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Visualization, Vol. 18, No. 1 (18∼25), 2020 

(Manuscript received : 2020.02.07./Revised : 2020.04.22./Accepted : 2020.04.24.) 

DOI:http://dx.doi.org/10.5407/jksv.2020.18.1.018

ISSN 1598-8430 Print

ISSN 2093-808X Online 

†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Associate Professor
E-mail: esyeom@pusan.ac.kr

*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M.S. Candidate

**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Samsung Electro-mechanics, Suwon, 
South Korea

***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Ulsan 
University, Ulsan, South Korea, Professor

알루미늄 평판 및 50 μm 간격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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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 Droplet Impact Behavior Visualization
on the Flat and 50μm grating groove Al Surface

Dongkuk Kang*, Daehee Kwon**, Doo-Man Chun***, Eunseop Yeom†

Abstract The droplet impact behavior is dominated by some parameters such as surface temperature, 
We number, surface and fluid property. Especially, Leidenfrost effect which prevents the contact 
between surface and droplet is very powerful phenomenon for determining droplet impact behavior. 
Due to this effect, the impact regime is divided into contact boiling regime and film boiling regime 
whether the droplet contact with the surface. Many studies have found that surface micro-structures 
which processed by surface processing are effective to overcome the Leidenfrost effect. In this study, 
droplet impact behaviors were compared using ethanol both on flat and laser-ablated Al surface. On 
the flat surface, impact regime was mainly divided by surface temperature. And there is key dominant 
parameter for each regime. On the laser-ablated surface, we could see changed impact regime and 
different impact behavior such as jetting and ejection of tiny droplets despite of same impact 
conditions.

Key Words : Leidenfrost effect(라이덴 프로스트 효과), Droplet impact(액적 충돌), Structured 
surface(가공 표면), Film boiling(막 비등), Contact boiling(접촉 비등)

기호설명

 : 유체의 밀도 [kg/m3]

V : 액적의 충돌 직전 속도 [m/s]

D : 액적의 지름 [mm]

μ : 유체의 점도 [cP]

We : 웨버 수

TW : 표면의 온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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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적은 표면에 부딪히면서 다양한 형태의 충돌 

거동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액적 충돌 

거동에 내재되어있는 역학을 이해하기위해 노력

을 기울여 왔다.(1-2)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액적 충

돌 거동을 지배하는 핵심 변수로는 액적의 관성

력과 표면장력의 비인 We, 표면의 온도, 표면과 

액적의 특성 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2-3) 

 
 

             (1)

특히 고온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액적 충돌 거

동의 경우 표면의 온도와 We에 의해 액적 충돌 

거동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4) 그리고 이 액적 

충돌 거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는 것이 라이덴프로스트 현상을 일으키는 라이

덴프로스트 온도이다. 라이덴프로스트 현상은 액

적이 액체의 끓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가진 

표면에 부딪힐 때 액적의 하부에 증기 층을 형

성하여 액적과 표면이 닿지 못하는 현상이다.(5)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액적 충돌 거동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액적 충돌 거

동 영역을 액적이 표면과 닿는 접촉 비등 영역

(contact boiling regime)과 증기 층으로 인해 액적

이 표면과 닿지 않는 막 비등 영역(Film boiling 

regime)으로 라이덴프로스트 온도를 기준으로 나

누게 된다.(4)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표면을 가공

하여 라이덴프로스트 온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해 연구하고 있다.(6-8) 일반적으로 표면 가공은 

