이 고압 방천으로 작은 금션(gold wire) 의 폭발 설험을

하였다[2-25] •

Flow diagnostics 분야에도 훌로그래피 간캡계가 많이 사용된다.

Rock찌ell International 에서는 80 년대 초부티 이 분야의 연구롤

계속해오고 있는떼 [2-26. 27] , 그림 2-17 은 80 년대 후반에 개발된

Hypersonic flow 측정올 위한 훌로그래피 간섭계 장치이다. 훌로그햄 계작

광원으로는 루비 례이처를 사용하였고 특정으로는 Fourier transform

holography 방식이 라는 것울 틀 수 있다.

이와 같이 훌로그래피 가시화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훨스 례이저롤

이용한 이중 노출 방법이다. 그려냐 고속 유동 현상은 수십 !t는 수백 llS

간격의 연속척인 기록이 펼수칙이지만， 이중 노출법은 어느 한 순간 만을

기록하게 되므로 연속척인 흐름올 분석하거에는 어려운 점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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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Fourier transform holographic interferometer

Laser

그렴 2-18. Real time holographic interferometer using pulse laser

for the investigation of spark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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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gram

BS

Laser

그렴 2-19. Real time cineholographic interferometer using ruby laser

위에서 논의된 실험플은 연속발친 례이저를 여용한 이중노출 방법파

대부분 펄스형 례이처롤 이용한 이중 필소 방법으로 실행된 것들이다. 륙히

순간척언 현상올 포함한 고속의 유동 현상올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펼스형 례이처를 사용한 이중 펼스 방법올 사용한 것이다. 그려나 열유통

현상은 연속생이 중요한 의미롤 갖는 경우가 많아서 실시간 가시화가

요구되었는떼， F.C. Jahoda 는 쩔스례이처를 이용하여 그렴 2-18 쳐렵

구생하여 노출， 현상 및 표백올 거친후 훌로그랩올 제자리에 놓아

혈스혜이져 재생 실시간 홉로그래피 간섭계를 구성하였다[2 -28] • 이

간섭계는 spark 의 봉괴로 생기는 훌라즈마의 가시화에 여용되어 재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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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화면에 투영되어 image converter camera 로 가록되었다. 그라고

Burmakov 동은 루비 례이져를 이용하여 이와 똑칼은 원리로 그렴 2-19 파

같은 실시간 cineholographic 간섭계를 구성하여 펼스형 플라즈마 흐름율

가시화하였다[2-29]. 그려나 여와 같은 설시간 간셉계는 비록 이중 필스

훌로그래피 간섭계의 한계롤 벗으려는 노력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한편 영국의 London City 대학의 열유체 공학 연구 센타의 J.F. Lockett

와 M.W. Collins 는 CEGB , Berkeley Nuclear Lab 지훤을 받아 Advanced Gas

Cooled Reactor fuel element 에 응용하기 위해 훌로그래피 칸섭율
\

이용하여[2-30.31] ， 이와 찰은 구초의 rib-roughness element 에서 얼천달

운제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실험 대상은 속도가 느런 turbulent flow

이였으며， 따라서 cw Ar+ 레이져률 이용한 실시간 칸섭이나 이중 노출 칸섭

방법으로: 간섭무늬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시간 칸섭에서 간섭무늬는

Video 차메라와 SLR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 2. ’ 유동 가시화롤 위한 훌로그래펴 간섭계 개발 현황

. 가· 고속 훌로그래피 칸섭계 연구 현황

연속척인 고속 촬영이 가놓한 홉로그래픽 간섭계는 크게 multiply

Q-switched ruby 례 이져 나 cavity dumped ion 레 이 처 , copper vapor

례이져동 고속 반복률을 가지는 례이져 팡원을 사용하여 흩로그래픽

간섭계률 구성하는 방법과 CW 레이져로 설시간 훌로그래픽 간성계률 구성한

후 고속 차메라나 image converter camera 동 고속 기록 기기를 사용하여

훌로그래피 간섭 무늬를 고속으로 잡아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전차의 방법야 많이 시도되었는데 이 방법은 연속적인

훌로그랩율 고속으로 찍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순간척으로 발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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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아져 훨스의 갯수가 10 여개 청도라는 단점으로 인해 크게 발천되져는

못한다. 1977 년 독일의 Ebeling 은[2-32] cavitation bubble dynamic 율

연구하기 위해 multiply Q-switched ruby 례이져와 cavity dumped Ar ion

례이져롤 사용하여 고속의 연속척인 흩로그랩을 기록할 수 있는 훌로그래픽

칸섭계롤 개발하였는떼 ruby 래이저의 경우 최대 2 만 frame/sec 의 속도로

10 여 개를 계속 기록할 수 있고， Ar+ 레이저의 경우 2 천 frame/sec 의

속도로 60 여개의 연속척인 훌로그랩올 얻었다. 이 독일의 Drittes

Physikalisches Institut 연구담의 high speed holographic movie camera

는 계속 발천올 하여 연속척으로 얻올 수 있는 훌로그햄 갯수와 연속

속도를 발천시켜 300 때Z 의 속도로 연속된 4 천 재의 훌로그댐율 얻는

수준이 되었지만 원리상으로는 cavity dωnped Ar ion 혜이처를 사용하는

종천의 방식과 동일한 것아었다[2-33.34] • 이 multiply cavity dumped ion

레이져플 사용하는 방식을 발천시켜 copper vapor 레이져률 사용하기도

하였다[2-35]. cavity dumped argon-ion 례이져의 한 펼스 에녀져가 1 ILl

정도이므로 설제 응용에 큰 제약올 가지는 것에 비해 copper vapor

례이처는 20 'VI 급 례이저률 10 뻐Z 로 발진시킬 경우 2 mJ 의 펄스당

에너지를 가진다.

EG&G 의 L.D. Reynolds 는 Ar+ 례이쳐롤 이용하여 2000-5000 frame/sec

의 기록 속도로 torch 의 화염 및 완충 가스의 유동울 보았다[2-361. 80

년대 후반 충국의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의

Li Yulin 풍은[2-37] high-speed real-time holographic interferometer 가

개발되어 rocket 의 combustion process 연구에 사용했다. 광원으로는 50

mW 의 He-Ne 례 이져가 사용되 고 고속카메 라로는 다른 framing rate 롤 가진

2 대의 장비가 사용되었는데， rocket engine 의 combustion process

연구에는 8000 f/s 의 고속카메라를 사용하고， combustion chamber 내

solid rocket propellant 의 combustion process 연구롤 위해 1때0-8000

f/s 의 고속 카메라를 사용혔다. 사진 2-4 가 개발된 간섭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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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bichler, HOLTRONIC 사 풍이 있고， 일본의 Laser Technology Inc. ’

Fujinon 그리고 소련파 오스트리아 합작사인 τECHNOEXAN 사 둥이 있다.

Newport Corp. 의 대표적 모댈언 HC-계열은 다용도의 Holocamera 로 주로

diffuse object 의 변형 및 진동 록정용 장비야고， 일본 Laser Technology

Inc. , Fujinon 및 독일의 Dr. Steinbichler 둥도 고가의 다용도 장비률이

대부분이다. 소형 경량의 다용도 Holographic Camera System 으로 80 년대

후반에 개발된 Holotronic 사의 Holomatic 이 판섬율 끄는떼 [2-38) 용용

분야와 특갱은 다읍과 같고， 그 장치도는 그렴 2-20 이다.

• 용용분야

- 천시용 흩로그래피

- 훌로그래픽 간섭

- 흩로그래픽 광학 소자

- 훌로그래픽 보호 기술

그립 2-20. Schematic diagram of Holomatic of HOLOTRONIC
- S5 -



떠
·1

」

L
U

n
’b

·m
。
ν따

”

과
+
ν

%T4n“
.
펴

V
A

amrp‘

뼈
a
ν

<

따
+
ν

·m.mku
때‘얘따

”n
4
‘끼

ι잔사

나. 홈로그래펴 간섭계 쩨홈 깨밭 현황

훌로그래피 칸섭계롤 포함한 훌로그랩올 찍옳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률

흩로카메하(Holocamera: Holographic camera) 라고도 부룬다. 이 Holocamera

는 몇가지로 분류 가능환데， 광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훨스형 Holocamera 와

C찌 혜이져 Holocamera 로 나눌 수 있고， 용도에 따라 훌로그래쩍 간섭과

기타 훌로그햄 체작용풍요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사용 볼야에 따라 변형

흑청용， 진동 측정용， 유체 측정용 동으로 나눌 수 있고， 용도가 많은

자동차나 항공기 타이어 검사용 등은 따로 개발되어 체폼으로 나와 었다.

여기서는 유체 측정용 훌로그래픽 간섭계를 중심으로 Holocamera 에 대해

칸략히 청리해 본다. 일반에게 많어 알려진 Holocamera{ 흩로그래팩 간성계

포함} 쩨조사호는 미국의 Newport corporation , 독일의 Rottenkolber ,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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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특정

- 이동 가능한 일체 완비 장치

- 칸편한 작동

- 높은 신뢰도

- 반자동 노출

• 완천한 진동 체거 기술

- daylight 에서 작동

- 다기능

- 향상된 능력

- 져가 장비

- 져가의 유지비

기존의 holographic interferometer 중 transparent object 용으로 가장

천문적인 것으로는 독일 Rottenkolber Holo-System 사의 HIF-12

HOLD-INTERFEROMETER 를 둘 수 았다. 이 간쉽계는 기존의 센ach-Zehnder

칸섭계에 대한 홈로그래피 간섭계의 장점올 최대한 살련 것으로 구생도

실시간 훌로그래피 천용의 장비이다. 다룬 여타의 장치가 필요 없도록

Honey-comb steel optical breadboard 와 pneumatic vibration isolator 를

base 로 장치를 구성하였고， thermoplastic plate 의 사용으로 현상과

재생이 모두 daylight 에서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testing area depth

가 800 삐 로 비교척 크고， measuring aperture 가 120 뻐 로 실제 응용에

쩨한이 척다. 결파로 나타나는 훌로그래픽 간섭무늬는 녔 " video camera

롤 통해 monitor 에 나타나거나 사찬으로 찍어낼 수도 있다. 응용 분야논

주로 Mach-Zehnder 간섭계의 응용 분야가 되는펴l 멘ach-Zehnder 간섭계와의

비교를 표 2-1 에 정려하였다. 사진 2-5 는 HIF-12 의 장치 모습이고， 표

2-2 는 주요 성능올 청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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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Comparison of Mach-Zehnder with Holographic Interferometer

분 wind channel 내 유동의 profile

Mach-Zehnder optical plane surface(>~10) 의 glass window

HIF-12 acryl-window 로 총분

pipe 축 방향 열유동 및 물질 교환 과정

삐ach-Zehnder 룩청 불가능

HIF-12 acryl 판을 사용하여 관륙，

액체 판측시에느 액체 투입이 필요

액체내 wind channel 내 열 및 물질 교환 과갱

Mach-Zehnder optical plane surface(>7/10) 의 glass cuvette

HIF-12 acryl-cuvettes 로 충폼

변화가 있는 열 및 물질 교환 과정

엔ach-Zehnder 광학적으로 이상적인 초건에셔딴 가능，

시깐 변화 록청은 문쩨

HIF-12 엽의 시간 간격으로 시간 변화 륙정 가능

극도의 고압 과청

Mach-Zehnder glass window 가 변형되거나 불투명해짐

HIF-12 써indow 변형 효과 쩨거 가능

극도의 고온 과정

엔ach-Zehnder multiple windo찌 률 위한 많은 비용이 소용

HIF-12 용이하게 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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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Specifications of HIF-12 holographic interferometer

판흑 구경 120 mm

불혜의 최대 폭 800 mm

례이쳐 주파수 안정화된 6 mW He-Ne

밀판 design 고도의 진동 억제 honey-comb table 구조
6mm 연마 steel 표면

진동화단 4 가압 공기 지지대， 최대 압력은 10 bar

훌로그랩 기록 thermoplastic camera
shutter 초작에 의한 자동 쩨작

훌로그랩 코기 35 mm x 50 mm

최대 체작 속력 30 초/훌로그햄

간섭무늬 재생 video camera LHD 26 WI
Newvikon b/w monitor 23 cm

shutter 속력 . 10 뼈 - 1 sec
쳐속은 션택척

천훤 220 VI 50 Hz

코기 q. v.III. 1

무게 ca. 4D0 k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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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Holographic interferometer HIF-12 of Rottenk.ol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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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1 3 흘혹 측칼켜1 딛곽 처1 츠추

본 연구에서는 앞철에서 논의한 기 개발된 훌로그래픽 간접계률 붐석하

고，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훌로그래픽 간성계의 사용 목척에 맞추어

2 대의 훌로그래픽 간섭계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훌로그래픽 간섭계롤

쩨작함에 있어서 획우션척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용목척과 범위률

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훌로그래픽 간셉계가 가지는 특생은 다

읍과 같다.

- 기본척으로 유체의 유동 측정과 투명물체의 비파괴검사를 그 사용목척

으로 한다 (다용도의 훌로그래픽 간업계의 경우 각각의 응용분야에서

효율이 혈어지므로 한 붐야의 웅용법위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정 량척 해석 이 가능하도록 video camera output 과 image processing

system 을 연결 구성한다. 또 기본척인 대청생이 있는 훌로그래픽

간업무늬의 정량척 천산해석 프로그랩울 개발한다.

- Optical window 와 optical wedge 를 사용하여 carrier fringe 를 설

올 수 었케 한다 (정량척 해석에는 infinite fringe pattern 이 유리하

고， 청생척 해석에는 finite fringe pattern 이 유려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척인 훌로그래픽 간섭계를 구생한 것이 그렴 2-21

이다. 이 그렴은 기본적인 image hologram 체작장치도 인떼， 이는 개발하고

자 하는 훌로그래픽 간섭계가 image hologram 올 바탕으로 하기때문은 아니

고 다만 훌로그햄 않에 여려재의 광학부품올 낼고9 video camera 나

high-speed camera 둥파 천체구생올 이롤 때 불체의 결상이 유리하기 때붐

에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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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 spatial filter
SH2 : shutter 2
BS : beamsplitter

L1 , L2 , L3 : lens
F : band-pass filter
W : optical wedge
H : hologram

그렴 2-21. Schematic diagram of holographic interferometer

레이처에서 나온 빛온 beamsplitter 에 의해 2 갈래로 나뀐다. Spatial

filter 1 (SF}) ‘방향의 빛은 expand 된 후 기록 물질에 직접 입사되고

(reference beam) , Spatial filter 2 (SF2) 방향의 빛온 L1 으로 명행팡이

되어 물체롤 지나 기혹물철에 업사된다(object beam). 검사대상이 되는 물

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두 빔에 동시에 노출된 기록 물질율 현상 후， 계자

리에 놓고 reference beam 율 비추변 흩로그랩의 회절에 의해 물체가 없율

때의 object beam (01)이 재생된다. 이 법과 검사 물체률 거쳐셔 오는

object beam (02) 롤 간섭시키연 두 범(01 ， 02) 의 wavefront 의 차이가

contour'‘ fringe 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본 과쩨에서는 이 구생도률 기본으로 하여， 소형/자동화에 주안점융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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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로그래픽 칸셉계 (이하 HOLD-I) 와 대형/실제웅용에 주안점율 품 훌로그래

픽 칸업계 {이하 HOLO-2) 를 개발하였다. 2 개의 훌로그래픽 간섭계 모두，

video camera 와 image processing board/computer 롤 사용하여 흩로그래픽

간섭 무늬의 청량척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 프로그랩 개발의 기

본 방침은 다읍과 칼다.

