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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열판에 충돌하는 액적의 거동에 대한 유동가시화 연구

김동연*·이승재*·김경천†

A Visualization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roplets Impinging

on a Hot Surface

Dong Yeon Kim, Seung Jae Yi and Kyung Chun Kim

Abstract. Hydrophobic characteristics of high temperature metal surface were investigated by high-speed

visualization of water droplet impact. An aluminum plate was used as the sample plate and the initial

diameter of a water droplet was 2 mm. Transient behavior of a single droplet impinging on the surface

with and without heating was captured by using a high speed camera running at 4,000 frames per second.

The Leidenfrost phenomenon was demonstrated for the case of 300oC surface temperature, however there

was no rebounding of droplet on the cold plate due to hydrophilic natur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hape evolution of a droplet impinging on the surface varies with the Weber number, i.e. the ratio

of impact inertia to capillary force. The overall water-repellent characteristics of the heated surface wa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super hydrophobic surfaces. 

Key Words: Super hydrophobic characteristics (초소수성 현상), High temperature metal surface (고온금

속표면), Weber number (웨버 수), Leidenfrost phenomenon (라이덴프로스트 현상), Rebound height (재

반동 높이), Single droplet (단일 액적)

기호설명

D0 : 초기 액적 지름 [m]

MSD : 충돌 시 액적 최대지름 [m]

h0 : 초기 낙하 높이 [m]

h : 재 반동 높이 [m]

v : 평판 충돌 시 액적의 속도 [m/s] 

µ : 점성계수 [N•s/m2]

COR : Coefficient of Restitution ( )

β : spread factor (MSD/D0)

We : Weber number (ρυ2
D0/σ)

Re : Reynolds number (ρD0υ/µ)

Oh : Ohnesorge number ( )

1. 서 론

평판에 액적이 충돌하는 현상은 분무냉각, 분무코팅,

디젤엔진 연소 및 화재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이크로 노즐에서 기판에 분

사되는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휘발성 액적을

의도한 형태로 충돌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며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며 정확한 현상해석에 대한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1-2).

평판에 충돌하는 액적의 거동에 대한 현상을 규명하

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hanadra 연구그

룹(3)은 플래시 사진기법(Flash photographic)을 이용하

여 상온에서 라이덴프로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고온까

지의 평판의 온도에 따른 충돌 액적의 거동을 연구하

였으며, 연구결과 충돌 초기에 액적이 닿는 평판의 면적

은 평판의 온도와는 무관한 것을 밝혀내었다. Anders

연구그룹(4)은 에탄올 액적을 고온의 평판에 충돌시켜

탄성반동에 가까운 재반동 운동과 2차 액적 생성을 확

인하였다. 한편 Comeau 연구그룹(5)은 초소수성 표면

h 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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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액적거동을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We수에

따라 초소수성 평판에 충돌한 액적의 동적거동이 달라

짐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충돌 시 미세액적의 동적 거동은 평판의 온도, 액적

의 속도와 표면장력에 의해 지배되며, 이들이 주요 변

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온평판

과 고온평판에 충돌하는 액적을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

하여 측정하고 충돌 시의 과도적인 동적거동 특성을

분석, 비교한 연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라

이덴프로스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응용을 위해

서는 충돌 시 액적의 동적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일 액

적이 알루미늄 평판에 충돌하는 경우에 액적의 동적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5oC 상온과 라이덴프

로스트가 일어나는 조건인 300oC의 알루미늄 평판에

단일 액적을 떨어트려 평판의 온도에 따른 액적거동을

분석하고, 떨어지는 액적의 We수를 변화시켜 We수에

따른 액적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Weber number

다음과 같이 We수(Weber number, We)는 관성력과

표면장력의 비로 정의되어진다.

(1)

여기서 ρ는 유체의 밀도이고, v는 액적이 평판과 충

돌할 때의 속도를 나타낸다. D는 액적의 지름, σ는 액

적과 평판의 표면장력이다. 표면장력이 액적에 영향이

거의 없을 때, We수는 1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와 반대

로 표면장력이 액적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될 때, We

수는 1보다 작아지게 된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알루미늄 평판의 온도가 상

온과 100oC에서의 물의 표면장력을 나타낸 것이다. 실

험에서의 액적이 평판과 충돌 시 형상은 구의 일부라

고 가정할 수 있다(6).

