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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droplet volume on the evapo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essile droplet.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free convection in the vapor domain on the evaporation rate was analyzed through the numer-

ical simulation. The commercial code of the ANSYS Fluent (V.2020 R2) was used to simulate the heat transfer in the liquid-

vapor domain. Moreover, we used the diffusion model to estimate the evaporation rate for the different droplet volume under

the room temperature. It was found that the evaporation rate significantly increases with the droplet volume because of the

larger surface area for the mass transfer. Also, the effect of free convection on the evaporation rate becomes significant with

an increment of droplet volume owing to the increase in the droplet radius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 length of the

free convection. 

1. 서 론

액적 증발은 상변화를 통해 열과 물질이 전달되는 기

화 현상의 일종으로 자연현상 및 산업현장 어디에나 존

재하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1,2). 특히, 고

체표면에 고착된 액적의 증발률은 열전달, 접촉선 거동,

그리고 내부 유동과 같은 증발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5).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액적의 증발률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들을 정의하고, 그 상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Deegan 등(3)은 확산 방정식으로부터 액적의 증발률을

계산하였다. 그들은 증발 현상을 정상상태로 가정하고

액적 외부의 자연대류를 무시하여 해석해를 도출하였다.

이후에 Hu 와 Larson(6)은 Deegan 등(3)의 복잡한 해석해

를 대체하기 위해 증발률과 액적의 형상(접촉각과 반지

름) 사이의 상관식을 제안하여 확산 모델을 개발하였다.

확산 모델은 액적으로부터 기화된 분자들이 오직 확산

에 의해 주변 대기로 전파되는 경우 증발률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액적 주변의 자연 대류가 활발해지

는 경우, 확산 모델이 증발량을 과소 예측한다고 보고되

었다(7). Sobac과 Brutin(7)은 실험적으로 전열면의 온도

가 증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25

~75oC 전열면 온도 범위에서 증발률을 측정하였고, 확

산 모델을 통한 예측 값과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25oC 전열면에서 측정된 증발률은 예측값과 3.2%, 75oC

전열면에서는 30%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열면 온도

가 높을수록 자연대류가 증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

여 증발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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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화된 물질의 농도 구배로 인해 자연대류가 나

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8). Kelly-Zion등(8)은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

trometer, FTIR)를 사용하여 증발하는 Hexane 액적 주변

의 증기장을 가시화하였다. 그들은 Hu와 Larson(6)의 확

산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증기 분포와 실험결과를 비

교하였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확산 모델을 통해 예측된

증기 분포와 실험 측정값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다. 그들은 이러한 차이가 증발된 증기와 주변 대기의 밀

도 차이에 의해서 액체-기체 경계면을 따라 자연대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Kelly-Zion등(9)은

액적의 접촉 직경, 즉 특성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대

류가 활발해져 증발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현재까지도 액적의 접촉 직경이 주변 증기영역의 자

연대류 현상 및 증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

으로 분석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액적의 체적

이 증발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액적 체적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대류 거동이 액적의 증

발률과 외기의 증기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는 다음 식 (1)에서 (5)와 같이 질량 보존, 운

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그리고 종 수송 방정식(species

transport equation)을 사용하여 증발 현상을 수치해석 하

였다. 

 (1)

 (2)

(3)

(4)

 (5)

여기서, ρ는 밀도 u는 유속, μ는 점성계수, D는 확산

계수(diffusion coefficient)이다. S는 액적의 증발 잠열에

의한 에너지 생성항(energy source term)이며, hfg는 물의

증발잠열 그리고 Acell과 Vcell은 각각 액체-기체 경계면

에 인접한 격자의 면적과 체적을 나타낸다. 유동장은 층

류로 가정하였으며, 액적 내부 온도 구배에 의한 ther-

mal Marangoni 효과는 무시하였다(6). 본 연구는 상용코

드 ANSYS Fluent V. 2020 R2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2 형상 및 격자 생성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2차원 축대칭 모델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액적의 접촉각은 67.5o이고 체

적은 1~100 μl로 설정하였으며 액적의 반지름은 식 (6)

을 통해 계산하였다. 