‘

• 프로그햄 천채 구생

- 메뉴 션택 방식

- 마우스 쩨어 방식

- 매뉴얼 및 자동 간섭무늬 해석방식 겸용

, .

• 프로그햄 내용

- data 영역의 확보

- 간섭무늬 중심션 추출 및 ordering

• threshold 에 의한 방법(ordering 파정이 펼요)

• fringe tracking 방법 (ordering 과정 불필요)

- 온도 / 굴절율 분석

간섭무늬 대청션 및 물체의 경계 설정

• 간업무늬 방향에 직각인 방향의 온도 붐포

임의의 횡단면 분포

- 결과의 표시

. pseudo-doloring/3-D mesh plotting/ 단변의 굴철률 분포

이 프로그햄은 우션 춧불의 훌로그래픽 간섭무늬 처랩 radial symmetry

를 갖논 칸섭무늬 해석을 1화 목표로 하여 깨발되었는데 그 자셰한 내용은

제 4 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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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시 논의사항

훌로그래픽 칸섭계를 셜계함에 있어서 carrier fringe 흘 싣는 방법，

fringe localization파 물체의 imaging 방법， spatial filter 배율과

collimating lens 의 FI 및 beam size 등 기본척으로 고려되었댄 사항에 대

해 알아본다.

‘ 가. Carrier fringe

제 2 장의 사진 2-3에서 춧불의 흉로그래픽 간섭무늬에 carrier fringe

를 싣지않은 infinite fringe pattern 과 carrier fringe 률 설용 finite

fringe pattern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이 carrier fringe 는 청량척

인 분석올 위해서는 반드시 훨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간업계에서 이

carrier fringe 롤 싣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optical

wedge 륨 넣어주는 방법과 넣어져 있는 optical wedge 의 rotation 방법야

있다. 즉， 흩로그래픽 간섭계에서는 흩로그랩에서 재생되는 기준 물혜법

(01)과 물체의 굴절율 변화가 설려있는 물체파(02) 중 하나의 밤에 optical

wedge 롤 접어 넣는 방법파， 01 또는 02 에 원래 들어가 있는 optical

써edge 롤 rotation 시켜 carrier fringe 를 싣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

법올 간편합으로 인해 많이 사용한다.

빛이 정점각도 r 언 optical wedge 롤 진행하며 쩍이는 각도는

~ = (n1-no) r

r

(2-7)

빛의 deviation angle

n1 : optical wedge 의 굴절율

no : 공기의 굴절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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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eviation angle 이 r 인 optical wedge 가 두 노의 식으로 표시 된다.

출 사이에 ω 만큼 rotation 하면 이 때 간섭푸늬에 살리는 carrier fringe

의 frequency 는 J) = (2~/A) sinω =r ω (nl-nO)/A 가 된다. 쩨작된 훌로그

래픽 간섭계에서는 정첨각도가 30 ’ 인 wedged optical window 롤 사용하였는

J) = O. 24/mm.이 경우 carrier fringe 의 frequency 는 ω = 2。 얼 때 ,례

일 때 J) = 1.2/mm 가 된다.ω = 10°

로도tilt의window외에도wedge경우，아닌평행팡이빔이

(a)법에수렴하는처렴2-19그럽그래서었다.수설율기준무늬롤

기울어지면 t window

d 만륨 옆으로

의만큼

방향으로부티

각

친행

loll 해 a

춧점이

에(a)

수렴되는

처렴탈리 (b)

일 때，

에서와는

t두께가

e

σ
e

r
n

「

·1l

‘

f
t

e
이
되

LU

4L

after
tilting

b

그립 2-22. Carrier fringe using window ti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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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되고， 앞뒤로 6 만큼 야동 된다.

-
떠

-,‘
a
--m

m

-
삼

-n
-
애

’
l.
‘

,
ll·

‘
a.

띠
•
1,‘AU

(2-8)

1
lj = Idl-d3+dzcoS91 (2-9)

sinO

여기에서， dl 와 d3 눈 각각

-
어

8
--m떠

-
삼

-n-IVav-m
협

Au
(2-10)

-
찌

鋼
-
셈

-n

“
-JV

뼈협
AU

(2-11 )

이고， (3=a+9 이다. 이와 갈이 수렴되는 점이 다론 두 범용 간업하여

복소진폭이

a a
A= - e- ikC +

r r-6
(2-12)

와 칼이 된다.

이때 r=r/r-lj 이고 t:=k(C-D) 라 하면， 그렴 2-20 파 칼은 좌표계로부티，

intensity 즉 간섭무늬 패턴은

I=IAIZ ~la/rIZ(1+r2+2rcos t:)， (2-13)

와 갈이 되며， 여기에서 R=j(r2+xZ+y2) 이고 I=62+d2-2rlj-2x6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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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kRH-t(l+};/R2 H (2-14)

어다. 따라서 6 가 0 이 아니면 기준무늬의 형태가 곡션이 되므로 window

의 tilt 시 (비록 그 효과는 척지만) 기준무늬가 곡션화된다는 점율

고려하여야 한다. 사진 2-6 온 이 기준 무늬의 곡션확 현상율 강초해

나타낸 것으로 햄 가 2 인 converging beam 에서 찌edge tilting 시

나타나는 기춘 무늬의 휩 현상올 보여 준다.

y

X

그렴 2-23. Coordinate system of two wave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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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Carrier fringe bending by tilting of 짜edge

in converging beam

개발된 훌로그래픽 간섭계에서는 optical wedge 의 위쳐가 명행광이 아닌

곳에 있으므로 후자의 wedge tilting 방법올 기본으로 사용하고 wedge

rotation 방법은 보조척인 역할로 사용하였다.

나. Beam size 와 렌즈의 FI

그림 2-21 의 간섭계에서 물체가 들어가는 위치를 지나는 prove beam

은 i영행광인 경우가 결과를 해석하는더l 가장 알기 쉬우므로 spatial filter

와 collimating lens 롤 사용하여 i청행광을 만툴게 된다. 이 파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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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filter 의 F# (실제 레이쳐 빛이 틀어오는 르기를유효 구경으로

하는 FI) 와 collimating lens L 의 FI 가 일치해야 빛올 가장 효용척요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24 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spatial filter 의

실쩨 FI 는 혜이져 빔의 diameter 롤 D, microscope objective 의

춧점거리롤 f 라 하연 FMSFl :::: flD 가 되고， collimating lens 의 햄(el

는 lens 의 유효구경올 A, 춧점거리를 F 라 할 경우 FI(C) == F/A 가 된다.

Spatial f ilter 에 의해 확대된 례 이 져 범이 collimating lens 를

충분히 cover 해야 하므로 FI(Cl > EI(SE) 롤 만촉핵야 한다. 훌로그래픽

간캡계에서는 물체롤 지나는 명행팡의 wavefront 에 어느 청도 distorsion

SF

D
A

그렵 2-24. Pi matching bet찌een spatial filter and collimating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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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보통 빠른 collimating lens 률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spatial filter 의 F# 를 작께하는 것이 문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microscope objective 의 춧점거리 f 가 작든지 유효

구경 D (이 경우에는 입사되는 빔의 코기가 microscope objective 의

구경에 비해 작으므로 유효 구경은 beam diameter 가 됨)가 커야한다.

Microscope objective 의 훗점거 라는 배융로 표시되는더l 본 실험 에서

사용된 렌즈는 160 삐 현미경 tube length 기준의 NRC 제품으로 f( lOx)=

14.8 rom , f( 20x)= 8.3 rom 이다. 배옳이 커지연 훗점거리가 짧아지는폐

실제로 spatial filter 의 microscope objective 배율이 20x 이상인

경우에는 alignment 에 빈감하여 사용이 어려우므로 더 큰 배율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척으로 어협다. i영행광올 만들기 위한 collimating lens L 의 F#

가 3 이고， spatial filter 에는 20x 의 microscope objective 률

사용한다고 하면 이 때 spatial filter 에 입사되는 례이쳐 법의 크기는

3 >F#(SFl = 8.3 / D

D>8.3 / 3 mm = 2.77 mm

가 되어야 한다. 사용된 10 빼 급 He-Ne 례이져논 beam divergence (full)

이 1. 18 mrad 이고， beam size(!/exponential} = 0.68 뻐l 로 beam size 가

2.77 mm 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려나 이 beam 은 divergence 가 있으므로

spatial f ilter 롤 레이처에서 멀리 하면 beam size 가 커져서 위 식의

초컨올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레이저의 경우 beam size 가 2.77 mID 가 되는

지점은 1. 77- m가 된다. 제작된 홈로그래픽 간섭계에서는 각각 FI = 3.125 ,

F# = 3.46 의 collimating lens 를 사용하였논떼 위에서 언곱한 바와 찰이

례이처 범올 례야처 장치로부려 2 m 이상 롤려서 beam size 푼쩨률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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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체의 결상

간업계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간성무늬를 관찰함에 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fringe localization 과 물체의 imaging 이다. 개발된

훌로그래픽 칸섭계에서는 reference beam 과 object beam 모두 collimating

beam 율 사용하였으므로 두 개의 object beam 01 과 02 가 겹치는 곳에서는

어디서냐 fringe localization 에는 푼쩨가 없으나，물체 edge 부분의 칸업

무늬가 회철의 영향으로 변형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체의 imaging 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

그렴 2-21 과 갈은 간섭계 장치에서 물체의 imaging 율 나타댄 것이

그렴 2-25 이다. 그렴 2‘ 25 의 설션은 expand 된 례이저 법이 지나는

단면올 나타내고， 첨션은 물체에서 산란/회절되는 물체법의 친행율

나타내는례， 그럼 2-25 에서 처렴 screen 이나 film 면에서는 물체의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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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찰 맞아야 불체 주변의 fringe 가 변형되지 않는다. 이 물체의 imaging

문제는 구성되는 광학계마다 다르므로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라. 제작올 위한 기초 실험

설계된 훌로그래픽 간섭계 (HOLO-l) 의 기본 구생도는 그렴 2-21 과 같다.

이 구생도에서 광학적인 수차를 가창 많이 타는 부분이 spatial filter 로

expand 된 법올 collimating lens 로 명행광을 많들 때 인데， collimating

lens 로 F# 3 정도의 singlet 올 사용활 경우 test object 가 들어칼

부분의 명행광은 많이 변형된다. 이 현상이 실제의 훌로그래픽 간섭 무늬에

미치는 영향올 알아보고， 기타 불체의 결상이나， carrier fringe 롤 싣는

방법등을 실험해 보기 위해 그렴 2-21 과 칼은 칸섭계롤 광학 태이불 위에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사진 2-7 이 그 설험 모습으로 례이져나 광학

·부품등은 제작하는 간업계 HOLO-l 과 통일하다.

사진 2-7. Experiment wit~ designed holographic interf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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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계가 될 것으로 생각된 test section 에서의 beam collimation

청도롤 알아보까 위해 collimation tester 롤 사용하여 collimation 청도롤

륙정하였고， F# 가 10 인 광학계로 구성된 colI imation beam 파 그 결과롤

비교하였다. 사진 2-8 이 그 결과로 collimation 청도가 많이 차이남올 알

수 있다. 사용된 collimation tester 는 센elles Griot #09SPM003 shear

plate collimation tester 로 fringe rotation sensitivity(full angle

beam divergence corresponding to ten degree fringe rotation) 가 230

μrad 이다.

사진에서 F# 10 인 광학계에서는 collimation beam 이 천체척으로

diverge 하고 있지만 wavefront 는 변형이 많이 안 되었고， 훌로그래픽

j간섭계에 사용될 광학계에서는 평행팡의 wavefront 가 수 mrad 청도

distortion 되어 있읍올 알 수 있다. 하지만 춧불， 햄프불쫓 동 기준이

되는 불체툴율 놓고 실험해 본 결과 이 정도의 wavefront distortion 은

결과에 큰 영향올 주지 않음올 알 수 있었다.

2. 흩로그래픽 칸섭계 1 mOLO-l) 의 설계 및 제작

본 과체에서는 응용 분야 빛 특생올 탈리하여 2 개의 훌로그래픽

간섭계롤 개발하였다. 두 흩로그래픽 간섭계는 앞에서 논의한 그립 2-21 의

기본 구생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었다.

- HOLO-l : 소형， 져동확를 특정으로 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훌로그래픽

간섭무늬롤 쉽게 얼올 수 있다•

...: HOLO-2 : 대형이고， 자동화보다는 실체 웅용연구롤 주 사용복척으로

한다(고속 촬영올 목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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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llimation of optical system of F# 3

사진 2-8. Beam collimation of test section of interf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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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그 설계상의 륙생과 생능사양， 그라고 사용 부품동에 대해

서술한다. HOLO-l 은 광학척으로 그립 2-21 과 같은 image hologram 칸쉽계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려나 셜계상 image lens L3 와 흩로그햄 사이에

optical wedge 동의 광학 부폼이 들어가야하는 관계로 물체상율 홈로그램

변에 맺게하지 않고， 훌로그랩 앞에 맺케한 후 video camera 의 focus 의

위치률 이 물체상의 지점으로 하여 기록하는 방법울 사용하였다. .!t

훌로그랩율 지난 후 screen 에 맺는 상은 중칸에 imaging lens 률 하나 뎌

사용하여 imaging 시키게 된다. 그렴 2-26 는 셜계된 훌로그래픽 간섭계 1

율 옆에서 본 모습이고， 그림 2-27 는 아래단의 구성율 위에서 본 모습，

그렴 2-28 은 윗단의 구생올 위에서 본 모습이다.

사용 례이처는 Melles Griot 사의 10 mW 급 He-Ne 레 이 져로

polarization ratio 가 500: 1, beam divergence 1. 18 mrad , beam size

(l/exponetial) 0.68mm 이다. 례이져 앞의 shutter 는 노출시간올 초절해

주고， 천채 빔을 여닫는 역할울 하는 노출시간이 비교척 건 관계롤 상용의

magnetic shutter 률 사용하였다. 앞에서 논의환 바와 같이 례이져 법온

하단에서 1.5 m 정도를 진행하여 beam size 가 커진 다음에

beamsplitter 로 나뉘어 상단으로 올라간다. reference beam 용 상단에

율라가자마자 spatial filter 1 에 의해 expand 되어 기록물질로 업사되고，

object beam 은 spatial filter 2 에 의해 펴진 후 collimating lens L1 에

의해 명행광융 만든 후 test region 울 지나고， L2 로 집속된 후 shutter

와 optical wedge , lens L3 , filter 를 지나 흩로그햄 기록물질에

입사된다.

L2 와 L3 는 보통 image hologram 올 만틀 때의 geometry 인떼 이

경우에는 물체가 test section 의 가운떼에 있다고 하면 물체의 image 는

filter 와 훌로그햄의 중간에 맺힌다. 따라서 image hologram- 폰 아니고，

shutter , optical wedge , filter 등의 광학부품이 작아진다는 장점으로 이

구성을 션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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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mirror 는 모두 AI-coating mirror 로 반사융 90% 내외 이며 ,

beamsplitter 는 dielectric coating beamsplitter 로 빛의 파장이나

polarization 에 따라 영향올 받는다. Spatial filter 의 microscope

objective 의 배율은 x20 이고. pinhole 은 dia. 0.02 mm 이다.

