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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압력 측정 기법은 센서를 이용한 모형 표면 국소부에서 탈
피하여 전역을 계측할 수 있는 기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압력감응도료(Pressure Sensitive Paint, 이하 PSP), 적외선
등 비접촉식 압력 측정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5]. 특히 풍동 실험
에 적합한 PSP를 이용한 압력 측정 기법은 영상을 기반으로 모형 
표면의 전체 압력 분포를 비접촉식으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Fig. 
1은 PSP를 이용한 실험의 기본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PSP는 산소에 반응하는 발광물질(luminophore)과 산소를 투과할 
수 있는 고착제(polymer binder)로 구성되어 있다. 발광물질 내 
분자들은 기저 상태(ground state)에서 특정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
여 여기 상태(excited state)로 전이되고, 여기 상태의 분자들은 흡
수된 빛보다 더 긴 파장대의 빛을 방출하거나, 산소 퀜칭(oxygen 

quenching)으로 알려진 산소 분자들과의 반응으로 기저 상태로 되
돌아온다. 이 때, 주변 압력이 높으면 산소의 분자량이 증가하여 
산소 퀜칭으로 기저 상태로 전이되는 여기 상태의 분자 수가 증가
하고, 더 긴 파장대의 빛을 방출하여 기저 상태로 전이되는 여기 
상태의 분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PSP가 방출하는 발광 
강도는 인가되는 압력에 반비례하게 된다[1]. 즉, PSP를 이용한 풍
동 실험에서는 PSP가 방출하는 발광 강도를 영상 데이터로 획득한 
다음 이를 분석하여 모형 표면 전역의 압력 분포를 산출한다. 그러
므로 발광 강도와 압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교정 작업은 
PSP를 이용한 압력 측정 시 필수적이다.

이러한 PSP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형 표면에 고착제를 
경화(curing)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PSP는 종류에 따라 다
른 경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경화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유
의 특성을 상실해가는 광감응저하(photo degradation) 현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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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PSP 중 일반적으로 모형 표면의 정

상 압력(steady pressure) 측정에 주로 적용되는 binary PtTFPP/  
FIB PSP(이하 binary PSP)의 경화 조건 및 광감응저하 특성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교정 기법을 제안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경화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경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편에 binary PSP를 도포한 다음 다양한 경화 조건에 대한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광감응저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상온
의 암막 상태에서 30일 동안 보관된 시편을 이용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2. PSP 민감도 교정 시스템 구성
2.1 하드웨어 구성

Fig. 2는 PSP 민감도 교정 시스템의 기본 구성도이다. 본 시스
템의 하드웨어는 pco-2000 카메라, 광원장치, 램프용 파워모듈, 
필터 스위치(filter switch), 램프 수냉장치, 주제어기, 압축기, 교
정 챔버(calibration chamber), 경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pco-2000 카메라는 최대 해상도 2,048×2,048을 가지고 있으며 
CCD 계열 카메라로 그레이 레벨(gray-level) 영상 데이터를 획득
한다. 또한 주제어기와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IEEE1394를 
이용하며, 외부 파워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파워 모듈은 카메라 
전원 공급 및 영상 데이터 획득 모드 설정에 이용된다.

영상 데이터 획득 모드는 IEEE1394를 이용하여 제어기에 의해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과 BNC를 이용하여 트리거 신호 발
생 장치에 의해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기에 의해 카메라와 LED 램프를 동기화하여 
binary PSP의 민감도 교정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광원 장치는 8개의 LED 배열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면의 직경이 

2인치 램프인 LM2X-DM-400, 전원 공급 장치인 램프 파워 모듈
과 램프 수냉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램프 파워 모듈에 입력되는 
+5 V TTL 레벨의 외부 트리거 신호에 의하여 램프는 점멸되거나 
항상 on/off 상태를 유지한다.

필터 스위치는 4개의 필터와 구동용 DC 스텝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필터는 610 nm 적색 필터, 온도 채널(reference channel)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이용되는 510~590 nm 녹색 밴드 
패스(band pass) 필터, 압력 채널(sensitive channel)의 영상 데이
터를 획득하기 위해 이용되는 640 nm 암적색 필터 그리고 dummy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nary PSP를 적용하므로 
압력, 온도 채널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각각 암적색 
필터와 녹색 밴드 패스 필터를 이용하였다[2].

주제어기는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교정 조건의 설정, 
영상 데이터 획득 및 분석이 가능하고, 시스템에 연동되는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한다.

교정 챔버는 내부에 시편을 장착한 다음 설정된 압력과 온도가 
시편에 인가되도록 해 주는 장비이다.