가공의 용이성을 위해 포토리소그래피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하여 표면에 

마이크로 패턴을 형성한다.(6) 이렇게 가공된 표

면은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 비해 라이덴프로스

트 온도가 증가하고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서 볼 

수 없었던 제팅 현상이 일어나는 등 다른 액적 

충돌 거동을 볼 수 있다.(6) 특히 이렇게 형성된 

마이크로 패턴 위에 나노 구조를 형성하도록 추

가 가공을 하여 hierarchical structure 구조를 형성

할 경우 기존 마이크로 패턴 표면에 비해서도 

더 높은 라이덴프로스트 온도를 갖는다.(7) 그리

고 실제 금속 표면에 FLSP 공정을 통해 hierarchical 

structure 구조를 형성하여 액적을 충돌시킨 연구
(8)가 있지만 이 또한 라이덴프로스트 온도가 증

가하는 것을 보았을 뿐 다양한 온도범위와 We

에서 액적 충돌 거동을 자세히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 환경에

서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A6061)을 가공

되지 않은 알루미늄 표면과 hierarchical structure 

구조를 가지는 50 μm 간격 격자 알루미늄 표면 

두 가지로 준비하여 액적 충돌을 발생시켰다. 또

한 기존에 액적 충돌 실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이 아닌 에탄올을 이용하여 격자 표면의 초소

수성으로 인한 영향은 배제하고 표면의 구조가 

액적 충돌 거동에 끼치는 영향을 다양한 표면 

온도와 We를 적용하여 전체 액적 충돌 영역에

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분석하

려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 구성

먼저 균일한 작은 액적(Diameter = 1.48 ± 

0.01mm)을 만들기 위해 평평한 바늘(32 Gauge)

을 사용하였다. 실험유체로는 에탄올을 사용하였

으며 실린지 펌프(neMESYS, Centoni GmbH)를 

이용해 주입되는 유량을 균일하게 조정하였다. 

실험 표면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 평판

과 레이저로 가공한 알루미늄 평판을 사용하였

다. 50 μm 간격 격자 표면은 알루미늄 평판을 

0.3W 레이저를 사용하여 50 μm의 간격의 격자

로 가공하였다. 표면은 카트리지 히터(FIREROD, 

WATLOW)를 장착한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케이

스를 이용하여 가열하였으며 온도 컨트롤러

(EZ-ZONE, WATLOW) 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

하였다. 액적의 We는 액적이 떨어지는 높이를 

통해 조절하였다. 

액적의 충돌 거동 영상을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해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카메라와 광원의 방

향을 조절하여 셋업을 구성하였다. 이때 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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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LED 램프를 이용하였다. 영상은 2배 물

렌즈(Achrovid 2x, Infinity)를 장착한 초고속 카메

라(VEO710L, Phantom)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모든 영상은 5 μs의 노출시간에서 초당 14,000 프

레임 수로 획득하였다.

2.2 50 μm 간격 격자 표면 특성

Fig. 1은 50 μm 간격 격자 표면(선폭 = 15.2 μ

m, 최 깊이 = 35μm)의 실제 모습과 현미경을 

이용해 촬영한 이미지이다. 물에 한 50 μm 간

격 격자 표면의 접촉각의 경우 액적의 좌, 우 경

계선에 타원 피팅(elliptic fitting)을 적용하여 구

하였다. 접촉각은 일반적으로 산포가 크기 때문

에 총 5회 측정하여 평균을 내어 구하였다. 그 

결과 좌우 평균 166.17 ± 0.34°로 나타났으며 이

는 기존에 소수성(Contact angle ~ 70°)에 가까운 

특성을 갖는 알루미늄 표면이 레이저 가공을 통

해 물에 해 초소수성을 가지게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에탄올의 접촉각 측정에서는 

액적이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 닿자마자 급격

히 표면에 퍼져 액적의 접촉각 측정이 불가능

 

Fig. 1. Photograph and microscopic images of 
laser-ablated Al surface

하였다. 에탄올의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서의 접

촉각 측정 또한 50 μm 간격 격자 표면의 접촉

각 측정과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실

험에서 에탄올의 액적 충돌 거동이 표면의 초소

수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

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3.1 상온에서의 액적 충돌 거동

 Fig. 2는 본 실험에서 We와 표면의 온도에 

따른 평판 표면에 한 에탄올 액적 충돌 거동 

영역을 도표로 나타내었다. 각 영역은 획득한 영

상에서 표면과 액적의 충돌 여부에 따라 접촉 

비등 영역과 막 비등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영

역에서 splashing이 일어나는 구간을 추가적으로 

표시하였다.