( ) 0uρ∇⋅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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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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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R은 액적의 반지름, V는 체적, θ는 접촉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계산영역의 길이는 액적

접촉 직경의 50배이다. 사면격자로 계산영역을 구성하

였으며, 기체영역에는 34,822개, 액체 영역에는 1,312개

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2.3 수치해석 조건

증발로 인한 액적의 체적 변화 속도는 물질 및 열 확

산 등의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준평형 상태

(quasi-steady state)로 가정하였다(6). 액체-기체 경계면에

서의 증발 유속은 준평형 확산 모델을 기반으로 계산하

였다. 액적 증발 유속은 액체-기체 경계면에서 주변 대

기로 수송되는 증기량과 같으므로 Fick’s law에 따라 식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3). 

 (7)

여기서, J는 증발 유속, M은 증기의 몰 질량, n은 경

계면 법선 벡터, Cv는 증기의 포화 몰 농도이다. 액체-기

체 경계면에서의 증기 농도는 포화상태로 가정하였고, 액

적의 경계면을 따라 국부 온도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포화증기압을 고려하였다. 포화증기압은

식 (8) 그리고 (9)와 같이 Clausius-Clapeyron 방정식으

로 계산하였다(10). 

 (8)

 (9)

여기서 Psat은 포화증기압(saturation vapor pressure),

hfg는 증발 잠열, 그리고 Tlv는 액적의 액체-기체 경계면

온도이다. 외부 경계면(outer boundary)에는 대기 조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온도 25oC와 상대습도 10%를 적용하

였으며, 바닥면 온도는 25oC로 설정하였다. 유체의 물성

치는 Table 1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으며, 액체

와 기체의 비열은 상수로 가정하였다(7,10,11). 

3. 결과 및 분석

Fig. 2는 액적 체적에 따른 증발률 변화를 나타낸다.

증발률은 식 (7)로부터 계산된 증발유속 값을 액적 경계

면을 따라 면적분하여 계산하였다. 수치해석기법을 통

하여 예측된 증발률 변화는 검은색 삼각형 기호로 나타

내었다. 붉은색 사각형 기호는 Hu와 Larson(6)의 확산 모

델을 통해 예측된 해석해(analytical solution)을 나타낸다.

Hu와 Larson(6)이 제안한 확산 모델은 확산 방정식을 기

반으로 하며 자연대류는 무시하고 증발된 액체가 확산

현상에 의해서만 주변 대기로 수송된다고 가정하여 계

산하며 식 (10)과 같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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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luid properties

Water Gas

Density (kg/m3) -0.00379T2+1.996T+738.719 Ideal gas law

Thermal conductivity (W/m·K) -0.0000105T2+0.007976T−0.83745 7.000×10−5T+5.180×10−7

Specific heat capacity(J/kg·K) 4182 1006

Viscosity (kg/m·s) 2.0427×10−7T2
χ1.4102×10−4T+2.4780×10−2 4.897×10−8T+3.832×10−6

Latent heat (kJ/kg) 2274 -

Fig. 2 Evaporation rate for different drople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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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sat와 c∞는 각각 수증기의 포화 밀도와 외기

에서의 수증기 밀도를 나타낸다. f(θ)=0.27θ2+1.3는 증발

률과 액적 접촉각 사이의 상관식이다. 

Fig. 2에 따르면 액적의 체적이 커질수록 증발량이 증

가한다. 이는 액체-기체 경계면의 면적이 커져 물질전달

면적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액적의 체적이 작은 경

우에는 이론식(6)의 예측결과와 수치해석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한다. 체적이 5 μl 그리고 10 μl인 경우 이론식

과 수치해석의 예측 결과 사이의 차이는 각각 1.49% 그

리고 0.87%이다. 그러나 액적의 체적이 점차 커질수록

이론식과 수치해석의 예측결과 값 사이의 차이가 증가

하며, 액적 체적이 100 μl인 경우, 17.32%의 차이가 나

타났다. Hu와 Larson(6)이 제안한 이론식의 경우 확산 만

을 기체 영역의 증기 수송 메커니즘으로 고려하기 때문

에 자연대류가 중요해지는 경우에는 과소 예측한다(7).