Collimating lens Ll 은 지름 95 mm. 춧점거 리 250mm 인 plano-convex

lens 이고. L2 는 dia. 98 mm. 훗점거 리 250 mm 인 double-convex lens ,

그리고 L3 는 dia. 46 rom, 춧점거리 112 rom 인 singlet lens 이다. Optical

wedge 는 wedge angle 30 ’ 이고 양면이 뻐 coating 뭔 window 롤 Gimbal

mount 로 미셰 tilting 하는 방식올 사용하였고. f-Uter 는 반치폭이 10 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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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Specification of thermoplastic recorder HC-300

중 중량 카메라 11 lb
량 Controller 24 lb (연결션 쩨외)

과

카메라 10.7’ Hx8.75DDx8.75D xW
코 크기 Controller 10.7"Hx8.75"Dx8.75’x찌

71 카메라의 팡축 8"R

현상시간 10 초
사

현상초철 자동보완

용

Aperture 30 mmx30 mm
흐-효1

감도 800 cycle/mm 에서 100 erg/cm2

생

Cycle time 50 초 (노출후 10 초}

Spectral response 350-700 nm

노출 가능 회수 1000 회 이상

인 He-Ne bandpass filter 이다. 이 HOLO-1 은 훌로그햄 기륙물질로

thermoplastic plate 를 사용하여 chemical processing 없이 설시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었는폐 ,사용된 쩨폼은 Newport corporation 사의 HC-300

이 다. 표 2-3 에 이 thermoplastic recorder 의 사양율 정 리하였다.

흩로그랩올 지난 례이져 법은 beamsplitter 2 에서 나뉘어， 하나는

video camera 로 틀어가고 하냐는 L4 롤 거친 후 간섭계의 획부로 나가

screen 에 맺쳐 보거나 다른 기록 장치로 기륙하게 되는떼 이 때 video

camera lens 나 L4 로 물체의 image 률 맺게된다. Video camera 로 률어깐

빛은 image board 를 거쳐 computer 에 입 력 , 천산처 리 된 다. Video camera

는 resolution 어 570x485 인 1/2" CCD camera 률 사용하였고， image board

는 Dipix 사의 P350F-4M 올 사용하였다. 영상처리와 data 뼈석온 쩨 4

장에서 차세히 논의하였고， 여기서는 사용펀 image board 의 사양율 표 2-4

와 같이 정리하였다. - 77 -



표 2-4. Specification of dipix P350F-빼 image board

Rω빼니q패， CC돼 1때ine sc뻐 v피p‘o 때얀a 접 속

interaced , non-interaced, progressive scan video 지훨

RS-422 or TIL format , CCD cell vs Frame buffer
external dot clock input pixel 비 1:1 초철

Video digitizing rate --IS 뻐Z

업활력 line 분리 RS-422 an(νor TTL format
기

Frame acquisition Programmable horizontal
&vertical resolution

능 기억 용량 4 Mbyte on board

DI-Connect™ interface master/slave mode 지원

on board DSP &frame grab logic - 고속 Data 천송
빛

DSP II 320C30 DSP
잃 b’ it fJμ빠때ing point 때i 뼈bility

1 cycle/ instruction processor
16 MIPS , 32 MFLOP , 32 MHz

용

Inter board communication mechanism 으로 고속 처 리

Single PC/AT slot required
량

32 bit non-proprietary high speed bus

High speed bi-directional DSP serial port;multi-board 용용

PC interrupt capability &16 bit PC/AI bus interface

돼S34020™ GSP 의 piggy hack Display board

Digital 업 혁 source 에 접속

천 천압 +5 V- 천류 3.0 A 천압 +12 V - 천류 100 뼈
원 천압 -12 V- 천류 100 뼈 천압 -5 V- 천류 50 rnA

서 PC-AT 286 여상 기종
까‘ AIl VGA Wonder VGA card(512K 이상}

랩 Multisync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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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Specification of holographic i따erferometer HOLO-l

광 원 10 mW Polarizaed He-Ne laser

흘로그햄 기록 물질 Thermoplastic plate·
(NRC 의 HC-300)

칸셉무늬 기록 screen / video camera

코 기 700x410xl450 血

Test section 구경 80 mm

Test depth 380 mm

기춘무늬 찌edge tilting 방식

Vibration isolation 4-pneumatic legs

Collimating 렌죠 ~ 95 F250 DCX
~ 98 F250 PCX

영상처랴 Dipix Board 사용*

HI 방 식 설시간 / 이중 노출

특 정 소형 , thermoplastic recorder
사용으로 천자동 쳐리 가능

*별도의 사양 참초

훌로그햄 제작에서 진동은 중요한 분쩨가 되는떼 HOLO-l 에서는 이

진동율 없애기 위하여 vibration isolator 율 사용하였다. 사용된 쩨폼용

Kinetic system 사의 nI206-400 series 로 3 깨의 active mount 와 1 ‘개의

passive mount 로 구성 된 다. Resonance frequency 는 1.9 Hz, load

capacity 는 100 lbs/20psi 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흩로그래픽 간섭계 1

mOLO-l) 의 특생율 정리한 것이 표 2-5 이며 쩨작된 모습이 사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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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쩨작된 흩로그래픽 간섭계의 운용 특성을 파악하고 단점옳 보완하기

위해 많은 척용 설험을 수행하였다. 이 웅용 실험 및 천산해석에 대해서는

다읍 장틀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3. 훌로그래픽 간섭계 2 CHOLO-2) 의 설계 및 제작

앞에서 논의한 흩로그래픽 간섭계 1 CHOLO-I) 이 주로 자동화에 중점율

둔 것엄에 반해 흉로그래팩 간섭계 2 (HOLO-2) 논 본격척인 웅용 실험에

주안점율 두어 제작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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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section 이 크고， 안정성과 고속카메라와의 연계사용에 주안점율

두었다.

- 훌로그햄 제작과 재생 geometry 7}- image hologram 간섭계 방식 아

아니고 converge object beam 율 바로 훌로그햄애 업사시키는 방식융

취하였다.

이는 다음장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찌만 일반 카메라나 고속 카꽤라둥파

같이 따로 별도의 imaging lens 가 있는 경우에 물체의 훗점 맞추기와

물체빔의 효융척 사용 변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또한 collimating lens L2

로 dia. 145 매1， 춧점거 려 1000mm의 아주 느련 렌즈를 사용하여 imaging 에

유리하다.

- 훌로그래픽 간섭계의 base plate 로 honeycomb 방식의 optical bread

board 률 사용하였다. 이로써 무겁고 큰 물혜나 검사시， 충격이 발생

하는 물체동의 경우에도 안정성올 확보할 수 있다.

- HOLO-1 이 홈로그램 기록물질로 thermoplastic plate 사용하여 실시간

자동화에 중점올 둔 떼에 비해 HOLO-2 에서는 4x5" 의 silver halide

plate 를 사용하여 화질에 중점올 두었다.

이 silver halide plate 는 화학척인 현상 작업올 필요로 하고 현상후의

재정렬 동의 불편합 점이 있으나 화질이 좋고， 훌로그랩 효율이 좋아

칸섭무늬의 visibility 가 좋으며，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수의 홉로그랩올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thermoplastic plate 의

사용이 훨요하나，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집중척인 실험율 하여 훌로그햄율

많이 제작할 필요까 없올 때에는 silver halide plate 가 뎌 유리하다.

그림 2-29 논 설계된 훌로그래픽 간섭계 2 mOLO-2) 의 측면도이고， 그렴

2-30 은 명면도이다.



n1

때
r‘

願때
”n”c+[V

·m.mku
때‘얘따

kunm
태

·1
i

v
。
ν

”m
。“。

ν돼.굉
n
ι랩

• 2m •
。 M
a

또앤
BS

~

6?O ,

,’I 0엠‘. / Ll L2
/

Laser / Optical breadboard

1m

그렴 2-30. The plane view of holographic interferometer HOLO-2

- 82 -



표 2-6. Specification of DT-2867LC-60 Hz image board

Video 신호 RS-170 , RS-330 , NTSC

입력 4 단잭 interaced
입력 범위 0-0.060 V-- 0-1.920 V
Programmable Gain <0.5 -- >16
Programmable Offset 土0.670 V

Video 업혁

분해능 Gray level ‘ 256 (8 bit)
Spatial-640x480

Frame Grab 속력 1/30 초
Aspect 비 1:1 (정방형 화소}

External Trigger Frame aquisition 시작

SYNC 션택 any input channel , external sync ,
built-in sync generator

기억 용량 1 Mbyte (512 Kbyte x2)
mapped into extended memory space

Programmable DT-Connect™ port
hardware 1-512 lines
window 16-1024 pixel

DT-Connect™ 16-bit port
port 26-pin connector

10 MHz transfer rate

Video source 8-bit frame-store buffer
display output RS-170

display 256 color or gray level
overlay 15 color
aspect ratio 1:1 (square pixel)

Interface IBM PC AT Bus

천원 +5V @2.0A, 土 12V @0.250A typical

용도 동작 0--50· C,
보관 -25--70· C

습도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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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처 광원으로는 10 mW 급 He-Ne 례이져률 기본척으로 내장하고 있고，

고속 현상의 검사나 기타 광 흡수가 큰 불체의 검사등에는 외부에서

argon-ion 례이져 등외 고출력 례이져 팡원을 사용활 수 있도록 하였다.

례이저 광원올 바꾸는 분체 에 있어서 HOLO-1 의 thermoplastic plate 은

reference beam 과 object beam 의 사잇깎이 레이저 파장에 따라 일청하게

바뀌어야 합에 비해， 이 HOLO-2 의 silver halide plate 는 간섭무늬의

spatial frequency 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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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원 10 mW Polarizaed He-Ne laser
Ar+ laser (션택)

흩로그랩 기록 물젤 Photographic plate
(Kodak 120 AM plate 기 본)

간섭무늬 기록 screen ,video camera ,
high speed camera

코 기 1000x2000x650mm (1000x2000x200 의

optical breadboard 포함)

Test section 구경 130 mm

T‘，않+μdeνp바 550 삐

기춘무늬 wedge tilting / rotation 방식

Vibration isolation tire tube

Collimating 헨;ζ ~ 145 F450 PCX
~ 145 FlOOD PCX

영상처리 Dipix Board 사용*

HI 방 식 실시간 / 이중 노출

test section 이 코고， optical
특 정 breadboard 사용으로 열구초물 ‘실험

가능， 고속카메라 연결 사용 가능

*별도의 사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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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ount， spatial filter , mirror 둥획 광학 부품용 천부 국내에셔

쩌l작된 것율 사용하였고， L1 파 L2 만 Melles Griot 사 계품 (Q1LPX:앓6 ，

OILPX337) 율 사용하였다. Carrier fringe 롤 싣기 위한 optical wedge 의

사용은 converging beam 의 F# 가 커서 wedge tilting 만 가져고는

충괄하지 않으묘로 rotation 과 tilting 율 겸하도록 하였으며't 3청

스프링 지지 방식의 훌로그랩 plate holder 를 사용하였다. 결과로 나온

훌로그래픽 간섭 무늬는 훌로그햄 뒤의 beamsplitter 에 의해 툴로 나뉘어

일부는 video camera 로 들어가고， 일부는 간섭계 바깔으로 나가 별도의

기록 장치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Video camera 로 률어간

훌로그래픽 간섭 무늬는 monitor 에 나타나며， 별도의 image processing

장비에 의해 영상처리 된다. 여기 사용된 image board 는 DT-2867LC 로 표

사진 2-10. Holographic interferometer HOL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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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 그사양을 정려하였다.

-이상에서 제작된 훌로그래픽 간섭계의 성능사양올 표 2-7 에 청리하였

으며 ; 사진 2-10 은 HOLO-2 의 모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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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장 적용 기술 개발

쩌11 1 극럴 솥콰혈킹 :규」럴으1 흔흑그잉

앞장에서와 같이 제작된 훌로그래피 간셉계와 기본척인 륙생 실험 및

용용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션 HOLO-1 과 칼은 실험 구성(사진 2‘27) 으로

춧불， 열판 위의 온도 분포등 간단한 실험과 상특성， carrier fringe , 불체

imaging 등의 특성율 확인하였다. 제작된 칸쉽계로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HOLO-2 롤 사용하였으며， 보다 큰 test section 이

필요한 실험올 위해 그렴 3-1 파 같이 HOLO-2 와 광학척으로 칼은 setup 율

이용하였다. 이 setup 의 test section 은 ~ 200 mm 이고 나머져는 HOLO-2

와 동일하다. 구생된 광학계는 실시간 훌로그래픽 간섭계로서， 례이처와

카메라 이외의 모든 광학 요소는 1.5X3 m크기의 진동채거용 광학 태이블

위에 구생되었다. 광원은 Spectra Physics 사의 5 W급 Ar+ 례이져의 514.5

m 단일 파장 IEMoo 횡 모드롤 사용하였다. 기록시의 출혁은 100-200 빼

이며， 수천-수만 frame/s 의 고속 촬영시 노출 시간이 수 μs 인 첨율

고려할 때 diffuser 의 물체범(object beam)으로는 노출이 부똑하므로

물체법은 춧점거리가 2 m 이고 직경이 200 mm 인 구변경 (spherical

mirror) 으로 이룬 collimated beam 올 사용하였다.

시험 대상물은 이 두 포불경 사이의 빛의 경로가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에 놓여졌다. 그리고 기록시에 시험 대상 물체의 결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물체의 경계면 주위에서 회절에 의한 간셉무늬의 왜곡이 생기며，

따라서 물체 경계면 주위와 현상율 갱확히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간섭계

구성에는 기록 필름면에서의 물체의 정확한 결상도 중요하께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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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Mirror
SF: Spatial Filter
H: Holographic Plate

SM: Schlieren Mirror
'11: Wedge
F: Bandpass Filter

，그럽 3-1. Holographic interferometer using Schlieren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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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로그래피 건판은 유동이 없는 상태에서 노출되어 화학처리 파청율 거친후

제자리에 다시 고청하여 놓았다. 이때 사용된 건판은 4"X5’ Agfa BE56 BD

건판이다. 화학 쳐펴는 Kodak D19 현상액에서 4 분 현상후 30 초 수셰하고

Ilford SP679C 표백액에서 2 분 정도 낼어 완천히 표백한후 흐르는 물에 5

분 정도 수셰하여 Kodak Photo Flo 에 30 초 동안 담근후 꺼내어 자연

건조하였다.