경화 장치는 시편에 도포된 binary PSP를 모형 표면에 안정화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KTI社의 고온조와 국방
과학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PSP 경화 장치(이하 ADD-CE)를 사
용하였다[4]. 여기서 고온조는 일반적으로 PSP의 민감도 교정에 이
용되는 상용 경화 장치로, 크기는 600×600×600 mm이며, 최대 
500°C까지 가열이 가능한 12 Kw 용량의 전기식 오븐(oven)이다. 
이 경화 장치는 소형이어서 사전(a prior) 교정에만 적용 가능하고 
경화 후 시편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 간 시편에 
광감응저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교정 결과 및 실제 모형을 적용한 
풍동 실험 결과 분석에도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Fig. 3, 4, 5는 ADD-CE로 풍동 내부에서 모형 표면에 도포된 
PSP를 경화시킬 수 있어 광감응저하 현상 없이 시편 뿐만 아니라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PSP Fig. 2 Hardware layout fo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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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모형의 전역에 대해서도 사전 및 현장(in-situ) 교정까지 가능
한 가변형 경화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기를 1,680×2,380× 

1,840 mm으로 제작하여 대형 모형에 대해 PSP를 이용한 풍동 실
험에도 적용 가능하며, 내부 온도를 70°C 이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열원으로는 적외선 램프, 그리고 경화 장치 내부 온도가 외부
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열포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기
서 적외선 램프는 OSRAM社의 적색 필터가 부착된 250 W 용량
의 siccatherm 램프로서 본 경화 장치에는 46개가 설치되어 있으
며, 방열포는 kevlar 재질의 방열원단을 사용하였다[3]. 

2.2 소프트웨어 구성
Fig. 6은 시편이 장착되어 있는 교정 챔버 내 압력과 온도, 카메

라 및 광원 등을 제어하면서 압력 및 온도 채널에 대한 시편의 발광 
강도를 영상 데이터로 획득하는 PT controller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정 챔버 
내의 현재 압력과 온도 상태를 나타내는 current, 설정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수작업으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manual 
mode, 압력 및 온도 채널에 해당하는 필터를 선택하는 filter 
switch, 카메라의 노출시간 및 내장처리모듈 등을 설정하는 pco 
camera, 수작업 모드에서 저장되는 파일 형태를 지정하는 pco 
image file name template,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인가되
는 압력과 온도 설정, 필터 동작 순서 설정, 획득되는 영상 데이터
의 수,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동 및 로그 파일 저장 등 시스템을 
자동 구동하는 auto mode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binary 
PSP의 민감도 교정을 위해 Fig. 6과 같이 설정하였다.

3. PSP 민감도 교정 절차
3.1 영상 데이터 획득 과정

본 연구에서는 binary PSP의 민감도 교정을 위해 PT controller 
프로그램을 이용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우선 온도는 20°C, 
압력은 15 psi로 설정하고 램프를 소등시킨 상태에서 필터 스위치

Fig. 3 ADD curing equipment

Fig. 4 Curing for in-situ calibration

Fig. 5 Heat shield

Fig. 6 PT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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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압력과 온도 채널에 대한 배경 영상 데이터를 각각 
1장씩 수집하였다. 그 다음 각 설정 온도(T) 10°C, 20°C, 30°C, 
40°C 에 대해 인가되는 압력을 증가시켜가며 영상 데이터를 획득
하였다. Table 1은 설정 온도에 대한 영상 데이터 획득 순서를 나
타낸 것이다. 여기서 압력 및 온도 채널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획득
하는 것은 binary PSP가 온도에 따른 민감도를 보상하기 위해 내
부에 온도에 반응하는 다른 파장대의 발광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binary PSP은 온도 변화에 대해 압력 측정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다.

3.2 영상 데이터 분석 과정
PSP에서의 발광 강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Stern-Volmer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1].








여기서,   는 대기압 상태에서의 압력과 발광 강도, 
  는 교정 챔버 내에 공압이 인가된 상태에서의 압력과 발
광 강도,  는 분석하고자 하는 교정 계수이다. 

결과적으로  ,  을 이용하면 풍동 실험 
시 발광 강도에 대응하는 모형 표면의 압력을 산출할 수 있다. 

Fig. 7은 획득된 영상 데이터에 대한 파일 목록인 ‘pt_log.csv’
를 나타낸 것으로 32 프레임(frames)의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binary PSP의 민감도 교정을 실시하였다.