상온(We ~ 75 and TW = 25°C)에서의 액적 충

돌의 경우 두 표면 모두에서 우리가 아는 일반

적인 형태의 액적 충돌 거동을 볼 수 있었다. 가

공되지 않은 표면과 50 μm 간격 격자 표면 두 

표면에서 모두 액적은 표면에 부딪히면서 표면

을 젖게 하며 퍼짐을 일으키고, 액적의 표면에너

지에 의해 액적이 부분 표면에 남아있지만 액

적의 표면장력에 의해 약간의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4) 그리고 같은 We임에도 불

Fig. 2. Phase diagram of ethanol droplet impact 
behavior on flat surface with We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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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서의 액적의 최  

퍼짐 지름이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서의 액적

의 최  퍼짐 지름에 비해 더 큰 것을 볼 수 있

었다. 이것은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서 액적 

충돌의 경우 액적이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로 인

해 퍼짐 과정에서 방해를 받아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서의 충돌의 경우보다 퍼짐이 덜 일어나

는 것으로 생각된다.(6)

3.2 고온의 평판 표면에서의 액적 충돌

Fig. 3은 접촉 비등 영역에서의 액적 충돌 거

동으로 We ~ 145와 TW = 80°C에서 액적의 충돌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표면에 부딪힌 액체는 완

전히 표면에 접촉하여 퍼짐이 일어나며 퍼짐 과

정에서 점점 끓기 시작하여 거품(bubbling)을 형

성하며 끓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높아짐에 따라 거품을 형성하지 않고 여러 개의 

작은 액적들로 나뉘어 그 로 표면 위에서 구르

며 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접촉 비등 영역에서

의 액적 충돌 거동은 액적이 표면과 완전히 접

촉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We 보다 표면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액적은 

Fig. 3. Consequence images of droplet impact behavior at vertical(top) and horizontal(bottom) view on flat 
surface. We ~ 145 and TW = 80°C(Contact boiling regime).

Fig. 4. Consequence images of droplet impact behavior at vertical(top) and horizontal(bottom) view on flat 
surface. We ~ 123 and TW = 120°C(Regime shift range).

같은 표면 온도에서는 We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동일한 형태의 충돌 거동을 하였으며 

강한 We(We ≧ 125)와 일정 온도조건 이상(TW 

≧ 100°C)에서는 초기 액적 충돌 거동 단계에서 

splashing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4는 액적의 충돌 거동이 접촉 비등 영역

에서 막 비등 영역으로 전환되는 구간인 영역 

전환 구간(Regime shift range)에서의 충돌 거동을 

보여준다(We ~ 123 and TW = 120°C). 액적은 평

판에 부딪히면서 퍼짐이 일어나게 되고 초기 구

간에서 액적이 퍼져서 생긴 얇은 막이 끓는 것

을 수직 방향 이미지에서 볼 수 있다. 그 후 액

적은 강한 관성력으로 인해 fingering 형태가 끊

어지며 splashing을 일으키게 되며 수축 되는 동

안 액적의 얇은 막에서 부분적인 접촉이 일어나 

끓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에탄올의 라이덴프

로스트 온도가 120°C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물의 라이덴프로스트 온도와는 다르게 

에탄올의 라이덴프로스트 온도는 We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9) We의 증가에 

따라 접촉 비등 영역에서 막 비등 영역으로 전

환되는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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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sequence images of droplet impact behavior at vertical(top) and horizontal(bottom) view on flat 
surface. (a) We ~ 90 and (b) We ~ 240 at TW = 250°C(Film boiling regime).