훌로그랩 앞에는 그렴 3-1 에서 보는 바쳐램 찌edge 롤 넣어서 유한

간격 간섭무늬 (f inite fringe interferogram) 률 얻율 수 있도록 carrier

fringe 률 실었다. 사용된 wedge 는 회천파 tilt 로 carrier fringe 의

방향 및 칸격을 임의로 조철할 수 있게 하였율 뿔만아니라 화학처리된

훌로그랩의 위치가 노출시의 위치와 달라서 생기는 간섭무늬롤 없애는

폐에도 유용하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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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1 2 견럴 즉1 같주 주쿠-즉률으1 71 흔륙

유체의 운동 속도가 느린 현상틀은 일반척인 SLR 카메라냐 CCD

차메학에 의해 충분히 기록 가능하므로， 실험이 용이하다. 이때의 기록

시간은 수십‘ 수백 분의 1 초 정도이므로 노출이 충분하고， 따라서

collimated beam 올 직접 사용활 필요가 없으나 실험은 Holocamera 1 과

같은 구성으로 수행하고 훌로그햄 뒤에 screen 올 놓아 1/125 초로

촬영하였다. 이려한 현상의 영역에는 대류 현상 및 서서히 일어나는 화학

반응파 정상 상태에 이른 유체의 흐름과 파동 둥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수행된 쳐촉 유동(steady flow or quasi-steady flow)의 가시화

실험 결파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춧불， 알콜 햄프 및 노즐 분사

가. 춧불

일반척으로 화엽의 대표척 표본으로 유동가시화 실험의 천형척인

대상물인 춧불의 가시화를 기본척인 특생 분석을 위해 실험하였다. 사진

3-1 은 기준 무늬률 넣지 않은 훗불의 간섭무늬 패턴이고， 사진 3-2 , 3-3

는 기준 무늬를 넣은 간섭무늬의 꽤턴이다. 기준무늬를 실은 사진 3-2 와

사진 3-3 에서 춧불의 모양이 위아래로 바뀐 듯한 것은 기준 무늬의 방향율

반대로 실었기 때분이다. 사진 3-2 논 위로 갈수록 위상이 감소하지만 3-3

은 위상이 중가하고 있다. 그래서 사진 3-2 에서 간섭무늬가 기준무늬의

기준션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상이 감소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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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Interferogram of candle flame without carrier fringe

사찬 3-2. Interferogram of capftle flame with carrier 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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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는 것올 의미한다. 사진 3-3 에서는 이와 반대로 설명된다.

사진에서 기준무늬 하나의 간격은 2π 의 위상차를 의미하므로 위상의

변화가 급격한 현상의 경우에는 사진 3-4 과 같이 기준 무늬의 간격을 좁게

해서 간섭무늬 꽤턴을 얻올 수 있다. 이 사진올 보면 사진 3-2 와 캄용

춧불의 간섭무늬인떼도 상대척으로 둔감환 변화를 보이는 것체렵 보인다.

춧불 가까이를 맺은 위의 사진들파는 달리， 춧불 위쭉의 정상상태에 이르는

과청도 불 수 있도록 사진 3-5 과 같이 춧불의 위쭉까지 간섭무늬를 얻율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사진 3-5. Interferogram of candle flame having large view angle

with carrier 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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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콜 랩프

, 알롤햄프의 화염은 직관척으로 춧불과 크게 다르지 않옳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심지의 넓이와 구조가 균일하지 않아서 사진 3-6 쳐랩 격렬한

변화률 보이는 간접무늬 돼턴을 나타낸다. 사진은 sync speed 1/125 초의

SLR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사진에서 보이는 정도의 간섭무늬 간격과 기록

속도로는 화엽의 심지 부붐에서 보이는 격렬한 변화를 잘 보기 협들다.

따라서 보다 고속의 카메 라가 휠요하다.

사진 3-6. Interferogram of alcohol lamp flame with carrier 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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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률 분사

사진 3-7 은 실험실에서 보통 사용되는 압축 질소 가스의 노즐에서

나오는 분사률 간섭무늬로 기록한 것이다. 사진에서 생성된 간섭무늬는

‘ 일견， 순간척인 고압에 의한 분사로 생기는 공기 밀도의 소밀차에 의한

효과일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려나 이 효과는 무시 가능할 만큼 찾기

힘툴며， 실제로는 춧불이나 알홉 햄프에서와는 달리 압축 공기가

순간척으로 팽창하여 쳐압이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 때문이다.

실제로 훌로그래픽 간섭계 실험율 통해서， 유체에서 빛의 광로차에 영향율

많이 미치는 것은 압력차에 의한 밀도의 소밀이라기 보다는 온도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노즐 분사 실험이 그 중요환 예라 할 수 있다.

사진 3-7. Interferogram of nozzle with carrier 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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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 대류

대류 현상은 온도차에 의한 유체 유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이 분야는 그 중요생에 비해 실험척인 방법보다는 유한

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에 의 한 수치 핵석적 인 방법 이 뎌 많이

사용되어 왔다. 물론 대부분의 대류 현상이 기하학척 규모에 있어

실험하기에는 어려운 크기의 규모라는 점도 많이 착용했겠지만 상대척으로

훌로그래피 방법의 척용이 많이 시도되지 않온 영향도 있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 3-8 은 hot plate 주위의 공기 흐름율 보이고 있다. hot plate 는

장방형의 누워 있는 모습율 하고 있다. hot plate 위의 경계변 주위에서는

사진 3-8. Interferogram of air flow arround hot plate

with carrier 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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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무늬의 간격이 너무 조멀해서 거의 간섭무늬롤 구분하기가 힘이 든다.

또 사진때서 온도가 높올 경우에 hot plate 경계면의 image 가 션명치

않옴울 불 수 있다. 이는 hot plate 의 열이 위료만 영향율 미치는 것이

아니라 례이쳐 진행 방향인 앞위로도 불늄일한 열 분포률 가짐으로써

초기의 image geometry 에 영향율 가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사진으로부티 hot plate 중심이 뎌욱 격렬한 변화롤 일으키고 었다는 것율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hot plate 에서는 칸섭무늬의 모양이 복잡해서 대류

현상의 정성적인 이해가 쉽지 않다. 그리나 사진 3-9 와 같이 단순화훤

사진 3-9. Interferogram of air flow arround heated plate

with carrier 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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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0. Interferogram of air flo짜 arround heated plate

with carrier fringe , 5 min after heating

사친 3-11. Interferogram of air flow arround heated plate

with carrier fringe , 10 min afte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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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2. Interferogram of air flo찌 arround heat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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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3. Interferogram of air flow arround heated plate

써ith carrier fringe , 20 min afte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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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4. Interferogram of air flow arround heated plate

with vertical carrier fringe

열판울 이용하여 보자. 사진에서 열판은 앞뒤로 킬게 해서 위아래로

서있도록 하였으며 가는 철사로 지지대에 매달아 놓았으며， 기준 무늬률

가로로 설었다. 열판으로부터 먼곳은 기준무늬의 불변으로부려 열천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열판 경계면 근처에서는 간섭무늬의 구폼이

어려울 청도로 많은 열천탈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모서라 부분에서는

불균일한 가열로 인환 칸섭무늬의 distortion 올 보이고 있다. 이려한 작은

간섭무늬도 사진 3-9 에 비해 조금씩 구분이 되어가는 것율 알 수 있다. 뎌

나아가서 사진 3-11 , 3-12 청도가 되면 열판이 많이 식어서 열판 주위의

간섭무늬 갯수가 현척히 줄어들고 그 칸격이 더욱 많이 넓어 친다. 그리고

사진 3-13 에서는 열판이 거의 식어서 열판주위에서 약간 굽어지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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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확정 정도 이하의 위상하 밖에 생기지 않는 청도가 된다. 사진 3-14 는

비교를 위해 기준 무늬를 열판과 명행이 되도록 수작으로 하였다.

열판이나 hot plate 와 칼은 수명 또는 수직인 기하학척인 구초률 갖는

열훨의 공기 냉각으로 인한 대류와 비교률 위해 사진 3-15 와 같은 가멸된

웬통에 의환 대류를 보고자 하였다. 사진에서 훨통의 열봉은 앞뒤로 킬째

놓여쳤으며， 열봉 밑으로 킬께 서었는 여려 션 충에 두캐는 지칙률 위해

사용된 굵은 철사 이고， 휘어 있는 션툴온 천기척인 가열을 위해 사용된

천션들이다. 사진 3-16 은 열봉율 식히기 위해 약한 바람슐 보낼 때의

보습이다. 사진 3-17 부티 3-20 까지는 기춘 무늬롤 가로로 실은 칸섭무늬

꽤턴으로 사진 3-9 에서 처렴 열봉 바로 위에서는 간섭푸늬의 간격융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올 것이다.

사진 3-15. Interferogram of air flow arround heated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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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3-16. Interferogram of air flow arround heated cylinder

with air blow

사전 3-17. Finite fringe pattern of air flow arround heated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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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염 분사

화염 방사와 같은 현상은 실채 산엽에서 많이 일어나는 열유동 현상으로

엔진의 연소 과정이나 torch 로부터 나오는 화염은 물론 용접 아크의

확염등 그 예는 수 없이 많다. 사진 3-21 은 butane 가스 torch 로부타

나오는 butane gas flow 의 모습이다. 사진은 간섭무늬의 식별이 협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butane gas 분사 강도롤 약하께 하고 첨화시키져 않온

모습이다.

그러나 사진 3-22 쳐램 첨화시키면 화염 부위의 무늬률 거의 알아불 수

없올 정도로 빨리 혼들라는 간섭무늬 패턴이 기록된 것올 불 수 있다. 이

사진도 1/125 초의 shutter speed (SLR 카메라)로 찍은 것인떼 이 청도의

기록 속도로는 고속으로 분사되는 torch 의 화염을 가시화하는 것이

사진 3-21. Finite fringe pattern of butane gas flame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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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2. Finite fringe pattern of butane gas torch

with high speed flame blow

가능하지 않다논 것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사진 3-22 와 같온

정도의 화염 분사는 보다 빠른 shutter 롤 가진 SLR 카메라나 고속 shutter

CCD 카메라둥의 고속의 기록 장치가 휠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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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1 3 출킬 고l 울주 '371-머11 '2-}톨출 。 1 올훌-롯r 71 훌후

1. 충격파

충격파의 천파는 기혜역확(aero때namics) 분야률 포함한 여려 유혜 역확

연구에 중요한 대상이다. 그려나 짧온 순간의 현상이라는 록생으로 인빼

충격확의 진행 상태를 실헝척으로 정량화하기에는 많용 어려움이 었다.

그래셔 실시간 흩로그래픽 간섭계로 얻온 간셉무늬롤 고혹카메라률 이용혜

’ 기륙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롤 해결하고자 하였다.

충격파의 가시확 실험운 충격파의 발생 이천율 포함해서 기혹되도륙

하였다. 실험올 시작활 때 미쳐 고려하지 옷쨌던 사항으로 filter 의

사용율 예로 둘 수 있는떼， 실혐의 시행착오 후에， 차메라 앞에 514.5 om

루과 깐업 filter 롤 사용하여 아코 방천시 생기는 불빛율 비롯한 창팡율

막아 간섭 무늬의 가시도(visibility)률 높였다. 실험 구생온 그렴 3-1 외

(a) cubic tunnel (b) triangular type tunnel (c) maze type tunnel

그립 3-2. Shape of the plastic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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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와 같이 이루어졌는데 아는 제 2 장의 Holocamera 2 와 같은 륙생율

가진다. 촬영은 Cordin 회천 드렴식 고속 카메 etCrotating drum type high

speed camera) 롤 사용하여 10000-35000 fls 의 속도로 35 mm T-max( ASA

4{)이 혹빽 필름과 Kodak 칼라(ASA 100) 에 기록하였다. 필륨의 노출 시간은

거 f tame intetval 의 1/20 이 다. 사진 3-23 은 고속 카메라 정혈 모습이고，

r ’사진 '3-25 는 고압 방천에 의한 spark 발생 모습이다.

“ 충격파의 발생은 방천올 이용하였으며， 천극사이에 컬련 8 kV 의 고압

?‘방천(천지용량 2 JlF) 에 의해 발생되었다. 이때 충격파의 반사와 간섭율

보기 위하여 서로 다른 - 구조의 plastic ‘ tunnel 내에서 충격파률

;!발생시쳤다.‘ plastic tunnel 로는 그렵 3-2 와 같이 밀변X높이×깊이가

. 17x15x15 em 인 삼각형과 가로X세로×깊이가 13X13X14 cm 인 사각형

ι; 및; 가료×세로X 깊이가‘ 13X12XI0 cm 인 미로형 사각 plastic tunnel 이

사용되었다. 고압 발생기는 고속카메라와 동조되어 충격파의 발생이 기룩될

F수 있도록 하였다.

가. 충격파의 진행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기록하면 사진 3-25 과 같이 225 개의 상이 86

em 킬이의 휠름에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기록되는데， 사진 3-25 은 사진

3-24 와 같은 사각 플라스틱 려널에서 발생된 충격파의 간섭무늬를 초당 3

만 f/s 의 속도로 기록한 펼름의 모습이다. 이들중 점화 바로 천부터

순서대로 16 개의 상을 나열한 충격파의 진행과정이 사진 3-26 이다.

천극이 사각 플라스틱의 중심에 놓여 좌우 상하가 대청되어 있는 기하학척

구초률 이루고 1 었다. 사진 3-26 이 간섭무늬의 왜턴인때 순간 방천

칙천부터 1/30000 초 간격으로 16 frame 율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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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3. Photo. of high-speed camera alignment

사진 3-24. Shockwave generation in the cubic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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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6. Interferogram of shockwave propagation in the cubic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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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7. Finite fringe pattern of shockwave propagation

in the cubic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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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6(a) 는 충격파 발생천율 (b) 는 충격파 발생 칙후의 모습율

보이고 있다. (f) 에 이르기 까지는 충격파의 천면이 원올 그리며 진행하고

있는 것올 볼 수 었다. (g) 에 이르려서는 네변에서 반사되어 중심으로

되롤아 오는 것올 볼 수 있다. 반사는 벽면 이외에도 (j) 에서 쳐햄

모서리에서도 이루어지며 이것은 충심을 향해 진행되어 나간다. 이와 갈온

진행은 뒤이어 오는 frame 에 계속 이어지며 과정이 진행될수록

반사파들에 의해 복참해 지눈 양상율 보인다. 충심 천극 근방에 짝올

동섬원이 있는떼 이것은 방천시에 발생된 플라즈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서 frame 사이의 간격은 33.3 JJS 이고 1 frame 당 노출 시간온

1.7 /lS 로 각 frame 사이의 시칸을 알고 그 동안의 진행 청도를 알고

있으므로 frame 사이 동안의 친행 속도를 구할 수 있으며 충격파는 발생

초기 에 최대 Mach 1.31 의 supersonic 에서 차츰 damping 되 어 subsonic

으로 그 속도가 줄어드는 것올 알 수 있다. 사진 3-26 으로는 정량적인

해석율 할 수 없으므로 3-27 처렴 기준무늬를 가로로 실어서 유한 칸격의

간섭무늬를 열올 수 있도록 했다. 사진 3-27 로 부려 충격파의 천면에논

간쉽무늬의 불연속이 생기는 것울 불 수 있다. 즉 밀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사진 3-30 과 3-31 는 삼각 티널의 중심에서 방천되어 생성된 충격파의

진행(사진 3-28) 을 가시화한 모습이고， 사진 3-32 와 3-33 은 사진 3-29 와

같이 미로형 사각 플라스틱 티널의 윗 부분에서 생성된 충격파의 친행

모습이다. 삼각파 미로형의 티널에서 발생된 충격파의 사진들에서도 사진

3-26 , 3-27 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어서， 사진 3-30 , 3-31 애서는

진행된 충격파가 훌라스틱 벽면에서 단순히 반사되어 이려한 반사의 대청된

진행을 불 수 있다. 그라고 반사된 파가 서로 비껴가면서 와동(vortex) 율

만드는 모습도 불 수가 있다. 그려나 사진 3-32 , 3-33 에서 보는 바쳐혐

미로형에서는 려널 구초의 바대청성으로 인해 난류(tubulence)가 형성되는

모습올 불 수 있다.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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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8. Shockwave generation in the triangluar type tunnel

사진 3-29. Shockwave generation in the maze typ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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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0. Infinite fringe pattern of shock찌ave propagation

in the triangluar type tunnel

- 113 -



사친 3-31. Finite fringe pattern of shockwave propagation

in the triangluar typ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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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2. Infinite fringe pattern of shock패ave propagation

in the maze type tunnel

- 115 -



사진 3-33. Finite fringe pattern of shockwave propagation

in the maze typ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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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격파의 반사 및 홉수

꽁기중의 충격파로 인해 생생된 압력의 영향올 보기 위해 비누방울과

부훌련 풍션껍 및 풍션옳 각각 충격파의 진행 경로에 놓아보았다(이

물체들은 훌로그랩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L 이 때 바누방울은 투명하고

부풀련 풍션캠은 반투명하며， 풍션은 불투명하다.

