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Phil Taylor, 현장 응용 엔지니어, Vision Research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내부의 밀도 구배를 시각화하기 위해, 비침입적 시험 방법인, 쉴리렌 촬영을 사용합니다. 쉴리렌 촬영은 연소실 
내의 가스 상호 작용과 풍동기내의 항공기 날개 주위의 공기 이동을 시각화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카메라의 속도와 민감도가 크게 
향상되어 쉴리렌 이미지의 품질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발전된 촬영 기술은 이제 매우 동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고품질 데이터를 얻으려면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고속 카메라를 선택하고 광학 구성을 주의 깊게 최적화해야 합니다. 

투명한 매질에서의 변경사항 캡처
쉴리렌 영상은 공기, 물, 유리와 같은 투명한 매체에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밀도 구배 또는 "schliere"를 포착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쉴리렌 촬영은 일반적으로 실험실 기반의 심층 연구에 사용되는 반면, 섀도우 그라피 (shadowgraphy)라고 하는 관련 기술의 간단한 광학 구성은 
운반하기가 쉽고 손상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보통 현장 연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공기 또는 가스와 같은 매체의 밀도 구배 또는 영역상의 밀도의 공간적 변화는 압력 또는 온도와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빛의 광선이 매체에 
부딪힐 때 이 밀도 구배의 변화로 인해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빛이 변합니다. 쉴리렌 촬영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구성은 z 형 시스템입니다. 
이 설정에는 두 개의 포물선 모양의 거울, 점 광원, 카메라 및 나이프 엣지가 포함됩니다 (그림 1).  그것은 최고 수준의 이미지 품질을 제공하며 섀도우 
그래프 시스템 또는 하이브리드 섀도우 그래프/ 쉴리렌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고속촬영은 쉴리렌기술로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1: Z 형 쉴리렌 촬영 시스템에서, 첫 번째 미러 (오른쪽)는 광선을 두 번째 미러 (왼쪽)로 시준하고 다시 카메라로 빛을 향하게 합니다. 카메라에는 
시야가 고르게 조명되고 두 거울 사이의 피사체의 밀도 기울기가 변하여 빛의 굴절률이 변경되어 이미지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미러의 초점에 칼날을 
추가하면 카메라로 향하는 빛의 일부가 균일하게 차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밀도 기울기의 변형을 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고대비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소스 및 컷오프에서 구성 요소는 색상과 같은 이미지의 다양한 특성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쉴리렌 촬영은 공기 역학, 유체 역학, 열교환 
및 기타 공정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쉴리렌 촬영은 양초 
열기둥(그림 2), 헬륨 가스 흐름 (그림 3), 및 
충격파 형성 (그림 4)에서 열 기둥을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 얻기
쉴리렌 촬영은 작은 광원을 필요로 하는 
접근 방식으로 매우 빠른 과정을 캡처하므로 
매우 민감한 고속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쉴리렌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고대조이기 때문에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불필요합니다.  색조 커브 사용자 정의가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최상의 
회색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며 고품질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중에 카메라 팬을 끄면 카메라 
센서에서 방출되는 열이 쉴리렌 필드로 
들어가서 데이터의 온전성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쉴리렌 이미지를 얻는 데 사용된 광학 
구성은 약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프 에지의 위치가 수 
마이크론으로 변경되거나 주변 온도가 몇 
도씩 변경되면 이미지의 밝기엔 큰 영향을 
미쳐 시스템의 민감도가 떨어지며 수집 

된 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감도 변화는 고속 카메라를 비교할 
때 쉴리렌 시스템을 나쁜 시나리오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카메라를 전환하는 
간단한 동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도 때문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쉴리렌 
시험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쉴리렌 시험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속카메라는 이미지 데이터를 신속하게 
저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 번의 실험 
세션에서 여러 번의 시험을 수행하고 
광학 구성 요소의 온도 변화, 대상물 변형, 
또는 움직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또는 10Gb 이더넷과 같은 
데이터 관리 솔루션은 이러한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온전성을 보장합니다.  

비행기 날개의 충격 모션 시각화
전통적인 z 형 시스템의 변형은 특정 유형의 
정보를 얻거나 특정 현상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드 폭이 
좁은 특수 쉴리렌 촬영 시스템은 buffeting
으로 알려진 항공기 유형의 불안정성을 
연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1 이러한 

구조적 진동은 공기 역학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영역선도를 제한하는 
항공기의 속도 또는 공격 각이 증가함에 
따라 심화됩니다 . 

연구원들은 비행기 날개에서 충격을 받는 
충격 운동을 조사하기 위해 충격파뿐만 
아니라 충격 진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압력파의 전파를 포착해야 했습니다. 
전통적인 쉴리렌 설정은 빛 경로의 전체 
길이에 대한 감도가 공기 흐름의 3 차원 
성으로 인해 충격 및 압력 파동의 움직임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원하지 
않는 3 차원 유동 구조의 캡처를 줄이기 
위해 피사계 심도가 아주 좁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실험 구성은 2 차원 광원 배열을 생성하는 
다수의 교차하는 어두운 대역 및 투명한 
조리개의 소스 그리드를 조명하기  위해 
연속적인 빛을 확산시켰습니다. 프레넬 
렌즈들, 큰 조리개와 짧은 초점 거리를 
가진 특수 렌즈들이, 소스 그리드 앞에 
배치되어 집광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구경 
촬영 렌즈가 장착된 Phantom v710 
CMOS 카메라를 7,000 fps < 로 충격 
진동을 캡처하여, 20µs의 노출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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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열 기둥 이미지 제공 Phil Taylor. 그림 3: 헬륨 가스 흐름. 이미지 제공 
Gavan Mitchell와 Phil Taylor.