Fig. 5는 액적이 표면과 닿지 않는 막 비등 영

역에서의 액적 충돌 거동이다. Fig. 5(a)은 We ~ 

90과 TW = 250°C에서의 액적 충돌 거동을 보여

준다. 액적은 표면에 부딪히면서 퍼짐이 일어나

지만 라이덴프로스트 효과로 인한 증기 층으로 

인해 표면을 젖게 하지 못한다. 그 후 액적의 표

면장력에 의한 수축 과정에서 약간의 fingering 

형상을 볼 수 있으며, 상 적으로 약한 관성력으

로 인해 액적의 fingering 형상이 끊어지지 않은 

채 수축 되고 튀기게 된다. 그리고 Fig. 5(b)은 

We ~ 240과 TW = 250°C에서의 액적 충돌 거동

을 보여준다. 액적은 표면에 부딪히자마자 강한 

관성력으로 인해 splashing을 일으켜 수평 방향으

로 액적을 분출하고 매우 넓은 범위로 퍼짐이 

일어난다. 그 후 퍼진 액적은 부분 수축되지 

못하고 많은 작은 액적들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막 비등 영역에서는 액적이 표면과 닿

지 않기 때문에 액적 충돌 거동이 표면의 온도

에 비해 We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

인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액적 충돌 거동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없었으며 We가 증가

함에 따라 액적이 분열(disintegration)되고 splashing

이 일어나는 등 액적 충돌 거동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3 고온의 50 μm 격자 표면에서의 액적 충돌

동일한 We와 표면 온도 조건에서 가공되지 

않은 표면과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서의 액적 

충돌 거동을 비교하였다. Fig. 6(a)은 We ~ 90과 

TW = 100°C에서의 액적 충돌 거동이다. 먼저 가

공되지 않은 표면에서의 액적 충돌 거동은 액적

이 표면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접촉하여 퍼지게 

되고 점점 끓으며 여러 액적들로 나뉘어 표면에

서 구르는 것을 볼 수 있다(Fig. 6(a) top). 하지

만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서는 전혀 다른 충

돌 거동을 볼 수 있다(Fig. 6(a) bottom). 액적은 

표면에 부딪히는 즉시 미세 액적들이 수평방향

과 각선 방향으로 분출되는 가공되지 않은 표

면에서 볼 수 없었던 형태의 splashing을 볼 수 

있다. 그 후 퍼짐 과정 중 액적의 중앙에서 물줄

기가 솟아오르는 제팅(jetting) 현상을 볼 수 있

다. 이 제팅 현상에 한 가정은 두 가지가 존재

한다. 먼저 액적이 부딪힐 때 표면과 액적 사이

의 공기층이 팽창하여 액적에 압력을 가해 제팅

이 일어난다는 것과 액적이 표면의 구조물에 부

딪히면서 구조물 사이의 공기층이 액적의 중앙

으로 이동하면서 그로인해 제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7) 이 제팅 현상은 액적이 표면에 닿았다

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레이저 가공 표

면에서의 액적 충돌 거동이 접촉 비등 영역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공되지 않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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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sequence images of droplet impact behavior on flat(top) and 50μm grating groove(bottom) 
surface. (a) TW = 100°C and (b) TW = 150°C at We ~ 90.

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을 50 μm 간격 격자 표

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표면의 가공으로 액적

의 충돌 거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6(b)은 We ~ 90과 TW = 150°C에서의 액

적 충돌 거동이다.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서의 액

적 충돌 거동은 표면에 부딪힌 액적이 퍼진 후 

액적의 표면장력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고 튀기

게 된다(Fig. 6(b) top). 몇몇 동일한 실험조건에

서 액적이 작은 2차 액적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TW = 150°C 일 때 We ~ 90 

근처에서 액적의 분열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격자 표면위 (Fig. 

6(b) bottom) 액적 충돌은 100°C에서의 평판 충돌

거동과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여준다. 하지만 평

판위 액적 충돌 거동에 비해 덜 격렬한 형태의 

splashing과 제팅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액적 아래의 공기층이 

안정되어 액적 충돌 거동이 안정화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액적의 충돌 거동 영역이 표면의 마

이크로 구조로 인해 막 비등 영역에서 접촉 비

등 영역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We ~ 185와 TW = 200°C에서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 한 액적 충돌 거동이다(Fig. 