반면, 본 수치해석은 자연대류의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증발률은 자연대류에 의해 변화된 농도 분포로부터 식

(7)을 통해 예측된다. 따라서, 액적 체적이 증가함에 따

라 증발률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대류가 액적 증발에 영

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는 액적의 체적이 증가함에 따

라 자연대류의 영향이 점차 커져 증발을 더욱 촉진시킨

다는 Kelly-Zion 등(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액적 체적이 증가함에 따른 증기영역에서

의 자연대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유동

장을 나타내었다. Fig. 3(a-d)는 액적 체적에 따른 속도

장을 나타낸다. 모든 액적 체적의 경우에서 아래에서 위

로 상승하는 자연대류가 나타나며, 액적의 체적이 커질

수록 기체 영역의 유속이 빨라졌다. 체적이 1 μl인 경우

Fig. 3 The contours of velocity distribution around the droplet with different volumes of (a) 1 μl, (b) 10 μl, (c) 50 μl and

(d) 10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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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영역 최대 유속은 0.0113 m/s인 반면, 체적이 100 μl

인 경우에는 최대 유속은 0.0212 m/s로 약 2배가량 증

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액적 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대류

에 의한 유동이 빨라지는 원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식 (11)과 같이 Rayleigh 수를 계산하였다. 

 (11)

여기서 ρlv − ρ∞는 액체-기체 경계면에서의 평균 밀도

와 외기 밀도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며 μ는 기체의 점성

계수를 나타낸다. 

Fig. 4는 액적 체적에 따른 Rayleigh 수의 변화를 나

타낸다. 결과에 따르면 Rayleigh 수는 액적 체적에 선형

적으로 비례한다. 즉, 액적 체적이 커짐에 따라 부력의

영향이 점차 커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액적 체적

이 커짐에 따라 Rayleigh 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식 (11) 우변의 세 가지 항을 각각 분석하였

다. 우선, 식 (11)의 우변의 세 번째 항 μ/D의 경우 기체

의 점성 계수와 및 확산 계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

나 점성 계수와 확산 계수는 기체의 물성 값으로 액적

체적이 변하여도 그 값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번째 항이 Rayleigh 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식 (11) 우변의 첫 번째 항 (ρlv − ρ∞)/ρ∞ 은

액적 경계면에서의 평균 밀도와 외기 밀도 사이의 차이

를 나타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밀도장

을 나타내었다. Fig. 5(a)와 (b)는 액적 체적이 각각 1 μl

그리고 100 μl인 경우의 증기 밀도장을 나타낸다. 두 액

적 체적의 경우에 매우 유사한 증기 밀도 분포가 나타

났다. 밀도는 액적의 접촉선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

고, 두 가지 체적의 경우 모두 접촉선 영역의 밀도는

1.171 kg/m3으로 예측되었다. 접촉선을 중심으로 멀어질

수록 밀도가 증가하며, 자유 기류(free stream)에서 밀도

는 1.182 kg/m3로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액적 경계면에

서의 평균 밀도 ρlv는 경계면에 인접한 셀에서의 밀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액적의 체적이 1 μl 그리고 100 μl

인 경우 밀도차이 ρlv − ρ∞는 모두 0.009 kg/m3로 동일

하였다. 액적 체적이 변하여도 밀도장 및 밀도차이에 값

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기체 밀도 분포

3

2

lv
gR

Ra
D

ρ ρ μ

ρ μ

∞

∞

⎛ ⎞ ⎛ ⎞− ⎛ ⎞
= ⋅ ⋅⎜ ⎟ ⎜ ⎟ ⎜ ⎟

⎝ ⎠⎝ ⎠⎝ ⎠

Fig. 5 The contours of density distribution around the droplet with different volumes of (a) 1 μl and (b) 100 μl

Fig. 4 The Rayleigh number for different droplet 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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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온도장을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a)와 (b)는 각각 체적이 1 μl 그리고 100 μl인

경우의 온도장을 나타낸다. 액적 경계면이 증발 잠열에

의해 냉각되어 액적 내부에 수직 방향 온도구배가 나타

난다(10,13,14). 비교 결과에 따르면 두 경우 온도 분포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적이 1 μl인 경우 액적

내부 수직 방향으로의 최대 온도차이는 1.4 K 그리고

100 μl인 경우 1.5 K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액적의 체적

이 변하여도 액적 경계면에서 매우 유사한 온도 분포를

갖기 때문에 증기 밀도 분포 또한 유사한 것으로 사료

된다.

