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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rop impact on the liquid film/pool generates several phenomena such as the drop floating, 
bouncing, formation of vortex ring, jetting, bubble entrapment and splashing. These phenomena depend 
on the impact velocity, the drop size, the drop properties and the liquid film/pool thickness. These 
parameters can be summarized by four main dimensionless parameters; Weber number, Ohnesorge 
number, Froude number and non-dimensional film/pool thickness. In the present study, the phenomena 
of the splashing and bubble entrapment due to the drop impact on the liquid film/pool were 
numerically investigated by using a Level Set method for the sharp interface tracking of two distinct 
phases. After the drop impact, the splashing phenomena with the crown formation and spreading were 
predicted. Under the specific conditions, the bubble entrapment at the base of the collapsing cavity due 
to the drop impact was also observed. The numerical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available 
experimental data showing goo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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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벽면에 충돌하는 액적의 거동은 분무냉각, 분
무코팅, 제트 프린트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벽면에 충돌하는 

액적의 거동은 벽면의 젖음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현상을 보이게 되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Rioboo 등(2001)은 실험을 통해 액

적이 벽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6가지 현상을 

규명하였다. 또한, Rein(1993)은 실험을 통해 액막

에 충돌하는 액적의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Cossali 등(1997)은 액적의 액막 충돌로 인한 즉시 

튀김(Prompt Splash)과 크라운(Crown) 형성, 제트

(Jet) 발생과 같은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액적

의 액막 충돌시 튀김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

라운의 퍼짐에 대해, Yarin과 Weiss(1995)와 

Cossali 등(2004)은 크라운의 지름과 높이 변화에 

대한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액적이 충돌하는 액

막 두께가 충분히 두꺼울 경우, 액적 충돌은 반

사(Bouncing)와 튀김(Splashing), 제트 발생뿐만 아

니라, 볼텍스 링(Vortex Ring) 형성 및 기포 포획

(Bubble Entrapment)과 같은 다양한 현상을 동반

시키게 된다. Liow와 Cole(2007)은 액적 충돌시 

발생하는 기포 포획 현상에 대해 Weber수와 

Froude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액적의 액막 충돌에 대해 실험적 

연구와 더불어 수치해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액적 충돌에 대한 수치해석을 위해서

는 기상과 액상을 구분하는 경계면을 추적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된다. Davidson(2002)는 BIM 
(Boundary Integral Method)을 사용하여 액적 충돌



에 대해 수치해석 하였으며, 또한, Rieber와 

Frohn(1999)는 VOF(Volume-of-Fluid) 방법을 사용

하여 액적 충돌시 발생하는 튀김 현상에 대해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S(Level Set) 방법을 이용한 2

차원 축대칭 해석을 통해 액적의 액막 충돌에 대

해 수치해석 하였다. 다양한 Weber수, Froude수, 
Ohnesorge수 및 액막 두께에 따른 액적의 거동 

현상에 대해 예측하였다. 이로부터, 액적 충돌로 

인해 발생한 크라운의 퍼짐 현상 및 기포 포획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수치 해석

액적의 액막 충돌에 해산 수치해석을 위해서는 

기-액상 사이의 급격히 변하는 경계면에 대해 처

리를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계면 추적 방

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경계면 

추적 방법으로 VOF(Volume-of-Fluid)와 LS(Level 
Set)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VOF 방법은 이

상유동 해석에 적용하는데 있어 비교적 용이함에

도 불구하고 수치확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면

에, LS 방법은 급격한 경계면 처리를 하는데 장

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 상의 질량 보존이 쉽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VM 기반의 비직교, 비엇갈림 격자

를 사용하고 LS 방법을 포함하는 in-house 프로그

램인 NUFLEX(Son과 Hur(2005))를 사용하여 액적

의 액막 충돌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1 지배 방정식

액적 충돌에 대한 상경계면을 갖는 이상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위해, 기상과 액상이 서로 섞이

지 않고 비압축성인 경우의 질량 및 운동량 방정

식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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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표면장력, 는 상경계면의 곡률, 
는 체적비에 대한 함수이다.