2.2 Leidenfrost phenomenon

액체가 끓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의 물체와 접촉할

때, 액체는 순간적으로 기화하면서 접촉면에 단열 증

기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라이덴프로스트 현상

(Leidenfrost phenomenon)이라 한다. 라이덴프로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에 도달한 액체의 열전도성은 단

열 증기 층에 의해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액체 내부에

열을 빠르게 전달할 수 없게 된다. 높은 온도의 물체와

접촉 시, 액체의 접촉면은 내부까지 열을 전달하기 전

에 증발해 버리고, 증발하는 과정에서 액체 내부의 열

을 더 흡수하기 때문에 액체는 내부 기포를 발생시키

지 않고 안정정인 상태로 구의 형상을 띄게 된다. 또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안정적인 증기가 액체를 감싸 막

을 형성하기 때문에 Fig. 1에서와 같이 액적이 공중에 떠

있는 현상을 보인다(7-8). 알루미늄 평판의 경우 2.35 mm

액적이 235~265oC 이상에서 라이덴프로스트 현상이 일

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본 연구에서는 알루

미늄 평판의 온도를 300oC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3. 실험 방법 및 결과

3.1 실험 장치 구성 및 방법

Fig. 2는 알루미늄 평판 위의 단일 액적 거동을 측정

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보여준다. 크기가 작고 균일한

단일 액적을 만들기 위해 31G 규격의 인슐린 주사기

바늘을 이용하였고, 주사기 펌프 유입 유량은 실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50 µl/min으로 설정해 주었으며, 이

로 인해 약 2 mm 직경의 단일 액적을 생성하였다. 알

루미늄 평판은 최대온도가 550oC인 hot plate(Coming,

PC-60D)위에 설치되어 300oC로 가열되었으며, K형

열전대를 사용하여 평판의 표면온도를 확인하였다. 유

체는 순수(Deionized water)를 사용하였으며, 알루미

We
ρυ

2
D

σ
-------------=

Table 1. Surface tension of water at 0.1 MPa

Temperature (oC) Surface tension (N·m)

20 0.07275

100 0.05891

Fig. 1. Leidenfrost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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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평판에 충돌하는 단일 액적의 거동은 초고속 카메

라(Photron Fastcam SA1.1)를 이용하여 초당 4000 장

의 영상을 촬영하였고, 광원은 250 W 할로겐램프를

사용하였다.

3.2 실험 조건 및 변수

Fig. 3은 본 실험에서 수행한 실험 변수인 낙 하 높

이에 따른 We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We수를 구하기 위해 액적의 초기 지름(D0)

과 밀도(ρ) 및 표면장력(σ)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액

적의 속도는 초고속 카메라로 측정한 이미지를 분석하

여 계산하였다. 액적이 평판에 충돌할 때의 이미지와

충돌 직전의 이미지에서 액적이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두 이미지 간 측정시간간격(1/4000초)에서 시간을 측정

하여 충돌 직전의 속도(v)를 계산하였고, 이를 이용하

여 We수를 계산하였다.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We수를 변화시키기 위해 단일 액적의 낙하높이 (h)를

10 mm에서 210 mm까지 변화시켰다. 라이덴프로스트

영역을 구현하기 위해 열판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평판

을 300oC로 가열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의 통제변인은 단일 액적의 종류 및 크기 등 작동 유

체의 특성이고, 조작변인은 We수와 알루미늄 평판의

온도이다. 그에 따른 종속변인은 충돌 후 액적의 최대

직경(Maximum Spreading Diameter, MSD) 및 재반동

높이(h) 가 된다. 

3.3 실험 결과 및 해석

Fig. 4는 초고속 카메라를 통하여 상온에서와 300oC

의 평판에서 액적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동적 거동을

시간에 따라 촬영한 영상이다. 그림 3의 (a)~(e)에 나

타나듯이 25oC의 평판에서 액적은 되튐(Rebound)없

이 되감김(Recoiling)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f)~(j)의 고온평판에서의 액적의 거동은 라이

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Fig. 3. Weber number according to initial height.

Fig. 4. Droplet impinging vertically onto a nearly 25oC and 300oC aluminum plate. The droplet bounces off the plate

after 10 ms (We=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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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프로스트 현상에 의하여 재반동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다. 

Fig. 5~7은 300oC 고온 평판 위에서 라이덴 프로스

트 현상에 의한 액적의 거동을 초기 낙하 높이의 변화

에 따른 액적의 거동 형태를 시간에 따라 보여준다.

Fig. 4는 액적이 30 mm의 높이에서 낙하할 때의 거동

을 관찰한 것이다. 두 번째 프레임은 충돌 시 최대직경

이며 팬케이크 모양의 넓적한 형상을 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액적의 We수는 10.17로 평판에 충돌 시 액적

깨짐 없이 되 튕기는 현상이 관찰 되었다. 액적의 크기

에 비해 관성력이 작아 충돌 시 표면장력이 우세하여

분해 없이 되감기는 것으로 보인다. Fig. 6은 액적이

155 mm에서 낙하할 때의 거동을 관찰한 것이다. 충돌

시 We수는 85.52이며, 왕관모양의 형태를 보이며 퍼지

는 모습을 보이는데, 액적의 속도가 커 충격을 압도하

지 못하여 생긴 현상으로 분석된다. 왕관형태로 퍼져

나간 액적은 재 반동 시 다시 하나의 액적과 약간의 미

세액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은

초기높이를 210 mm에서 낙하한 단일 액적의 동적 거

동을 보여주며, We수는 117.54이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액적의 운동이 관성력에 지배되어 Fig. 6과 같이 충