Fig. 8은 획득된 영상 데이터 중 P = 15 psi, T = 20°C 일 때의 
압력 채널 영상이다.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지정하
기 위해 시편 영상 데이터 상에 검은색 사각형 영역을 지정하였다. 
이것이 교정을 위한 관심 영역에 해당하며, 1개 영상 데이터에 적
용된 관심 영역은 교정에 이용되는 모든 영상 데이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Fig. 9는 binary PSP의 민감도 교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 
민감도가 0.03 %/°C 이내로 온도 변화에 따라 발광 강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binary PSP가 
정상 압력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4. PSP 민감도 교정 결과
4.1 광감응저하 현상이 없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및 자체 개발한 경화 장치의 성능을 비교하
고 경화 온도, 경화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교정 결과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시편에 binary PSP를 도포하고 Table 2와 같은 

Table 1 Image acquisition sequence for setting temperature

Sequence Pressure
(psi)

Pressure channel
(# of frame)

Temperature channel
(# of frame)

1 10 1 1
2 20 1 1
3 30 1 1
4 40 1 1

Fig. 7 Data log for calibration

Fig. 8 ROI

Fig. 9 Calibratio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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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경화를 수행한 다음 민감도 교정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 LED는 LM2X-DM-400 이고, 단일초점렌즈(single focus 
lens)는 24 mm AF NIKON, 1:2.8D 이다. A는 ADD-CE이고, 
B는 고온조이다. 또한 기존 PSP는 구성 성분에 따라 상온 또는 
70°C 이상에서 경화를 실시하면 압력감응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경화 온도를 상온, 70°C, 130°C 
의 3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여 비교실험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No 
curing은 상온 조건이다.

Fig. 10~16에서 I0는 온도 20°C, 압력 15 psi 일 때의 시편에 
대한 기준 영상의 밝기이고, I는 각 교정조건에 대한 영상의 밝기
이다. 즉, x축은 인가된 공압, y축은 기준 영상의 밝기와 각 교정 
조건에서의 영상의 밝기의 비율이다.

Fig. 10은 모형 표면에 binary PSP를 도포한 후 별도의 경화 
작업을 미실시한 경우로 민감도가 설정 온도에 따라 일정하지 않
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민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binary 
PSP의 고유한 특성이 소멸되었다. Fig. 11, 12, 13은 모형 표면에 
binary PSP를 도포한 후 Table 2와 같이 경화 방법과 경화 온도를 
변경하면서 교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화를 실시한 
경우 설정 온도의 변화에도 민감도가 일정한 정상적인 교정 결과가 
산출되어 풍동 실험에 적용 가능하다. Fig. 14는 pco-2000 카메라 
1개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LED 램프 2개를 각각 좌우에서 45도 
방향으로 시편에 조사되도록 한 조건에서 수집된 영상 데이터를 이
용한 민감도 교정 결과이다. 이 경우 조사되는 광량이 많아 설정 
압력이 5, 10, 15 psi일 때 카메라의 명암도가 포화(saturation)되
어 민감도 교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4.2 광감응저하 현상이 있는 경우
광감응저하 현상에 의한 민감도 교정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편에 binary PSP를 도포하고 기존 및 자체 개발한 경화 장치
에서 정상적으로 경화를 실시한 다음 상온의 암막 상태에서 30일 
동안 보관한 후 교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LED는 

Table 2 Calibration conditions without photo degradation

Case Light source Lens Curing
Case 1

1 LED
single focus

No curing
Case 2 A, 70°C
Case 3 A, 130°C
Case 4 B, 130°C
Case 5 2 LED A, 70°C

Fig. 10 Calibration result (Case 1)

Fig. 11 Calibration result (Case 2)

Fig. 12 Calibration result (Case 3)

Fig. 13 Calibration result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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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2X-DM-400이고 단렌즈는 24 mm AF NIKON, 1:2.8D 이
다. A는 ADD-CE이고, B는 고온조이다.

Fig. 15~17은 해당 시편을 이용하여 민감도 교정을 실시한 결과
이고 x축은 인가된 공압, y축은 기준 영상의 밝기와 각 교정 조건
에서의 영상의 밝기의 비율이다. 광감응저하 현상으로 인해 압력
과 온도 채널을 갖고 있는 binary PSP의 온도 보상 기능이 소멸되
어 각 온도에 따라 민감도가 변하는 비정상적인 교정 결과가 도출
되었다. 즉, binary PSP는 온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민감도
를 나타내야 하는데 광감응저하 현상으로 인해 설정 온도가 높을
수록 민감도가 증가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inary PSP의 민감도 교정 시 자체 개발한 경화 

장치인 ADD-CE를 적용하였고, 경화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상용 
경화 장치인 고온조와의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화 온
도, 광량, 광감응저하에 따른 민감도 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binary PSP의 교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경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70°C와 130°C에서 경화한 후 교정을 실시
하여 70°C 이상의 온도에서 경화 작업을 수행하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binary PSP의 민감도 특성을 나타냄을 규명하
였고, 경화를 미실시한 교정 결과를 통해 경화 작업이 binary PSP
에 있어 필수적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교정 시 광량에 
따라 획득 영상의 명암도 포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상적으
로 경화된 binary PSP일지라도 보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광감응
저하 현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압력 측정 기능이 상실됨을 확인
하였다. 향후 광감응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을 보다 정확히 파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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