2.2 Level Set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액적 충돌에 대한 이상유동의 

상경계면 추적 방법으로 LS 방법을 사용하였다. 
LS 방법에서 LS 함수 는 경계면에서부터 격자 

중심까지 거리를 나타내며, 경계면에서  , 액
상에서  , 기상에서  의 값을 갖는다. 유
동을 비압축성으로 가정하면, LS 함수의 이류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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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이로부터 얻은 상경계면  을 거리함

수 ∇ 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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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을 사용하여 보정함으로써, LS 함수 를 사

용하여 기상과 액상을 구분하는 체적비 와 상

경계면의 곡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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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얻었다. 여기서, 은 상경계면에 수직한 

방향의 격자 간격으로, 체적비 를 구함에 있어 

상경계면 두께를 로 확장하여 불연속성을 완

화하였다.
이상 유동에 대한 유동 해석을 위한 검사체적 

내의 밀도 와 점성 는 체적비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7)

2. 결과 및 토의

액적의 액막 충돌에 대한 계략도는 Fig. 1과 같

다. 지름이 D인 액적이 상대속도 U로 두께가 h
인 액막에 충돌하면, 액적은 튀김 현상을 보이며 

바깥 방향으로 퍼지게 된다. 이 때, 크라운이 형



(a) a liquid drop just before the impact   

(b) drop splashing and spreading
Fig. 1 Schematic of a drop impact on the liquid film

Fig. 2 Mesh density sensitivity
        ×

Fig. 3 Schematic of the drop splashing and spreading
        ×

성되어 성장하게 된다. 이 때, 충분히 성장한 크

라운의 림 부분에서는 유동이 불안정성 때문에 2
차 액적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2차원 축대칭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2차 

액적 생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액막 두께가 

충분히 두꺼울 경우에는 충돌로 생성된 공동에서 

기포 포획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액적의 

액막 충돌 현상은 Weber수, Froude수, Ohnesorge
수 및 무차원한 액막 두께와 같은 무차원 수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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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충돌 현상에 대한 시간은 액적 지름과 

충돌 속도를 이용하여  와 같이 무차원할 

수 있다.

3.1 격자의 타당성 검증

액적의 액막 충돌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액적 충돌시 상경계면의 큰 변형은 액

적 내부 및 주변의 유동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

기 때문에, 충돌 현상에 대한 타당한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해석 격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3.6D0×4.0D0의 영역에 대해 지름에 대

한 50, 100, 150과 175의 격자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는 다양한 격자 밀도를 사용하

였을 때, 액적의 거동 현상을 보여준다. 이를 보

면, 적은 격자를 사용한 경우, 크라운의 형성을 

나타내는 상경계면을 두껍게 예측함으로써, 크라

운의 퍼짐 및 튀김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50cells/D0 이상의 격

자 밀도를 사용한 경우,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 32만개의 해석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2.4GHz 
AMD Opteron 64bit 1CPU를 사용하여 약 4일 정

도의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3.2 액적 튀김 현상

액적의 액막 충돌시, 충돌하는 액적의 운동에

너지가 정지되어 있는 액막에 의해 반사됨으로

써, 액적과 액막 사이 접촉면에서 크라운이 형성

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크라운은 Fig. 3과 같이 

반경 방향의 운동량으로 인해 성장하게 된다. 성
장하는 크라운은 최대 높이에 도달한 후에 중력

의 영향으로 높이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크라운 형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Ohnesorge수
가 2.156×10-3일 때, Weber수 297, 485, 667과 액



(a) We=297

(b) We=485

(c) We=667
Fig. 4 Crown height evolution for various Weber 

numbers with  ×

(a) We=297

(b) We=485

(c) We=667
Fig. 5 Crown diameter evolution for various 

Weber numbers with  ×

막 두께 0.29, 0.67, 1.13에서 수치해석하였다.
Fig. 4는 다양한 Weber수와 액막 두께에 따른 

액적 충돌 후 크라운 높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크라운의 높이에 대

한 결과는 Cossali 등(2004)에 의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보면, 액적 충돌 후 초기 단계

에서는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시간 후에는 다소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2차원 축대칭을 기반으로 수치해석 하였기 때문