다음으로, 액적의 접촉선 부근에서 가장 낮은 증기 밀

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 6에 나

타난 온도 분포에 따르면 액적의 정점(apex) 부근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가지며, 반면 접촉선 부근에서는 상대

적으로 높은 온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온도가 낮은 액

적 정점 부근과 인접한 증기 밀도가 가장 높다. 예를 들

어, Fig. 5(a)의 결과에 따르면, 체적 1 μl 인 액적의 경

우 액적의 정점에 인접한 기체의 밀도는 1.176 kg/m3 이

고 접촉선 부근에 인접한 기체의 밀도는 1.171 kg/m3으

Fig. 6 The contours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round the droplet with different volumes of (a) 1 μl and (b) 100 μl

Fig. 7 The contours of mass fraction around the droplet with different volumes of (a) 1 μl and (b) 10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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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또한 수증기의 질량 분율 분포 또한 수증기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Fig. 7(a)와 (b)는 체적이 각각 1 μl 그리

고 100 μl인 경우의 수증기의 질량 분율 분포를 나타낸

다. 결과에 따르면, 접촉선 영역에서 수증기의 질량 분

율 0.0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6에 나타난 온도장

결과에 따르면 모든 액적 체적의 경우에 액적 접촉선

부근에서의 온도가 액적 정점 부근에서의 온도보다 높

다. 따라서, 접촉선 영역에서의 수증기의 포화 증기압이

높아짐에 따라 수증기의 질량 분율 또한 커진다. 수증기

의 분자량은 18 g/mol로 주변 대기의 평균 분자량 28 g/

mol에 비해 가볍다. 따라서 수증기의 질량 분율이 커질

수록 기체의 밀도가 작아진다. 

마지막으로, 식 (11)의 우변 두 번째 항은 gR3/μ2이다.

이때, g와 μ는 액적 체적이 변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반

면, 액적 체적이 증가하면 반지름은 세제곱근에 비례하

여 증가한다. 예를 들어, 액적 체적이 1 μl 그리고 100 μl

인 경우 식 (6)로부터 계산된 반지름은 각각 0.93 그리

고 4.43 mm이다. 따라서, 반지름의 세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gR3/μ2 항은 액적의 체적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액적 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대류의

영향이 커지는 이유는 액적의 반지름이 증가하여 특성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Fig. 7에 따르면, 액

적의 체적이 1 μl인 경우엔 확산 수송이 지배적으로 나

타나 수증기의 증기 분포는 반구형의 분포를 가지며 주

변으로 수송된다. 반면에, 액적의 체적이 100 μl인 경우,

부유 유동 형태의 자연대류가 두드러짐에 따라 증기 분

포가 위로 길어진다. 즉, 자연대류의 특성길이가 길어질

수록 주변 증기를 활발하게 수송하여 증발 과정을 촉진

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액적의 체적이 액적 증발 현상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액적 체적이

증기 영역에서의 자연대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증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는 증발하는 액적의 열전달 현상을 수치해석 하였으며

유동장, 밀도장, 온도장 증기분포, 그리고 증발량 등을

예측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액적 체적의 변화가

Rayleigh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주요 인

자들이(밀도 구배, 물성, 유동 특성 길이) Rayleigh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액적 체적이 커짐에 따라 자연대류에 의해 증발

과정이 촉진되었다. 액적의 체적이 1 μl인 경우 자연대

류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체적이 100 μl

인 경우에는 자연대류에 의해 증발률이 17.32% 증가하

였다.

(2) 물(water) 액적 주변 자연대류는 부유 거동을 보인

다. 이는 수증기 분자가(분자량: 18 g/mol) 대기(평균 분

자량: 28 g/mol)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또한 체적이 큰

액적의 주변에서 보다 빠른 유동이 나타났다. 체적이

1 μl인 경우 기체 영역 최대 유속은 0.0113 m/s인 반면,

체적이 100 μl인 경우에는 최대 유속은 0.0212 m/s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3) 액적 체적 변화 시 Rayleigh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특성길

이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액적 체적이 변하

여도 온도 분포와 기체 영역에서의 밀도 분포는 큰 변

화가 없었으며, Rayleigh 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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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A : 면적 (m2)

csat : 포화 증기 농도 (kg/m3)

D : 확산 계수 (m2/s)

E : 에너지 (kJ)

G : 중력가속도 (m/s2)

hfg : 물의 증발 잠열 (kJ/kg)

J : 물의 증발 유속 (kg/s·m2)

k : 열전달계수 (W/m·K)

M : 분자량 (g/mol)

u : 속도 (m/s)

p : 압력 (Pa)

psat : 포화 증기 압력 (Pa)

R : 액적 반경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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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에너지 생성 항 (kJ/m3·s)

T : 온도 (K)

Tlv : 액체-기체 경계면 온도 (K)

Vcell : 격자 체적 (m3)

Y : 질량 분율 

θ : 접촉각 (o)

μ : 점성 계수 (kg/m·s)

ρ : 밀도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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