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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 (2001)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석 사 1 이학민 

산학협력

희망분야

1. 유체 유동의 가시화 및 계측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자동차, 항공, 터빈 등)

2. 마이크로 유체역학 및 콜로이드 입자 제어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바이오 의학, 약학 분야의 유체 유동 제어 장치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유동 가시화 및 계측

Ÿ 운전자의 주행 중 쾌적성을 위한 차체 디자인 개선

Ÿ 자동차 주위에 발생하는 항력 및 소음 분석 위해 차체를 풍동에 넣은 후 레이저를 통해 

가시화하여 공기의 유동 흐름 연구

Ÿ 가시화하여 이미지 찍은 후 분석하여 유동 속도 측정

Ÿ 유속 측정 장비인 PIV(입자 영상 유속계)를 사용하여 측정(자동차, 항공, 터빈에 적용)



2. 마이크로 유체역학 (유동 가시화 및 계측 적용)

Ÿ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유동현상을 지배하는 힘들의 물리적인 역학 관계를 이론적, 수치

적, 실험적 연구

Ÿ 에너지혈액 안의 바이오 입자 분석할 수 있는 소형화 칩에 적용가능한 기술인 유체 유

동 제어 기능 갖는 디바이스 연구 

   (마이크로 펌프, 밸브, 믹서 등 마이크로 유체 요소 기기 설계 및 개발)

3. 콜로이드 입자 제어 기술

Ÿ 몸 속 병균의 형질 및 바이오 물질 검출 위한 콜로이드 입자 제어 기술 

   (바이오 의학, 약학 적용)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핵연료 건조 저장 시스템에서의 

Backfill 가스의 열전달 특성 연구

• 핵연료 건조 저장 시스템에서의 

Backfill 가스의 유동 가시화 및 계측

• 마이크로 또는 나노 스케일에서의 

콜로이드 입자 제어 연구



•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포

함하는 생물학적 세포의 광전기 조

작을 통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유동 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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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장비

Oscilloscope (DSO-X 2014A) Microscope (OYLIMPUS IX73) 
CCD camera

 (Flow Sense EO VGA)



Vibration isolation systems 

(DOTS-5) 
Laser head device CCD camera (pco.2000)

 sCMOS camera (HiSense Zyla 5.5 MP) Ventus laser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msf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