7). 액적은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서 영역 전환 

구간의 액적 충돌 거동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액적 충돌 거동을 보여 준다(Fig. 4). 액적은 표

면에 부딪히면서 각선 방향으로 미세한 액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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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sequence image of droplet impact behavior at vertical(top) and horizontal(bottom) view on 
50μm grating groove surface. We ~ 185 and TW = 200°C

Fig. 8. Consequence image of droplet impact behavior at vertical(top) and horizontal(bottom) view 
on 50μm grating groove surface. We ~ 185 and TW = 250°C

분출한 후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splashing을 일으킨다. 그리고 0.35 ms 순

간의 이미지를 보면 액적의 내부가 끓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서 액

적의 충돌 조건이 영역 전환 구간일 때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50 μm 간격 격자 표면의 라이

덴프로스트 온도가 200°C 부근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액적의 중앙에서 제팅 현상이 일

어나려고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내부 공기층 압

력으로 인해 발생하지 못하고 볼록 솟았다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강한 We로 인해 액

적은 수축하지 못하고 매우 많은 작은 액적들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 8은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

서 We ~ 185와 TW = 250°C에서의 액적 충돌 거

동이다. 액적은 높은 We와 표면 온도를 가진 

Fig. 5(b)에서의 결과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충돌 

거동을 보여준다. 표면에 부딪힌 액적은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으로 인해 표면을 젖게 하지 못하

고 강한 관성력으로 인한 splashing을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퍼짐이 일어난다. 그 후 거의 수축 

되지 못하고 액적의 가운데 얇은 막 부터 끊어

지며 작은 액적들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표면과 거의 동일한 형태

의 충돌 거동을 보여주지만 다른 점 또한 존재한

다. 먼저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서 액적이 

splashing을 일으킬 때 미세 액적들이 각선 방

향으로 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미세 액적 

분출은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 한 모든 액적 

충돌 조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액적이 부

딪히면서 표면의 구조물 사이의 기포가 터지면서 

분출되거나(7) 액적이 표면의 구조물에 부딪혀 깨

지면서 분출되는 것으로 보이며 두 경우 모두 온

도가 올라감에 따라 액적 아래의 공기층이 안정

화되어 미세 액적 분출이 덜 일어나는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리고 액적의 퍼짐 과정 중에 액적의 

얇은 막 아래에 기포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충돌 거동 과정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표면의 가공을 통한 

마이크로 구조 형성을 통해 액적 충돌 거동의 영

역과 형태를 바꾸고 라이덴프로스트 현상을 억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표면에 다양한 마이크로 형상 구조의 적용 가능

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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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표면과 50 μm 

간격 격자 표면에 한 액적 충돌 거동을 다양

한 We와 표면 온도에서 확인하였다. 먼저 기존

의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 해 에탄올 액적 충

돌 실험을 진행하여 액적의 We와 표면의 온도

에 따라 액적 충돌 거동이 바뀌며 라이덴프로스

트 온도에 의해 영역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라이덴프로스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접

촉 비등 영역에서는 액적이 표면과 완전히 닿기 

때문에 We보다 온도의 영향이 크고 라이덴프로

스트 현상으로 인해 액적이 표면과 닿지 않는 

막 비등 영역에서는 온도보다 We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동일한 알루미늄 표면을 

레이저를 통해 가공하여 표면에 50 μm 간격 격

자 구조를 형성한 후 액적 충돌 실험을 진행하

였다. 50 μm 간격 격자 표면은 에탄올에 해 

가공되지 않은 표면과 유사한 접촉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이크로 구조로 인한 액적 

충돌 거동 변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액적 중심부에서의 제팅 현상과 액적 충돌 초기 

단계의 미세 액적 분출 같은 가공되지 않은 표

면에서 볼 수 없는 충돌 거동을 볼 수 있었고 

라이덴프로스트 온도 또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는 액적

의 충돌 거동과 라이덴프로스트 온도에 큰 영향

을 끼치며, 이는 추후 더욱 다양한 마이크로 구

조를 가진 표면에 한 액적 충돌 거동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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