그림 4: 충격파 형성. Phred Petersen 이미지 제공. 

위의 모든 이미지들은 RMIT 대학 Schlieren 시스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단일 실험에서 8,345 개의 이미지들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설정을 사용하여 충격 떨림을 
제어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소용돌이 발생 
장치로 알려진 수동 장치에 의해 떨림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시각화했습니다 (
그림 5). 그들은 와류 발생기가 설치되었을 
때 비행기 날개 주변의 흐름에서 3
차원성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좁은 피사계 심도가 이 경우에서 충격 
모션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점을 
맞춘 쉴리렌 시각화는 와류 발생기없이 
5도 이상의 타격 각도에서 충격 떨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와류 발생기가 설치되었을 때, 공격 각도가 
6도 이상인 경우에도, 떨림에 의한 타격 
진동이 사라졌습니다. 그 새로운 발견으로 
뷔페 물리학에 대한 통찰력과 항공기 공기 
역학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음속 흐름에서 배경 지향적 
쉴리렌 측정하기
전통적인 쉴리렌 촬영 기술은 매우 상세한 
이미지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량적 

측정을 위해 이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배경 지향 
쉴리렌 (BOS) 촬영으로 알려진 쉴리렌 
촬영의 최신 변형들 중 하나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에 4K 
해상도 (4,096 x 2,160 픽셀) 의 새로운 
영화 촬영 카메라가 나왔을 때, 연구원은 
BOS와 함께 사용하여 이전에 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정확한 정량 밀도 측정이 
가능한지 테스트하였습니다. 2 이러한 
해상도 요구 사항은 이후 과학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쉴리렌 촬영과 마찬가지로 BOS는 
밀도 구배의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광선의 
변화를 촬영합니다. 그러나 BOS는 훨씬 
간단한 실험 구성을 사용하기 때문에배경과 
디지털 카메라만이 필요합니다. 감도 
처리를 위해 나이프 엣지를 사용하는 대신 
BOS는 줄무늬가 존재하기 전후의 아주 
동일한 장면의 교정 이미지에 굴절에서 
아주 조금 지각할 만한 차이를 가진 
이미지를 비교합니다. 

실험적 테스트를 위해 연구원들은 고속 
Phantom Flex4K 카메라를 사용하여 교차 
흐름에서의 제트 배기로 생성된 상호 작용 

및 역학의 BOS 측정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유동장은 화산 분출과 
같은 자연적 과정뿐만 아니라 대기로 
배출되는 굴뚝과 같은 산업 환경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 흐름 시나리오는 
유동박리, 회전 운동, 난기류 및 초음속 
충격 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바람 터널을 가동한 후, 
밸브를 열고 4,096 x 2,160 픽셀의 
해상도에서 초당 1,000 장으로 이미지를 
캡처하는 카메라로 상호 작용 장의 
성장을  포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 
그들은 밸브가 열리기 전에 프리 스트림 
조건에서 참조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배경은 펄스 지속 시간이 50ns인 640nm 
레이저로 조명했습니다. 이 실험들은 4K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과학자들이 
다양한 자연 및 산업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는 흐름 시나리오인, 
교차 흐름에서 제트 배기로 생성된 상호 
작용 필드의 성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6).

쉴리렌 촬영 기술의 발전으로 연구원들은 
새로운 데이터 수집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기술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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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쉴리렌 촬영은 와류 발생기들이 부페팅으로 알려진 항공기 
불안정성 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 Robert Bergqvist CC BY-SA 3.0, Wikimedia Commons를 통해서. 



적절한 고속카메라로 한 쌍을 이루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높아집니다. 고화질 이미지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구성 및 실행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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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ed Petersen 및 Phil Taylor가  
Phantom v2511로 캡쳐한 표지 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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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측면 분사가 열림에 따라 노즐의 출구에서 약한 마하파 (소리의 속도로 
움직이는 압력파)가 발생했습니다. 10 초 후 약한 충격파가 제트 흐름의 
상류에 나타나고 그 다음 상호 작용 필드가 전개되고 분리 충격이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활 충격 (유한체를 지나가는 초음속 흐름에서 발견되는 곡선형, 
고정 충격파)이 더 강해지고 상호 작용 필드가 계속하여 발전하였습니다. SPIE 
Proceedings 허가로 증쇄 

VISION RESEARCH 소개 
Vision Research는 다양한 쉴리렌 촬영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고속 카메라를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Vision Research는 AMETEK Inc.의 재료 분석 부서의 사업부입니다. 

AMETEK Vision Research의 일부 Phantom 카메라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으로 이동하십시오:  
www.phantomhighspeed.com/export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348-016-2261-2
http://proceedings.spiedigitallibrary.org/proceeding.aspx?articleid=2606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