여기에서는 충격파가 진행중에 막을 갖는 물체와 만났율 때의 거동율

보고차 하였다. 사진 3-34 은 풍션 옆에서 생성된 충격파의 진행율 보여

주고 있다. 생성된 충격화의 천면(wavefront) 이 사진 3-34(0 에서 보는 바

쳐험 풍션의 경계면에 도달하여 조금 진행될 때까지는 흡수되어 통과하는

것처램 보이다가 (g) 에 보이는 것 최렴 초금 뎌 친행됨에 따라 반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때 반사하여 진행한 정도가 풍션과 만난 경계변의

가운데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난 것은 풍션의 탄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위와 비쿄해 그 셰기가 줄어 보이는 것은 홉수 포는 일부 투과한 것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투명한 풍션캠의 경우에는 사진 3-35 쳐렴 냐타나는더l 천 과정을 보면

거의 영향 없이 투파 됩올 알 수 있다. 그려나 사진 3-35(j) 에서 알 수

있듯이 충격따의 천면이 풍션쩡올 지나는 순간， 압력에 의해 풍션껑이 약간

뒤로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롤아 온다.

비누방울은 충격파에 대해 풍션챔과 버슷환 양상을 보이는데 그 사진은

3-38 와 같다. 그러나 이때는 풍션찜에서와 같이 압력에 의한 효과가 거의

보이지 않고 미약한 반사가 보이지만 비누 방울에 거의 무판하게 진행됨올

알 수 있다. 한편 사진 3-36 와 같은 무한 간격 간업무늬(i nfinite fringe

interferogram) 로 충격파의 진행을 정생척으로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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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4. Fringe pattern of shockwave near the ba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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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5. Fringe pattern of shock찌ave near the baloon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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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6. Infinite fringe pattern of shockwave propagation

near the sou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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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7. Finite fringe pattern of shockwave propagation

near the sou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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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척인 밀도의 소멸올 알 수는 없다. 즉 간성무늬의 차수가 + 인지 

인지률 결정활 수 없다. 그래서 배경에 일정한 간격의 간섭무놔를 실어서

사진 3-37 과 같은 유한 간격 간섭무늬의 간섭 꽤턴올 얻어 간섭무늬의

부호 및 화수를 결정하며， 주어친 배경 무늬의 기준션에 대해 벗어난

방향과 정도로 부혀 그 소밀울 알 수 있다. 비누 방울은 중력에 의해서 위

부분은 막이 앓아지고 밑 부분은 막이 두꺼워 진다. 사진 3-37 율 보면

비누방울내의 간섭무늬의 방향이 기준 무뉘에 대해 아래혜서는 오른쪽으로

많이 휘고 위에서는 왼쪽으로 조금 휘어 있는 것올 알 수 있다. 즉 오른

쪽으로 휘면 밀해지고 왼쪽으로 휘면 소해진다는 것율 의미한다. 이로부티

충격파의 밀도 분포를 생각해보면 충격파의 천연의 경계에서는 소하고 바로

뒤에서는 밀하며 충격파 안쪽의 대부분이 소한 것울 알 수 있다. 즉 천변은

바로 뒤이어 오는 부분에 비해 상대적인 속도가 빨라서 그 밀도가 소하고

전면 바로 뒷부분에 대부분의 밀도가 모여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극을 중심으로 좁은 간격의 많은 원울 그리고 있는 밀한 무더기의

주변으로는 갑자기 소해지는 것올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밀한 것은 천극의

방천시에 생긴 플라즈마중 거동이 힘든 무거운 이용 입자플에 의함 무뎌기

때문이며， 소한 것은 충격파에 의해 매철이 외부로 나간 때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다. 충격파의 간섭

충격파가 온도 및 밀도 구배까 있는 field 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간섭올 얼으키는 양상울 보기 위해 춧불 옆에서 충격파를 발생시켜 보았다.

Shock찌ave 의 진행 경로 중에 춧불에 의한 옹도 구배가 있는 장이 놓여

있다. 사진 3-38 은 춧불 옆에서 충격파를 생생시킬 때의 진행 과청이다.

사진 3-3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격파가 춧불에 의한 간섭무늬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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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8. Fringe pattern of shockwave near the candle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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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율 주지 않고 그 자신도 아무 것도 없는 듯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다.

자셔l히 들여다 보면 충격파의 경계연파 만나는 춧불의 간섭무늬에

불연속션이 생검율 얄 수 있다. 이것은 아무 밀도 변이가 없는

공기중에서의 충격파 천연여 불연속인 것과 다름이 없으며 심쩨로 춧불에

의한 밀도장에는 천혀 영향올 주지 않는 것올 알 수 있다. supersonic 이

중간에 있는 방해물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논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랴. Image Converter 차메라에 의한 기록

사진 3-39 는 앞에서의 충격파 간업무늬를 기록한 획천 E렴 방식의

고속카메라 기록과는 탈리， image converter camera 에 의해서 좌우 상하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한 변의 노출로 사진과

같은 여려 장의 frame 기록이 이루어 지므로 상대적인 장점이 많다.

/

본 연구에서 실험한 아코에서의 방천은 비록 아코 사이의 간격이 었기는

하지만 생생된 충격파를 통경 방향으로 대청올 갖는 구면파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동경 방향으로 대청율 갖는 굴절률 변이를 갖는다고 할 수 었율

것이다.

2. 금속션 폭발

폴라즈마에 대한 판성은 근래에 들어서면서 가속기 물리를 비롯해

용접둥 여려 분야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다. 금속션이 대기중에서 폭발하는

실험은 여려가지 중요한 현상율 보여준다. 금속션이 폭발하면 폭발시에

생기는 압력에 의해 충격파가 생생되고， 뎌불어 고합 방천에 의한 이온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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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9. Interferograms recorded by image converter camera

of shockwave propagation in the cubic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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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가 형생된다. 대기중에서 금속션의 폭발올 가시확하면 준원통형

충격파의 진행 및 툴라즈마의 밀도 분포를 얻올 수 있다. 흉로그래픽

간섭계로는 고압에 의한 천극 사이의 방천(electric discharge) 및

금속션의 폭발(wire exploding) 과 같은 상대척으로 빌도가 높은 폴라죠마의

diagnostics 연구에 특히 유용하다.

여기에서는 공기중에서 급속션 폭발에 의한 현상율 가시화하고 그

변화의 정량화가 가능함올 보이고자 한다. 플라즈마를 특칭지우는 천자밀도

이온밀도동의 물리량올 얻는 데에는 진공내에서의 실험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려나 여기에서는 공기중에서의 실험으로 플라즈마와 뎌촬어

충격파의 진행올 불 수 있다.

가. 금속션의 폭발 설험

금속션의 폭발율 위해 천극사이에 고압율 컬어 순간 방천이 되도록

하였으며 반사와 간섭올 볼 수 있도록 두가지의 다른 구조롤 가지는

plastic tunnel 내에서 금속션올 폭발시켰다. plastic tunnel 로는 그렴

3-2 와 같은 삼각형파 사각형 plastic tunnel 이 사용되었다. 반사파에

의한 영향율 배제하기 위해 방해물 없이 천극사이의 금속션올 폭발하는

실험도 병행되었다.

나. plastic tunnel 에서의 폭발

사진 3-4{) 은 사각 플라스틱 티낼에서의 금속션 폭벨 모습이다. 이

경우에는 사진에서도 보는 바와 깥이 필티에 의한 잡광의 차단이 뎌육

충요한 요소알 것으로 보인다. 사진 3-41 가 간섭계에 의해 얻어진

간섭무늬의 꽤턴인데 (a) 는 폭발천의 모습으로 가운데 금속션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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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n wire , 10댐 voltage

(b) thick wire , high voltage

사진 3-때 • Photo. of wire expl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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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1. Fringe pattern of wire exploding in the cubic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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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는 폭발직후의 모습인례 가훈떼 부분은 간셉무늬의 간격이 녀무 좁아서

천반적으로 어룹께 보인다. (d) 까지 에서와 같은 폭발 직후의 초기 frame

에서는 찰 구분이 되지 않지만 (e) 이후의 frame 에서는 플라즈마에 의한

충섬부의 간섭무늬 무뎌기와 그 바깥쪽의 압력에 의한 충격파가 구별되어

보이며 150 frame 정도후의 사진 3-42 에서는 감쇄되어 거의 소멸된 주변의

압력에 의한 공기의 소밀파는 거의 사라지고， 중심션 부근의 거동이 힘든

무거운 이온 입자가 주변으로 좀더 펴져 나가서 플라즈마 밀도 변이에 의한

간섭무늬가 좀더 자셰히 보인다.

사진 3-41 에서 충격파의 진행올 보면 충격파의 전면이 유션형의

원통형올 이루며 중섬축올 동심으로 해서 밖으로나가는 것율 불수 있으며

(f) 에서는 거의 위아래 벽면에 도탈해 (g) 에서와 갈이 반사되어 다시

중심으로 들어 온다. 금속션의 걸어가 유한해서 (d) 에서 부티 옆변에서도

반사되어 위아래 벽면에서 반사된 천면과 교차하는 모습을 불 수 있다.

사진 3-41 에서는 이와 같이 event 의 정성척인 진행의 가시화에는

유용하지만 정량척언 빌도 변이를 알 수 없다. 사진 3-43 와 같이 유한

간격의 간섭무늬 꽤턴(finite fringe) 올 얻어 그 정량화를 가능하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진 3-43 로부려 충격파 천면에서는 소하고 바로 뒤에서는

멸하며 그 안쪽에서는 중심 부근올 제외하고는 천반척으로 소하다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심부의 간섭무늬 무뎌기 바로 밖으로는 소하고

무뎌기 안쪽으로는 밀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유동이 기하화척으로 간단한 형태률 이루거나 임의의 축에 대해

대청성올 갖게되면 해석에 용이한 장점올 갖게 된다. 본연구에서 실험한

고압 방천에 의한 금속션의 폭발은 비록 유한한 킬이와 금속션 굵기의

균일이 문제되기는 하지만 근사척으로 금속션을 춤으로 해서 촉에 수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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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방향으로 대청올 갖는 axisymmetric wave 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동경

방향으로 대청올 갖는 굴절률 변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 금속션

근방에서의 굴절률 분포는 무거운 입자들에 의한 굴절이 코게 기여해서

푸거훈 이온 때운에 중심션 부근에서 천자 밀도를 정확하게 구하기 힘툴다.

IJ

사진 3-42. Fringe pattern of wire exploding in the cubic tunnel ,

after 1/2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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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3. Finite fringe pattern of wire exploding

in the cubic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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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4 흘킬 Streak 받;r캘3 필플r- <:> 1 동훌- 론조 71 흔록

앞절에서 논의된 기록 방법은 비록 고속 촬영에 의한 것야기는 하지만

기록과 기록 사이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한현 상하 또는 확우의

대청올 이루며 진행하는 현상은 streak 방법에 의한 기록이 일반척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3-3 은 그 원리를 간단히 나타내고 있으며

앞에서 보여준 framing 방법과는 그림 3-4 파 같이 비교된다. 여기에서는

실시칸 훌로그래픽 간업계에 streak 방법을 응용하여 사각 티널에서의

충격파 진행율 사진 3-44 와 같이 얻었다. 동일한 회전 방식의 고속

카메라률 사용하였으나 결상 광학계 부분에 작은 술릿올 훨름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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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수직으로 넣고， 프리즘에 의한 shutter 광학계률 제거하여 framing

되지 않고 필름에 계속 기록되도록 하였다. 촬영시 카메라 프렴올 30000

f/s 의 속도로 회천시키면 휠름이 지나가는 속도는 112 mls 이다.

사진들로부려 충격파의 발생과 진행 및 반사를 일목 요연하게 불 수 있다.

그래서 frame 형식의 기록과 상보척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올 고려해서

두가지의 기록이 모두 가능하다면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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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4. Streak photography of shock찌ave in the cubic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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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11 5 극설 춘드으l

쩨작된 홉로그래픽 간셉계와 이와 칼은 구생을 가지는 보다 큰 test

section 올 가지는 실험 장치률 이용하여 흉로그래픽 간섭계에 의한 유체의

가시화 척용 설험올 수행하였다. 제작된 홉로그래픽 간섭계는 test section

이 r/J 80 삐 여고， r/J 135 mm 로 보다 큰 물체와 넓온 부위의 검사에는

째한올 받으므로 큰 test section 이 요구될 때에는 따로 장비률

구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J 200 mm 인 별도의 Schlieren mirror 2

캐롤 사용하여 optical table 위에 장치를 꾸며 콘 test section 이

요구되는 실험올 수행하였는데， 제작된 칸섭계 장치를 이용한 것에 비해

불편하기는 하지만 칼용 설험 결파를 얻었다.

실험 결과 느련 현상의 훌로그래피 가시화는 기록 시간율 수섭 ms

정도로 길게 할 수 있어 상용의 SLR camera 나 CCD camera 등으로 기룩할

수 있고， 실험 구성도 자체도 산란자률 사용하여 좋은 화질율 얻율 수

있었다. 그려나 충격파 천파 동은 고속 차메라와 연계 사용하여야만 기록이

가능하므로 광학계 구성이 달라지며 또한 화질에 쩨한이 있었다. 특혀 사진

3-25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용한 고속 카메라가 35 mm film 의 24 DIm

format 에 2 개씩 frame 이 구생되므로 화질이 크게 혈어졌다. 고속 현상의

기록 속도는 고속 카메라의 속도와 례이쳐 출력에 의해 체한되는데， 사용된

고속 카메라의 framing rate 가 최대 35 , 000 fls 로 물속에서의 충격파

천파동파 갈이 보다 고속 현상 촬영에는 실꽤하였다. 실험 결과 노출량은

문제가 없으므로 고속 카메라 장비만 보완되면 10 만 fls 이상의 고속

촬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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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잠 간섭무늬의 전산 해석

켜11 1 폴훌 걷!-송킬 표문」느l 역1 으J 론-1

글플극렬넣룰 켜1 훗!- 01 흔촌

간섭무늬 패턴으로 부려 원하는 청보를 얻는 것이 결국은 실제 웅용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정보를 얻는펴l 있어서는 그 정확도와 속도가

중요환 요소이다. 여기에는 간섭무늬를 얻어내는 광학척인 구성 또는

전자적인 신호 처리과정 및 이결과로부티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파 밀접하게

관계한다. 칸섭무늬를 해석한다는 것은 우션 주어진 칸셉무늬 패련으로부터

상천채 영역에서 변형에 의한 위상앓올 구하고， 그라고 그 위상값파 계륙

시스햄의 기하학적인 관계로부터 변위라든가 웅력， 굴절률동의 얻고자하는

물리량올 추출하는것이다.