돌 시 왕관모양으로 펼쳐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

지만 액적이 회복단계에서 펼쳐진 액적 가지들이 끊어

지면서 여러 액적으로 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는 낙하에너지가 충돌 후 액적가지들의 운동에너지로

분산 되면서 회복단계에서 각 액적가지들의 관성에너

지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고온

평판에 떨어지는 단일액적은 충돌 시 되감김(Recoiling),

퍼짐(spread out)과 분산(splashing)의 세 가지 전형적인

거동을 보이는데, 이는 초소수성 평판에서의 동적거동

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8은 낙하높이에 따른 충돌 시 액적의 최대 직경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액적의 최대직경은 초고속

카메라로 측정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액적이 평판에 충

돌하여 평판 위에 펼쳐진 후 회복하기 직전의 직경을

최대직경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으며, 측정오차는 상

Fig. 5. Water droplet impinging on surface dropped from a height of 30 mm(We=10.17) onto heated surface.

Fig. 6. Water droplet impinging on surface dropped from a height of 155 mm(We=85.52) onto heated surface.

Fig. 7. Water droplet impinging on surface dropped from a height of 210 mm(We=117.54) onto heat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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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판과 고온평판 모두 ±2% 미만이다. 상온에서 액

적의 최대직경의 초기 증가율이 고온평판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알루미늄 강

판과 액적사이의 표면효과에 의한 것이다. 상온의 평

판에 액적이 떨어지면 일정한 면적이 액적에 의해 젖

게 되고, 평판의 표면에너지에 의해 회복단계에서 젖

은 면에 액적이 그대로 분포하게 된다. 고온의 평판에

서는 액적과 평판 사이에 증기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온에서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낙

하높이 100 mm 이상에서는 고온평판에서 액적의 최

대직경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증기발생

으로 인해 액적에 전달되는 충돌에너지는 상온 평판에

떨어지는 액적에 비해 줄어들게 되고, 직경방향의 운

동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Fig. 9는 We수와 β(spread factor, MSD/D0) 값의 관

계를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We수가

증가할수록 β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충

돌 시 액적의 최대직경이 We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함

을 의미한다. 상온의 평판에서는 액적과 평판과의 사

이에 표면효과에 의해서 베타 값이 증가율이 점차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온의 라이덴프로스트

조건에서는 증기막이 생성되어 액적과 평판 사이에 표

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액적이 왕관형태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We

수 80이상부터 액적가지의 깨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는 것도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조건에

서 임계 We수가 대략적으로 80임을 알 수 있다.

Fig. 10은 β값에 따른 COR(Coefficient of

Restitution, )의 변화를 보여준다. 재반동 높이

(h)는 액적이 평판에 충돌 후 재반동하여 다시 낙하하

기 직전의 높이로 정의하였으며, 초고속 카메라로 얻

은 이미지를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라이덴프로스트 영

h h0⁄

Fig. 8. Effect of droplet's intial height (velocity) on its

maximum spreading diameter upon impact.

Fig. 9. The effect of Weber number on spread factor β.

Fig. 10. The effect of spread factor(β) on COR(Coefficient

of Restitution).

Fig. 11. The effect of momentum pre-impact on its initial

rebound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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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액적이 깨지는 현상이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그래프를 보면 액적

이 깨지지 않을 때의 그래프 기울기의 절대 값이 액적

이 깨지는 경우의 기울기 절대 값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액적이 깨질 경우, 분리된 액적으로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반동되는 높이

가 낮아지게 된다. 

Fig. 11은 300oC 고온조건에서 모멘텀에 따른 초기

재반동 높이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모멘텀을 계산하기

위하여 액적의 질량은 액적을 직경 2 mm의 구로 가정

하여 계산하였고, 액적의 충돌 직전 속도는 We수를 계

산에 사용된 충돌 직전의 액적 속도를 사용하였다. 초

기 모멘텀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반동 높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일정 모멘텀을 지나게 되

면 재반동 높이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액적이 충돌하면서 왕관형태의 액적가지를 생성하고,

이 액적가지들이 끊어지면서 액적 깨짐으로 인한 에너

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로

인해 재반동 높이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모멘텀 에

너지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재반동 높이가 다시 상승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We수와 알루미늄 평판의 온도에 따

른 단일 액적의 동적 거동을 초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온의 알루미늄 평판에 떨어지는 단일

액적은 재반동이 일어나지 않고 평판에 붙은 상태로

진동운동을 하며 에너지를 소실하였으나, 300oC의 고

온에 떨어진 단일 액적은 We수에 따라 평판에 부딪힐

때 액적의 형상과 거동이 달라졌으며, 재반동 운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초소수성 평판에서의 동적

거동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고온평판에서 We < 30

영역에서는 액적은 충돌 시 구형을 유지하며 재반동하

였으며, 30 < We < 80영역에서는 충돌 시 왕관형태로

펼쳐진 후 재반동이 일어났다. We > 80의 영역에서는

왕관형태의 액적가지들이 재반동 시 서로 끊어지면서

반동 에너지의 소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의 액적 깨짐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

We수는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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