에 실험에서와 같은 2차 액적 발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액적 충돌시 

Weber수의 증가는 충돌하는 액적의 운동량을 증

가시키기 때문에 크라운의 최대 높이를 증가시킨

다. 또한, 액막 두께의 증가는 충돌로 인한 운동

량의 일부를 흡수하여 크라운의 최대 높이를 감

소시켰다.
Fig. 5는 액적 충돌 시 크라운의 퍼짐 정도를 



Fig. 6 Schematic of the bubble entrapment
         ×

(a) We=138 and Fr=200

(b) We=156 and Fr=225

(c) We=173 and Fr=250

(d) We=190 and Fr=275

(e) We=207 and Fr=300
Fig. 7 Bubble entrapment with various Weber number 

and Froude number   ×   

보여준다. 크라운의 퍼짐에 있어, 크라운 림 아래 

목의 바깥 방향 지름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해석 결과를 Cossali 등(2004)에 의해 제

안된 크라운 지름의 변화에 대한 상관식과 비교

하였다. 크라운의 지름의 변화도 크라운의 높이 

변화와 같이 기존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3 액적 충돌로 인한 기포 포획

액적이 액막에 충돌할 때 액막 두께가 충분히 

두꺼울 경우, 액적 충돌 부분에 공동이 형성되게 

된다. 충분히 발달한 공동은 중력의 영향으로 액

막의 상경계면의 평형을 찾게 되고, 공동 영역이 

붕괴되게 된다. Fig. 6과 같이 공동이 붕괴될 때 

중력과 표면장력의 영향에 따라 공동 중앙 부분

에서 기포가 포획될 수 있다. 기포 포획 여부는 

공동 중앙과 공동 벽면의 상경계면 거동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액적 충돌로 인한 기

포 포획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Ohnesorge수가 

2.156×10-3일 때, Weber수 138~190과 Froude수 

200~275에 대해 수치해석하였다.
Fig. 7은 다양한 Weber수와 Froude수에 따른 기

포 포획시 상경계면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Weber수와 Froude수가 낮은 경우의 액적 충돌에

서 형성된 공동은 충분히 발달한 후 중력의 영향

으로 평형을 찾는데 있어, 공동 중앙과 주변의 

상승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기포 포획이 일어

나지 않고 상경계면의 평형을 찾게 된다. 그러나 

Weber수와 Froude수의 증가에 따라 공동 중앙의 

상경계면의 상승 속도보다 주변의 상승속도가 더 

크게 되며, 이 때, 공동 중앙에서 기포가 포획될 

수 있다. Weber수와 Froude수가 더 증가할 경우 

포획되는 기포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포획되는 

현상이 3차원적인 현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축대칭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해석을 통해 

불안정성으로 인한 2차 기포 포획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기포 포획 

현상을 기존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8은 

Froude수에 따른 액적 충돌로 인해 포획된 기포

의 지름을 보여주고 있다.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Fig. 8 Size of the bubble entrapped by the drop 
impact on the liquid pool

포획된 기포의 지름은 기존 실험과 일치하였다. 
임의의 Froude수 이상의 액적 충돌에서 기포 포

획 현상이 일어났으며, Froude수의 증가는 포획되

는 기포의 크기를 증가시키며, 이 값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Froude수의 증가는 포획되는 기포 내의 유동에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기포의 분리와 같은 2차 기

포 포획 현상을 발생시킨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액적의 액막 충돌 현상에 대한 

이상유동을 LS(Level Set) 방법을 사용하여 수치

해석하였다. 액적 충돌 현상의 사용한 해석 격자

는 다양한 격자 조밀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일정

한 결과를 갖는 격자를 사용하여 2차원 축대칭 

해석을 수행하였다. 액막의 충돌하는 액적은 운

동량 충돌로 인해 접촉면에서 크라운이 생성되

며, 이는 반경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충
분한 액막 두께를 갖을 경우, 액적 충돌로 인해 

생성된 공동의 붕괴시 공동 중앙 부분에서 기포

가 포획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LS 방법

을 사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으며,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기존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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