본 장에서는 흩로그램에 의하여 형생되는 간섭계중에서 위상 물체롤

통과합으로써 생기는 벚의 간섭무늬롤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칸섭무늬를 형성하게 하는 매칠은 일반적으로 그 굴절률의 분포가 3

차원이며 대청생이 없다. 그려나 총탄이 공기중올 지날때 생기는 공기의

밀도변화， 훗불과 같은 프라즈마의 온도변화， 기타 인위척으로 형생되는

여려가지의 온도분포 등은 어떤 방향올 기준으로 대청인 경우도 많이 었다.

동경방향으로 대청올 이루는 굴절률 분포를 갖는 구초는 실제의 유체의

운동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으료 실제척인 유동의 해석에 중요한 대상이다.

이려한 대청을 갖는 현상은 기체 역학의 많은 부분을 포함애서 열천탈 및

플라즈마의 특성 풍석에 많이 웅용되고 있다. 아와 같이 위상 물체의

간섭무늬 해석에서는 대체로 동경 방향의 대청생이 있는 물체와 대갱생이

없는 삼차원적인 물체로 나뉘어 고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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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율 변화 계산법에분포를 가지는 매질의본 장에서는 먼저 3 차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2 차원 분포툴 하는 매질의 경우 굴절율 변화를 설체

계산하였다.

1. 3 차훤 해석

매질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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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파 갈다. 작은 구멍 D 를 척절히 움직이변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탐사각(probe angle) 을 조절할 수 있다. 일반척으로 3 치원 분포를 지나는

투명 매질올 통과하는 빛의 간섭무늬에서 매질의 굴절율올 구하고자

한다면， 탐사각의 종류와 그럽 4-1 에서 스르련의 point 수의 곱은

구하고자 하는 투과매질의 굴절율분포 갯수와 같아야 하며， 채질의 모든

포인트를 지나와야 한다. 본절에서는 먼저， 이러한 탐사광의 종류와

구하고자 하는 매질의 굴절율변화 매절의 영역 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투명 매질율 통과하는 빛의 회절이 없다면 3 차원 분포를 하는 매질은

그림 4-2 와 같이 2 짜원척인 면의 집합으로 불 수 있으며 8 , p 롤

지냐는 빛의 위상 변화 φ(ρ ， 8 ) 는 다음과 같이 쏠 수 있다[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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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륙히 a 가 0 일때 φ(y t이 를 y 에 대하여 Fourier 변환율 행하면 4-2

와 갈이 된다.

ξy[φ(YtO)]

=JJf( x,y)exp[-i2x (fxx + fyy)]따dy (강2)

여기에서 fx=O 이고， 마찬가지로 φ (p ， O) 롤 p 에 대하여 Fourier 변환

하면 그림 4-2 의 (b) 와 칼이 fxtfy 공간에서 한 확표를 치지 하게 된다.

ξy[φ(ρ， 0)] = F(R,/J) (4-3)

= J φ (p , 8 )exp[ -i2xRp ]dp

축 fx. fy 공간에서 임의의 좌표는 투파때질를 p , 8 로 통과하는 빛의

위상변화는 1 : 1 의 관계가 었다. (4-3) 식올 convolution 척분 방법에

의하여 척분올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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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식과 같으며， 여기에서 x=sin( a ) 이고 y=cos( a) 이다. (4-4) 식에

의하여 꿀철율변화 f( x,y) 를 구할려면 탑사광의 각도를 -900 에서 +900

영역까지 위상변화에 대한 떼이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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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훌로그랩올 포함억여 여려가지의 optics 들은 그 코기가

유한하므로 위상 변화를 취할 수 있는 탐사광의 범위가 매우 한정척이다.

그리고 셜사 모픈 탐사광의 각도를 1800 조절할 수 있어도 (4-4) 식에서

굴절용의 변화를 알려연 이론척으로 많은 8 짧애 대한 례이타롤

확보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만일 F(fx.fy) 가 유한한 band

폭올 지나고 있다면， 죽 굴절율의 변화가 크게 변화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Nyquist sampling 원리에서 알려진례로 적절한 sampling 만으로

천체 공간에서 f(x~y) 률 구활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는데， 여기서 4 가지의 방법올 소재하고자 한다.

첫번째， 굴절율변화함수 f( x~y) 가 band_limited 이고 갱계면이

무한하지 않는 합수임을 가정하고 이 함수를 근사척으로 식 (4-5) 와 같이

표현하고 다시 (4-1) 식에 대입하여 계산올 하면 식 (4-5 ’ ) 과 같이 (4-4)

와는 다룬 표현올 얻올 수 있다.

M-l N-l
f( x~y) = 1: 1: φ(lxm ， lyn) sinc[(x - lxm)/lx] (4-5)

m=O n=O

x sinc[(y - lyn)/ly]

M-l N-l
φ (p. (J) = L L <f)(lxm.lyn)

m=O n=O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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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ly 는 그렴 4-3 애셔 보는 바와 같이， (f)(lxm.lyn) 는 sampling 된

불절율변화 data 이다. 식 (4-5’) 은 analytic 하게 척분 가능하므로 그립

4-3 올 이용하여 척분올 수행하면 식 (4-6) 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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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N-l
I LWmn ( Pi , (1 j ) 헝Uxm， lyn) =φ( Pi , (1 j ) (4-6)

m=O n=O

여기서 Wmn 는 (4-7) 파 같다.

W빼(Pi ，(1 j)

= (l + tan2 (1 J )1 /2 Ix sinc[ (1 iseCPJ + Ix m tan (1 j - lxn] fly

for 0 s Itan (1 j I sly/Ix

(l + tan2 8j )1/2 (ly/ltan (1 jl)sinc[(Pisec8j + Ixmtan8j

- Iyn)/lx tan (1 j]

for Iy/Ix < Itan 8 j I <∞

ly sinc[ Pi + mlx/Ix]

for Itan8j I = 0。

(4-7)

식 (4-6) 우변의 φ(Pi ， 8j) 는 Pi , (1 j point 에서 측정된

위상변화를 의미하며， i, j 의 종류는 알고자하는 꿀절울의 point 수 {따센)

와 일치하여야 한다. 알고자하는 불절슐의 point 수는 sampling 이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크기가 유한한 투과매질의 공간주파수는

무한히큰 경우에도 그 값이 존재하나， 이식올 유도하기천에 공간 주파수가

band limited 되어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Nyquist sampling 이론에 의하여，

측정하고자하는 point 수， 즉 획대 따R 값올 결정할 수 있다.

연렵방정식의 수와 미지수 φUxm， lyn) (n=O , •• N, m=O , •. ,M) 가 칼으므로

(fHlxm,lyn) 를 쉽께 구할 수 있다.

둘째의 방법은 첫째의 방법과 유사환더11 (4-5) 식올 (4-8) 식과 같이

두고 같은 방법으로 그 혜를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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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N-1
f(x ,y) ~ L L GD(lxm ,lyn)

m=O n~O

x rect[(x - lxm)/lx] rect[(y - lyn)/ly]

(4-8)

셋째의 방법은 Harris 의 수학적 이론에 근거를 둔것으로， 간섭장치에

사용된 optics 에 의하여 생기는 aperture 의 유한한 코기 때문에 생기는

육청가능한 공간주파수의 제한률 극북한 것이다.

일반척으로 탐사광의 각도가 aperture 의 코기 때문에 그립 3-4 의 (a)

와 같이 제한을 받는다. 즉 주파수공간에서 생각할때 (b) 와 갈이

측정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께 된다. 3 번째의 방법은 土 V 영역밖의

주파수공간에의 F(fx , f y ) 값올 구하는떼 그 목척이 었다. 이련한 방법의

이론적 근거는，환청된영역의 연속인 함수를 Fourier 변환혔율때 변환된

함수는 analytic 함수가 된다는 것에서 그 끈거률 찾올 수 있다. 측 f lo'

구역에서 정확히 알려진 analytic complex 함수는 다른 영역의 data 도 알

수 있다는 일반척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f(x ,y) 가 -Lx < x < Ly 이고 -Ly < y < Ly 이면 f( x,y) 는 Fourier

series 로 완벽하게 표현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CJ) CJ)

f( x,y) = L L Gmn exp[ i2 1t (mx/Lx + ny/I싸] (4-9)
m=O n=O

식 (4-9) 를 Fourier 변환하면，

CJ) CJ)

F(fx.fy) = Lx Ly L L Gmn
m=-∞ n=-Q)

x sinc(m - Lxfx) sinc(n-fyLy)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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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율변화의생각할때의미를의(4-10 )식
'l
、-6mn같이되는데，와

값이 됨율 알 수에서의fy= nlLy의 fx 댄νLx ，주파수공간함수 F(fx.fy )

있다. 윗식은，

(4-11 )[Wlij[6]j ::: [Fli

에서φ (Pi , Oj)측정된의하여식에(4-3)식우변은표시되며，팔로

표시되는 알려진팝으로 표시구할 수 있으며， [Wlij 는 sine function 의

(4·‘ 11)계산법은이려한그러나구할 수 있다.협게
'l

‘-Gmn값이므로

큰 오차를 유발 할 수6mn 의의 작은 오치에도보듯이 F(fx , f y )식에서

올구하고자 하는 Gmn에서처렴
、--,
-

L
U

,,.‘‘4-4 의그림오차는이러환었다.

의를 알고자 하는 GmnF(fx.fy ) data체한하고，영역내부로직사각형와

수보다 많이 취함으로써 그 오차를 감소시컬 수 있다.

위에서이 방법은에 의한 접근 방법이다.방법은 iteration넷째의

는 k-th iterations φ i (k)수 있다.모두에 척용될방법가지사용된 3

롤변화 WiJ fjOd

;0<....,구했올때의 강과 실체의 측정쳐 φi 값파의 화이룰 나타낸다.

phase역으로이용하여를fJ (k)구해진의하여에

(4-12)Wijfj (k) ,

뼈’매
--4

뻐따
FI‘‘、...

,
.,
」

.,‘
mw,.,.‘---

J

f
L
·J

--··ia

δφ ilail= φi - ( cfj(k+ l)

j 지점의 굴절융변화 fj 는 fj 가 기여하는 모든 위상변화 찌ijfj 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용것이다.률 정하는최소가 되도록 fj가오차( δ φil그

에서 i 가 어떤φi측정위상강최종적으로 오차률 최소화시커려는 상대

이러한 경우에있다.

대비하여 iteration 완화계수 c 률 0.5 이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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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atial plane (b) frequency plane

그림 4-4. Notation for the frequency plane restoration technique

2. 축대청 위상물혜의 해석

지금까지 고활환 것은 투과매질의 기하학적 형상이 대칭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투과매질의 모양이 임의의 변을 어떤 한 방향으로 회천한

모양을 지니는 경우는 굴절율 분포가 간단히 구해진다‘

그럽 4-5 는 투파매질이 대청인 경우이며， 대청생이 있는 물혜에

대해서는 일반칙으로 수치해석척인 방법으로 접근되며， 간철한 수치해로.
、-‘

Hauf 와 Grigull 의 stepwise 근사가 있다[4-2] • 그려나 Ladenburg 동은 식

(4-4) 의 f( r) 이 각 angular 생분에서 r 에 션형척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해서 수치 해석하였다[4-3] • 그리고 Barakat [4 -4] 와 Sweeney [4-5] 는

f( r} 율 S해!pIing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Sweeney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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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data 의 축소에 유용하다. 한편 충격파와 같은 고속의 유동

현상에서는 간업무늬 차수의 불연속션이 생낀다. Bracewell 은 어려한

품제의 해결융 시도하였고[4-6.7]~ Bennett 동은 이러한 문쩨롤 깊게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방법은 모두 근사 방법으로 가장 좋윤

방법은 측정 대상 물체의 구초와 얻어내는 data 의 양에 의폰하여

션택되어야 한다. Kulagin 동의 연구에 의하면[4-8) ， Nestor 와 Olsen 의

방법이 가장 보편척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펑하고 있다.

그림 4-6 은 투과매질이 대청 인 청우， 광의 path 와 위상 변화롤

나타내고 있다. 즉 탐사광이 Z 축 방향이고 매질은 X 혹에 대하여

그렴 4-5. Axisymetric phas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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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FY N(x)

Z

그림 4-6. Radial refrective index change ofaxisymetric phase object

대칭일때， x 촉에 직각인 방향으로의 단변에서， 굴절울의 변화가 r

방향에만 의존할때 이려한 매질올 통과하는 매질의 위상 변화는 다읍과

같이 쓸 수 있다.

all δnl + al2 δOZ + al3δn3 + auδ04 .

au 8nz + aZ3 δ03 + a24 8n4

a33 δn3 + a34 δ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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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 δOm =( JlψR) kl

+ aZm 80m =( Jlm!R) kz

+ a3m δOm =( Jlm!R) k3

..................
amm δOm =( Jlm/R) km

(4-13)



식 (4-13) 에서 all ..... amm 는 그렴 4-5 에서 보듯야 면척에 벼혜하는

양이고， R 은 원의 코기를 나타낸다. 식 ( 4-13) 은 m 개 촉정된 위상 km 과

계산된 ·amm 에 의하여 δnm 올 쉽께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4-13) 율 이용하여 대청인 경우에 대하여 굴절율의 δnm 율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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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11 2 출킬 걷1-쏟3 표금느콰 어l 으1 혼1

우~~냥으괴 켜1 스1- 뱉킬

1. 위상 이동법(phase shift 또는 phase stepping)

간업 꽤턴 해석의 자동화에는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 그 줌에서도

대표척인 것이 잡신호의 체리와 간섭무늬 차수의 결청이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칼이 주어진 하나의 깐섭무늬 패턴올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영상처리 기술율 이용하여 정확한 간섭무늬의 극대 또는 극소점들율

핫아내어 간섭무늬션을 추출해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간섭무늬의 차수롤

결청하게 된다. 그려나 칸섭무늬의 차수는 컴퓨려가 알아서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기준되는 간섭무늬의 차수와 그 중감을 인위척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려나 위상이동법율 이용하면 간섭무늬 꽤텀의 간단한 처려로부려

변형에 의한 위상값올 협께 구활 수 있어서 이 방법으로 간섭무늬 해석

소프트훼어롤 간단하게 할 수 았다[4-9]. 거의 모든 간섭무늬 때턴(관측면

xy 의 X, Y화표에서 화소의 밝기(grey level) 짧}은

、..,,
‘,
l
ia

JXW
때

vuV
A

,...
‘

Lu+、---’
내

V
A떠

--‘‘,-JV
A

,...
‘

---‘
(4-14)

와 같은 형태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내고자하는 것은 변형에 의한

간업위상(interference phase) ~(x ， y) 이다. 간섭무늬 꽤턴 자동화의

‘‘ •

헥심은 각점에서의 위상값의 결정이다. 위상이동법에서는 식 (4-14) 로

부터 위상을 얻기 위해 재생시 두법중의 한쪽 거울에 부착된

PZT(piezoelectric transducer) 를 이동시켜서 상대척인 위상치롤 춘다.

만약 a 만큼의 위상올 아동시켰다변 동얼 변형에 대환 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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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칼이 식 4-14 파 유사하체 얻어진다. 식 (4-14) , (4-15) 로 부티 1 ,

iz 는 알고 있으므로 a 롤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상이동된 2개의 상율

포함해 모두 3 개의 상이 휠요하고(a = -0.5 π 로 하여 2 재의 상으로도

가능[4 -10 1) a 롤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4 개의 상만 있으연 간섭위상 ￠ 률

얻올 수 있다. 즉 석 ( 4-14) 에서 i 률 11 이라고 하고 위상이 2a 이동된

상의 밝기롤 13 에 대해서 간섭위상 <jl(x ,Y) 는

<jl(x ,y) = tan-Ie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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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된다. 이때 밝기외 국소명균 a, 그라고 간섭무늬 contrast 와의 곱 b 도

(it-iz)
b(x,y) = (4-17)

cos[~(x， y) + a] - cos[~(x ， y)+2a]

빠
A

ιI

•
I
l‘‘떠

+、‘..,
””xt,‘‘‘쐐

m‘...
,

JXM’i
·1
i

--、--’
내
x

떠

와 같이 얻어지는떼 어값률은 밝기가 불균일할때동에 영상쳐리에 유용하다.

4개의 영상올 이용할 때도 이와 유사하다. 이것올 연속화하는 과정(phase

unwrapping) 흩 거치면 연속적인 위상짧율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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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FT(Fast Fourier Transformation) 방법

간섭무늬션 추출동의 생가신 과정율 거치지 않고 간섭위상율 구하는

방법으로는 위상이동 방법 외에도 FFT 방법이 있다[4-11]. 이 방법은

Fourier 변환율 이용하는 것으로 Fourier 변환을 구하기 위해 식 (3-14) 률

‘‘l
I

JV
A

’---‘*•F
v

+JV
A띠

+‘
l
l
·-

JV
A떠

--‘----JV
A

t--‘·1
4 (4-19)

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여기에서

‘---‘‘,,‘
JX’’’

l‘
AV-1

-v
뼈‘

‘‘.,,
Jxt

•‘‘
ID--、--,

,
JV

A
·I
·
-
、

F
v (4-20)

이고 j 는 허수단위이며， * 는 복소 꽁액을 의미한다· 어때 i( x ， y) 률

이차원 디지탈 Fourier 변환(FFT) 해서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I(u , v) = A{u ,v) + C(u ,v) + C*(u , v) (4-21 )

i(x,y) 가 공간 영역에서 순수한 설수값올 가지므로 l(u,V) 는 주파수

영역에서 Hermitian 이다. 그래서 l(u,V) 의 실수부는 even 이고 허수부는

odd 여서 그 북소진폭 스펙트렴은 원접대청처렴 보인다.

주파수 영역에서 bandpass 필혀률 사용하여 Hermitain 생질율 깨고

더나아가 broadened zero peak를 없애서 C(u ,V) 와 C*(u,V) 만이 남께

한다. 이 C(u , V) 률 역 Fourier 변환해서 북소수 c(x ,y} 를 얻는다. 그래서

각점에 대한 간섭위상 φ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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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구할 수 있고 C*(u ,v) 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 q,(x ,y) 률

구한다.

3. 간섭무늬 추적법(fringe tracking method)

추척법에 의한 간섭무늬 꽤턴의 해석은 다읍과 같은 과청율 거치게

된다.

간섭무늬 위치 확~(fringe position identification)

각 간섭무늬의 하수 결정(fringe order determination)

광학척인 기하 구조 상수와 간섭무늬 청보로 부티 측정 더l 이타 계산

깐섭무늬의 위치확인과정 즉 간섭무늬의 중심올 핫는 과정은천처리과청，

추척으로 나누어지면 그 과정들은 각각 다음의 내용들이다.

가. 깐섭무늬 천쩌랴파청

광학적 잡신호의 제거로 간섭무늬 위치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천처리과정(preprocessing)이다[4-12]. 이상적인 간섭무늬 꽤턴에서는

세기가 극대 극소밟 사이에서 부드렴께 변해서 깐성무늬의 극대 극소

위치가 간단하께 확인된다. 그려나 그려나 일반척인 간섭푸늬의 위치

확인올 위해 잡신호률 줄여서 간섭무늬의 션명도롤 높이는 smoothing

기술로는 Chebyshev 다항식의 최소자승맞추기(l east square fit) 에 의한

다항식 smoothing 기법파， 화상에서 3x3 행열 주변의 세기를 명균해서

행열 중앙의 세기와 비교， 두값의 차이가 한계치이상의 짧아면 중앙짧율

재정의하는 명균법 (local averaging) 및 low-pass filtering 올 위환 고속

Fourier 변환(Fast Fourier Transforma)올 이용하여 잡신호률 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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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필티 기법이 있다. 이중에서 다항식올 이용한 것과 디지탈 필티롤

- 이용한 것이 평균법보다 간섭무늬가 뎌 찰 매끈하게 되지만 쳐리 사칸온

훨씬 뎌 길다.

나. 칸섭무늬 추척 (fringe tracking)

앞에서 논한 간섭무늬의 위치 확인은 결국 간섭무늬의 추척율 위한

것이다. 간섭무늬의 추척 방법은 여려가지가 있어서 그 셰밀한 파청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척으로 다읍파 칼은 과정올 거친다.

상율 필려렁한다·

성무놔둘 사아 중간에 션올 그어 간섭 무늬률올 나누기 위해 세기

데이타로부터 곡션을 맞춘다. 또는 다움에 처리될 자료의 양율

줄이는 패턴의 골격화를 위해 세기의 극대와 극소를 확인 추척한다.

간섭무늬의 차수률 상호관계에 의해 또는 자동으로 결정한다.

칸섭무늬 꽤텀 자료로 부터 혹정하고자 했댄 상수들을 계산한다.

물론 여기에서 화상의 필티령 없이도 간섭무늬 추적이나 곡션 맞추기률

활 수 있다. 그려나 보통 간섭무늬 대비가 좋도록 천처리를 하는폐 스꽤률

참신호쳐혐 공간 주파수 장신호가 간섭무늬의 공간 주파수보다 높율 때

쳐주파 통과 필티령을 한다. 쳐주파 통과 필려령윤 각 화소 (pixel) 의

세기값율 그 화소와 그 이꿋에서 챈 세기의 평균， 가중치에 의한

명균(찌eighted average) 또는 중간값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피사체가

고르지 않게 초사되었을 때회렴 잡신호가 간섭무늬 보다 낮은 공간주파수얼

때는 고주파 톰과 필티링율 환다. 그래서 부드리훈 곡션이 좀 더 균일한

배청값율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섭무늬의 중앙션 추척법은 다읍

철에서 설명한다.



다. 간섭무늬의 차수 결정

앞에서와 같이 간섭무늬의 중심션이 핫아지연 각 간섭무늬션 마다

차수를 결정해주어야 물리척인 상수롤 얻기 위한 기본척인 요건이

만족된다. 그핵나 기준무늬가 실려 있지 않은 간섭푸늬 꽤턴의 간섭무늬로

부려는 절대척언 치수의 결정이 불가능하다. 그려나 제 2 장， 훨리에셔

논의된 바와 같이 기준 무늬률 실으면 주어진 간섭무늬로부티 절대쩍인

차수를 결정할 수 있다. 차수의 결청은 그림 4-9 에서와 갈은 finite

fringe 에서 기준 무늬와 평행한 션올 그어 명행하케 되어 만나지 않는

부분을 N=O 요로 시작해서 처읍 만나는 간섭 무늬션이 N=l 이고， 만날

때마나 1 씩 증가한다. 그러다가 만나는 간섭무늬션의 기울기가 반대가

되면 차수는 바로천과 같고， 다시 칼 수록 차수는 풀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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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1 3 흩훌 프프츠료二그 록켈 으l 촌..:I 쳐l 二규J덩

1. Menu

본 철은 임의의 축에 대하여 대청인， 광학척으로 투명한 매철의

굴절융의 록청하는더l 휠요한 프로그랩의 내용 및 그 사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프로그랩의 천체구생은 C 언어로 구성되어있으며， IBM 486 ,

마우스， VGA 보드 등이 휠요하다. 프로그램의 main menu 는 영상율 buffer

에 옮기는 방법， 계산에 휠요한 변수의 입력에 의한 굴절용 계산， default

변수에 의한 굴절율의 계산， 계산된 굴절올의 display 등의 4 가지

과청으로 되어있다. 각각의 main menu 는 하부의 sub menu 로 구성되어

었다. 그렴 4-8 야 천체의 구성도이고 사친 4-1 이 menu 의 화면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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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Menu:

Fnd Cen Fnd Ord Fd_Fr_Sp Fit Dat 뻐 Ind앉

Lpf Up>Dow ! Fn_Sy ! Fit_S_xy I ILd_Ce_Fl!
Thresh Do짜n>Up ! Zernike Zernike
5 x 5! Lin Ord ! Display In Pa t
Inpt_Pa ! QUit In Pa t QUit

-IQuit Quit

그렴 4-8. Block diagram of compute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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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었는 모습이다.

본 절에서는 먼져 각 메뉴의 역할율 셜명하고 다음 다음 절에서 그

메뉴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율 논하려한다.

2. 엔enu 의 단계

o Get_Img : DI 보드로부티 떼이타롤 얻는 과정으로써， Real_Img 는

카메라에서 얻은 테이타를 모나타 2 에 표시하는 과청이고，

Cap_Img 는 카메라의 1 frame 율 DI 보드의 buffer 0 에

져장하는 역활율 한다. Cap_Img 과정을 완료하면 마우스에

의하여 구역이 정의된 영상 떼이타를 디스코에 저장한다.

이렇게 처장된 영상 떼이타는 Load_Img 에 의하여 수시로 DI

보드의 buffer 0 에 loading 된다. Get_Img 과정이 몰나면

'sxyexy ’ file 이 반틀어지며 , 여 기 에는 cap_img 혹온

load_img 파쟁에서 얻은 떼이타의 좌측상단 화표와 우측하단

좌표가 save 되어 있다. 사진 4-2 가 카메라올 통해 들어용

원래의 간섭무늬 꽤턴의 영상 화면이다.

。 Step_Pre: 굴절율을 구하는 과정은 여려 가지 과정올 거치는떼

각 과정은 간업무늬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천처리 과정율

거친다. 본 과청은 굴절용올 구하는데 훨요한 변수와 천처리

및 fringe tracking 방법 둥을 정하는 과정 이 다. 이 과청

에서 정해진 방법은 GO_Al l_Pr 파정에서 default 로 청해

진다. 죽 여기서 정의되는 변수는 static gloval 변수로써

프로그햄율 구생하는 어떤 합수에서도 감지된다. 사진 4-3

에서는 영상 처리의 체리 방법율 셜청하는 모습올 보여 주고

있다.



사진 4-2. Raw fringe pattern obtained by interferometer

사진 4-3. Variable determination for the 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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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d Cen: 이 과청은 간섭무늬의 충섬션율 핫는 여지가지 충에셔 3

가지롤 계시하였다. Lpf 방법은 투과 매질율 톰과한 후외

례이져 법의 intensity 가 일정하지 않고 Gaussian 이거나

다른 분포률 지닐 수 있다는 가쟁에서， 떼이타률 binary 화

시키는 방법으로 low frequency 생분율 구하여 훨래

떼이타에서 뺑요로써 binary 화 시키는 방법이다. Threshold

방법은 례이타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일정한 짧율 중심으로

binary 화 시키는 방법이다. 5 x 5 방법으로 binary 확

시키는 방법은 극대첨율 핫는 것으로 다융절에서 상세히

셜명하려 한다. Input_Pa 는 중앙션율 찾는떼 필요환

파라미타를 입력하는 곳이다. 사용함수는 stcenter(centerl(

average() , lpf() , threshold() , cen55() , cenl1() , rmv() ,».

사진 4-4 가 찾아진 충심션율 보여주고 었다.

- Fnd_Ord: 이 과정은 Ordering 파청이다. 각 충섬션에 척절한 짧율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down >up 과정온， carrier fringe

중에서 윗쪽 즉， y 확표가 작온 중심션은 큰 앓이 되고 y

확표가 큰 중심션온 작온 앓이 되도록 ordeing 하는 것이고，

up >down 온 반대의 방법으로 ordering 한다. lin_ord

는 본 프로그햄에 쩨시되어 있져 않으며 었지 않으며 차후

ordering 함수가 깨션될 경우에 사용할 수 었도록 하였다.

사용 합수는 ordl 1C ) 이다. 사진 4-5 가 차수가 결청원 간섭

무늬 왜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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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Fringe order number obtained by carrier 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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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_Fr_Sp: Fd_Fr_Sp 는 측정하고자하는 투파매질의 형상에 대환 정보률

얻는 과정이다. 투과 매질의 형상온 투과매질의 경계션 추출，

투과 매질의 대청축 추출， carrier fringe 의 경사도 계산

동으로 나눈다. Fn_Sy 는 위의 떼이타를 획득하는 과정이고，

Zernike 는 떼이타률 Zernike polynominal 로 fitting 할 때

데이타 변에서 fitting 하기률 훤하는 부분율 circle 로

취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Display 는 Fn_Sy 에서 구한 여려

가지의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게 하는 역할울 한다. In_pa_t

는 Fn_Sy 롤 수행하기 위해서 휠요한 여랴가쳐 변수롤 업력

하는 곳이 다. 사용함수는 shape( baseline () edgeline() ,

sys_line(» 이 다. 함수의 수행이 끌나면 ’ syme_lin ’ , ’ base ’ ,

left’, ’ right ’ file 이 형성된다. 이 화일은 대청혹，

carrier fringe , 경계션의 오론쪽， 왼쪽 올 각각 나타낸다.

사진 4-6 이 결정된 대청축 및 경계션을 보여 주고 있다.

- Fit_dat: Fit_S_xy menu 에 의하여 ordering 된 데 이타 중에서

대청축의 오른쪽 부분과 경계션 사이에 있는 데이타를 션택된

ploynominal function 으로 fitting 한다. Zernike 는

Fit_S_xy 와 마찬가지로 Fd_FCSp 의 Zernike 에 의하여

정의된 부분의 영역을 Zernike polynominal 로 fitting 한다.

In_pa_t 는 fitting 에 훨요한 여려가지의 변수률 입력하는

메뉴이다. 사용된 합수는 stfitda(fitba(} , fitda(}} 이다.

이 파정의 함수 수행이 끝나연 ’ datacoef ’ , ’ basecoef ’

화일이 만졸어 진다. 이는 각각 fitting 계수롤 의미한다.

사진 4-7 이 fitting 된 data 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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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Ax is of symetry and boundary line

사진 4-7. Zernike polynominal fit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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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_Index: Fd_Index 는 굴절율변화를 계산하는떼 필요한 변수의 입력이

있용 후 앞 절에서 밝힌 방법으로 aiJ 률 계산하고 굴절옳

변화를 계산하여 DT 보드의 buffer 0 에 입력하는 때뉴이다.

사용된 합수는 index() 이 다.

。 Go_All_Pr: 이 과정은 step_pre 에 의하여 청해진 방법과 변수률옳

이용하여 굴절율 변화롤 계산하는 과정이다. Pre_pr 는

Step_Pre 에 의하여 default 로 정해진 방법과 변수률 다시

변경할 경우에 사용된다. 사용된 함수는 mproeess() , preallw

(indataw( )) 이 다.

。 Display: Step 별 혹은 GD_ALL_Pr 과청에서 얻은 굴절율 변확률

그래프로 얄아보는 과청이다. 이 과정은 굴쩔율 변화률 3

차원척으로 알아보는 three d 메뉴와， 임의의 단연융

알아보는 Cross_se 메뉴와， 굴절율 변화를 16 단계의 색깔로

normalization 시켜서 굴철올 변화률 알아보는 과청으로

구성된다. 사용된 함수는 각각， threedplot() , eolord() ,

erossd( ) 이 다. 사진 4-8, 강9， 4-10 이 각각 삼화훨

display , 단면의 굴철률 변화와 굴절률 변화의 pseudo-color

모습이다.

- 163 -



사진 4-8. 3-D display of refractive index variation

사진 4-9. Refractive index variation of selected cor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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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0. Pseudo ’ color display of refractive index variation

3. 프로그햄 변수

프로그램 구성에 사용되어 실제 작엽수행에 필요한 변수는 다음과 칼다.

。 WFILE: 어 변수는 Go_Al l_pr 파정 에 필요하며， processing data 툴 DT

board 의 buffer 0 에서 가져올 것인가， 혹은 disk 에서 가져올

것언가를 정한다. default 는 0, buffer 0 의 더l 이타률 이용

한다. WElLE 은 0 혹은 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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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eEN : 이 변수는 중앙션을 핫는 3 까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율 태할

것언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값이다. 1 이면 LPF , 2 이면

threshoding , 3 이면 5 x 5 방법올 나타낸다.

。 WLPFN: Low pass filter 롤 만드는 경우， window 의 코기롤 말한다.

default 의 경우 5 로써 11 x 11 window 를 사용한다.

。 따때E: Thresholding 에 의하여 2진화 시킬경우 경계치 앓올 나타낸다.

default 는 128 이 다.

。 때MV: 중앙선의 길이가 pixel 단위로 어느 경계치 이하이면 잡신호로

간주하여 버린다. 째MV 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짧으로，

중앙션 길이가 때MV 값 이하면， 이려한 중앙션 좌표는 중앙션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WSCANN: 되lresholding 혹은 LPF 에 의하여 2친화된 더l 이타의 중심옳

핫는 과정에서 2 진화 데이타의 두께에 해당하는 값이다.

default 는 10 이 다.

。 WORD : Ordering 하논 방법 2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올 태할 것인카률

정하는 강이다. 1 이면 DO째 >UP , 2 이면 UP >DOWN 율 각각

나타낸다.

o WA'때N: 이 값은 천처리 과정에서 speckle 형 잡신호를 처리할 때 3x3

window 에 의한 잡신호제거를 몇번 수행할 것인가롤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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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HINN: 앞에서 소깨한 중심션 찾기는 2 pixel 이상의 두쩨가

있으므로 이것율 thinning 할 필요가 있다. w돼INN 는

thinning 수행 횟수롤 나타낸다.

() STARTORDER: Ordering 된 떼 이 타의 시작앓을 나타낸 다.

。 EDORDER: Ordering 된 데이타의 마지막 값율 나타낸다.

。 WBUI<P: 투과 매질의 형상율 결정할 때， 즉 투과 매질의 경계션 모양융

함수 f(y) 에 의하여 fitting 활 경우， 그 차수롤 결정하는

값으로9 1 - 4 사이의 값율 지닐 수 있다. Default 는 2 아다.

o WBFNO: Carrier fringe 생폼을 천체 data 공간에서 f(x,y) 의

연속척인 함수의 팔로 나타낼때 그 차수롤 나타낸다. Default

의 경우 WBFNO 는 3 이다. 이 값은 3, 10 , 15 9 21 , 28 의 강율

가질 수 있다.

。 WDFNO: 투과 매질을 통과한 간섭푸늬의 data 공간에서 9 ordring 된

데이타의 값율 f(x, Y) 의 연속척인 함수의 팔로 나타낼 때 그

화수를 나타낸다. Default 의 경우 WDFNO 는 21 이다. 이 짧온

3, 10 , 15 9 21 , 28 의 짧율 가질 수 있다.

。 WBSIEP: Carrier fringe 를 fitting 할 때 sampling 데이타 좌표의 x

축상의 간격율 의미한다.

。 WDSTEP: 투파 매질의 fringe 를 fitting 할 때 sampling data 확표의

X 축상의 캄격율 의 III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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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의samplingfitting 할 때fringe 를투과 매질의

총갯수롤 의미한다.

。 WFEL NO:

차이률의떼어타와 f( xs. ys)samplingO 찌TEST: Fitting 율 한 후

확인하는 과정율 천체프로그햄에 포함 시킬 것올 판단한다.만약

이 앓이 1 이면 천체 프로그랩에 확인 절화를 거친다. Default

값은 1 다. 이 값은 0 과 1 올 가질 수 있다.

。 WPIX : 굴절옳 변화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값으로 실제 간섭무늬 1 em 가

buffer 0 에서 차지하는 pixel 의 갯수에 해당한다.

。 w뻐M : 계산에 의하여 구한 굴절율 변화를 최대짧과 최소값이 o - 255

사이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규격화 시키는 과정이다.

。 WEDGE: 투과매질의 경계산융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값이다.

Carrier fringe '
‘- 이상적으로 직션형이나， 투파 매질이

존재하는 경우 간섭무늬는 직션 모양에서 휘어지게 된다. 간섭

무늬의 증섬션이 직션 모양에서 이탈한 청도가 이 WEDGE 죠k

이상이면 투과 매질의 경계션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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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4 극설 호프흐료二그 륙뀔 어11 A.l-~를-특권 일호고"2 e-1줄릎

간업무늬의 중앙션 추출방법은 2진화， 충심션 찾기， thinning , noise

체거의 파청을 거친다. 간섭무늬의 2 진화 방법은， 업의의 threshold

앓울 중심으로 떼이타를 binary 화하는 방법과， threshold 짧을 pixel 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청하는 방법，최대첨 혹은 최소점올 핫는 방법 둥이 었다.

첫번째의 방법은 툴째 방법의 륙수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둘째 방법율

설명하기로 한다.

둘째방법에 의한 방법은 배경생분윤 큰 창으로(big window) 국소명균율

함으로써 가능한뎌~ , 본 연구에서는 이 창의 코기률 WLPF 짧으로 변청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의 방법은 각 pixel 에 대하여 다옴의 초컨율

만족할때 Goo 률 극대점으로 하였다.

J‘,‘nu+’‘””nu+3---nu、/nv’lnu+n
v

..‘
Fu+MFu

> G-I-Z + Go-z + GI-2

--‘‘“‘
”u+

잉
”u+--

경

”u、/‘,‘n
u

nu+..
‘

n
u

nu+M”u

> GZl + Gzo + GZ-l

,‘..‘
nu+--,‘”

h
u

+”“
nu、/----,‘

nu+..‘..‘
nu+Mnu

> G-2-2 + G-2-1 + G-I-2

(4-23)

여기서 Gxy 는 Goo 로부티 각각 x,y 방향으로 x,y pixel 만큼 혈어진

위치에서 gray level 울 의미한다. 극소첨의 경우 부동호 방향이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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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션 찾기는 2 진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첫째와 둘째항에 해당하며

셋째의 방법에 의하여 구해진 2진 떼어타는 극대점에 늬하여 2친화

되었으므로 중심션아 이미 핫아진 경우이다. 앞의 두가지 경우 그렴 4-9

과 갈이， 엄의의 한점에서 Ny < Nx 이고 Npy -Nmy 가 1 보다작거나，

Ny) Nx 이고 Npx - 빠x 가 1 보다작으면 중앙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앙션을 찾는 과정에서 얻어진 떼이타의 두께가 2 pixel 이하인떼 이

경우 tracking 에 문쩨가 발생하므로 중앙션의 두꺼l롤 1 pixel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램 4-9. Schematic diagram of centerlin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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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한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중심션 핫기롤 하면 speckle 형

참신호가 존재한다. 이려한 noise 체거를 위하여 임의의 한 pixel 에서

이어져 있는 pixel 의 총갯수룰 계산 하였고， 연결되어었는 pixel 의 총

갯수가 째MV 이하이변 간섭무늬의 중섭션이 아닌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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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n 5 룰혹 춘드으1

그러나 이 와 칼은 Abel 척풀 방법들은 오차에 대단히 민감할 뿔만

아니라 noise 가 극히 많아서 실쩨척인 어려옴을 준다. 이려한 문쩨롤

해결하기 위한 여려 방볍이 시도되고 있는떼 특허 Fourier 방법이 그

해결핵￡로 추천되고 있다[4-13].

사진 4-8 는 계산된 굴절률 변。I의 몇가지 운제점율 보여주고 있다.

우션 엄밀한 의미에서 대칭이 아닐 때의 문제이다. 대청촉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불연속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기 data 의 오화에 의한

축척된 오차가 경계충에서 심환 noise 를 유발한다는 첨도 체가 된다. 또한

Zernike 다합식에 의한 fitting 올 가본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충격파의

천면파 칼은 급격한 밀도 변이률 보이는 경계변에서는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프로그햄은 정생척인，

또는 개략척인 정량화를 요구하는 청도의 용도로는 척합하나 좀더 청밀환

청량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172 -



저I 5 A~
C그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속발진 례이처를 이용한 실시간 훌로그래픽 간섭계률

셜계/제작하고， 그 흩로그래픽 간섭 무늬의 청량척 해석 software 률 개발

하였으며， 웅용실험올 통해 실제 활용의 기반율 마련하였다.

1. 훌로그래픽 칸셉계 개발

사용목척에 따라 2 개의 훌로그래픽 간섭계를 셜계하고， 쩨작하였다.

두 간섭계가 공유하는 특생은 다움과 같다.

- 유혜분포 및 투명한 물체의 비파괴검사 광탄생 연구둥올 주 사용 묵척

으로 하는 투과형 실시간 홈로그래픽 간업계이다. 따라서 한 물혜의

검사에 하나의 훌로그햄만 제작하면 되고， 결과의 가시화가 실시간

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camera 동의 별도의 간섭무늬 가록장치률 필

요로 한다.

- 간성푸늬의 정량 해석율 위해 video camera 와 image board 롤 내장하

고， 축 대청이 있는 물체에 대한 간섭무늬 해석율 위한 software 률

개발/ 내장하였다.

- 청 량척 해석올 위한 finite fringe pattern 율 얻기 위해 carrier

fringe 를 실을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정생척인 분석이 쉬운 infinite

fringe pattern 도 얻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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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10 mW 급의 He-Ne laser 롤 내장하고， 레이져 출혁올 충분

히 사용할 수 있도록 collimated beam 올 사용하였다. 이는 고속

카메라와의 연결사용 뿔 아니라， SLR camera ~ Video camera 의 사용

시에도 고속 shutter 의 사용올 가능하게 한다.

이 특성올 가지는 훌로그래픽 간섭계률 실험 태이블 위에 구성하고， 특

성 설협올 수행하였다. 이는 주로 carrier fringe 싣는 방법， 광학부폼 배

열， 례이져의 수차 영향， 물체상의 결상 둥에 관한 것이다.

Test section ¢ao뻐 인 In-situ 실시간 흩로그래픽 간섭계는 상용의

thermoplastic recorder 를 사용하여 홉로그랩 현상이 자동처리 되도록 하

였다. 이것은 또한 계속척으로 훌로그랩 상울 지우고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양의 sample 에 대한 검사에 유리하다. 간섭무늬의 기록은 내장된 video

camera 와 외부의 SLR camera 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례， 주로 져속 유동의

연구률 사용용도로 한다. 크기는 폭 70 em , 길이 145 em 로 내장된 optical

mounts , frame 및 ease 올 모두 자체 제작하였다.

Test section ~135 mm 인 고속촬영용 실시간 훌로그래픽 간섭계는 고속

차메라와의 연결 사용올 목적으로 깨발되었다. 이것으로 초당 수만-수십만

frame 외 속도로 수백장의 연결된 가시화 사진올 얻올 수 있는떼， 현재

국내에서도 유체 가시화 분야에 많은 고속가메라가 사용되고 있어 이와의

연계 사용올 목척으로 한 것이다. 광학적 배열도 이에 맞게 설계하였는떼，

collimation beam 에 실련 물체상의 imaging 에 주안점올 두었다. 실험의

안정성율 기하기 위해 국산 optical breadboard 위에 제작되었는례 코기는

폭 1 m, 질이 2m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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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섭푸늬 해석 프로그랩 개발

제작된 흩로그래픽 간섭계는 image board 와 PC 률 사용하여 흩로그래

픽 간섭무늬의 정량척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률 위한 해석 프로그

랩올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동축 대칭올 갖는 유체의 굴절율 분포 해

석올 1 차 목표로 개발되었는데 대체척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햄 천체 구성 : 임의의 촉에 대해 대칭인， 광학척으로 푸명한 매

질의 굴철울 분포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랩율 개발하였다. 천체

과정은 menu 석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과정올 사용자가 페어해 주는

manual 방식과 정해진 방식으로 computer 가 자동 처리하는 자동 해석

방식올 포함한다. 그리고 결과의 3 화원 display 가 3 가지 방식으로

가능케하여 결과의 식별이 협께하였다.

。 프로그랩 내용: 개발된 프로그햄은 다음의 4가지 과청으로 이루어진다.

- data 업혁 및 data 영역의 확보

- data 처리 및 굴절용 계산에 펼요한 영상 처리

간섭무늬 중섬션 추출

• 간업무늬의 ordering

• 경계션 추출， 대청축 추출， 경계션 결정，

- 유체의 굴절폴 분포 계산

- 결과의 display

. 3-D mesh plotting , pseudo-coloring , 단변의 굴절율 분포

이 프로그랩은 훗불의 훌로그래픽 간셉무늬， shock찌ave 칸셉무늬동의

분석으로 test 되었는데， 그결파 굴절울 gradient 가 작은 물체에서는 우리

가 없었으나 천체적으로 보완할 첨，01 많이 발견되었다.
- 175 -



3. 홉로그래픽 간섭계의 옹용 실험

. 제작된 흩로그래픽 간섭계를 시험하고， 설쩨 응용울 위한 실험칙인 바

랑올 구축하기 위해 많은 응용 실험울 수행하였다. 수행된 웅용실혐의 내용

과 결과는 다음과 갈다.

O 져속유동의 꿀철율 측정 : In-situ 실시간 흩로그래픽 간섭계와 SLR

camera 를 사용하여 수행됩. 기록속도는 1/125 s.

- 열판 빚 열봉 주위의 열 대류 현상 록정

- 춧불， 알콜햄프 및 토치 불꽃의 가시화

。 고속 유동의 가시화 : 고속촬영용 훌로그래픽 간셉계와 rotating drum

방식의 고속카메라를 사용. 기록속도는 최대 초당 35 , OOOframe.

- 고압 전기 방천에 의한 shockwave 의 천파 기록

- Wire exploding 시의 충격파와 plasma 가시화

- 고속 충격파의 streak image

- Image converter camera 를 사용한 고속현상의 기록

본 연구에서 설계/제작된 훌로그래픽 칸섭계논 앞으로 국내의 유체역학

연구 분야에 많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특히 combustion process ,

고속 열유동 연구， aerodynamics 등 고속 유체의 가시화 연구률 하고 있는

많은 기관이 현재 고속차메라블 보유하고 있는 점올 감안할 때 개발된 훌로

그래픽 간섭계는 고속 가시화 분야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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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나 앞애서도 언급하였듯이 흩로그래피 기술은 장비 보유여부 보다

도 활용기숨의 유무애 그 성과가 달려있는 know-how 가 많은 기솔로 앞으로

도 이에 대한 꾸준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산엽에서의 활용에

기본척으로 요구되는 션결 초건이다. 또한 채발된 분석용 표로그랩도 보완

할 점이 많은 만큼 01 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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