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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roplet temperature on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during collision

of a single droplet on a heated wall above the Leidenfrost temperature.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varying temperature

from 40 to 100oC while the collision velocity and wall temperature were maintained constant at 0.7 m/s at 500oC, respec-

tively. Evolu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droplet-wall interface as well as collision dynamics of the droplet were

simultaneously recorded using synchronized high-speed video and infrared cameras. The local heat flux distribution at the

collision surface was deduced using the measured temperature distribution data. Various physical parameters, including resi-

dence time, local heat flux distribution, heat transfer rate, heat transfer effectiveness and vapor film thickness, were measured

from the visualization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increase in droplet temperature reduces the residence time and increases

the vapor film thickness. This ultimately results in reduction in the total heat transfer by conduction through the vapor film

during droplet-wall collision.

기호설명

A : 열전달 면적 [m2]

Cp : 비열 [J/kgoC]

Dd : 액적의 지름 [m]

Ed : 액적의 제거 에너지 [J]

Emax : 액적이 완전히 증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J]

H : 시편의 높이 [m]

kS : 사파이어의 열전도계수 [W/moC]

kv : 증기의 열전도계수 [W/moC]

md : 액적의 질량 [kg]

 : 표면 열유속 [W/m2]

tR : 액적 충돌 시간 [sec]

Vd : 액적의 충돌 속도 [m/s]

 : 잠열 = hfg + Cp(Tsat− Td) [J/kg]

로마자 

ρd : 액적의 밀도 [kg/m3]

σ : 표면 장력 [N/m]

ε : 열전달 효율 [−]

qw″

h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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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적이 과열된 벽면과 충돌 시 액체의 빠른 증발에

의해 안정한 증기막이 형성되어 막비등 열전달을 나타

내는 최소 벽면 온도를 일컬어 Leidenfrost 온도라 한

다(1). Leidenfrost 온도 이상으로 가열된 고온의 벽면과

액적의 상호작용은 금속재료의 열처리 및 원자력 발전

소 내에서 냉각재 상실 사고의 발생 시 과열된 핵연료

를 냉각시키는 주요 열전달 메커니즘들 중 하나로 지

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액적과 가열 벽면의 상호작용은 액적의 조건(직

경, 속도, 충돌각도, 온도) 및 벽면의 조건(온도, 재질)

에 따라 액적의 충돌 특성 및 열전달량이 크게 변화하

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 상온 혹은 100oC의 액적을 활용하여

가열된 벽면과 충돌 시 변화하는 거동 특성에 대한 연

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2,3). Tran(4)은 상온

의 액적을 활용하여 가열된 벽면과 충돌 시 액적의 충

돌 거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관찰하여, 벽면의 온도 및

액적의 웨버수에 따른 충돌 열전달 맵을 제시하였다. 한

편 몇몇 연구들에서는 열전달 특성을 이해하고자 소형

열전대를 활용한 열전달 측정 및 액적의 거동 특성을

관측하기 시작했다(5,6). 최근에는 열전대 대신 높은 공간

및 시간 분해능을 갖는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한 열전달

연구들이 시도되었다(7,8). 

최근 Lelong et al.(9)은 액적과 가열된 벽면간의 열

전달을 예측하기 위한 물리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액적의 과냉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 값보다 낮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10). 따라서

해당 모델의 개선을 위해서 열전달 특성에 액적의 온

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실험 및 분석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공간 및 시간 분해능을 갖는 적

외선 열화상 기법을 활용하여 Leidenfrost 온도 이상으

로 가열된 벽면과 충돌하는 단일 액적의 온도가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수

행 시 동기화된 초고속 카메라 및 적외선 카메라를 활

용하여 액적의 충돌 거동 및 벽면 표면의 국소적인 온

도 변화를 관측하여, 액적의 온도 변화에 따른 국소 열

유속 및 증기막 두께를 분석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 장치의 구성

Fig. 1은 액적-벽면 충돌 열전달 실험장치의 개략도이

다. 실험 장치는 액적 생성 장치, 사파이어 시편, 그리고

가시화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은 대기압에서 수

행되었으며, 액적이 벽면과 충돌하는 순간에 변화하는

표면의 온도 분포 및 액적의 거동 특성을 관측하기 위

하여 동기화된 적외선 카메라(FLIR SC6000, 3~5 µm)

및 고속카메라(Phantom v7.3)를 활용하였다. Table 1은

고속카메라(HSV)와 적외선카메라(IR)의 측정조건을 나

타낸다.

2.1.1 액적 생성 장치

액적은 순수 물이 주입된 원통형 밀폐 수조에 실린지

펌프(KSD-100)로 압력을 서서히 가하여 31 게이지의

주사 바늘(Hamilton Inc, Di = 130 µm, Do = 260 µm)을

거쳐 형성되며, 이 때 형성된 액적의 지름은 2 mm이다.

액적의 지름은 고속 카메라를 통해 관측된 벽면과 충돌

하기 직전의 가시화 결과로부터 측정하였으며, 측정 오

차는 68 µm이다. 액적은 사파이어 시편에 약 0.7 m/s의

속도로 수직되게 충돌하며, 속도 측정 오차는 0.02 m/s

이다. 액적의 온도는 순수 물을 공급하는 원통형 수조에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facility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HSV IR

Pixel Resolution (µm) 34 87

Window size (pixel2) 193×193 83×83

Frequency (Hz) 1700 1700

Integration time (ms)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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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밴딩 히터(150 W)에 의해 40~100oC의 범위에서

조절 되었다.

2.2 데이터 분석

2.2.1 열유속 분포

표면의 열유속 분포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측정된

시간에 따른 시편의 온도 분포를 경계조건으로 활용한

3차원 과도 열전도 계산을 통해 얻어진다(10). 이를 토대

로 각 시간별 고체 사파이어 시편 내부의 3차원 온도 분

포를 얻게 되며, 충돌 표면에서의 열유속은 식 (1)을 통

해 계산할 수 있다(10,11).

 (1)

2.2.2 유효 열전달 면적

액적-벽면 충돌 열유속(~105 W/m2)은 자연대류 영역

의 열유속(~104 W/m2) 대비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유

효 열전달 면적은 열유속 구배를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Sobel edge detection method(12)

를 활용하여 열유속 구배로부터 열전달 면적을 측정하

였다. 

2.2.4 증기막 두께

Leidenfrost 온도 이상으로 가열된 벽면과 충돌하는

액적은 증기막을 통한 전도 및 복사에 의해 열전달이

일어난다. 온도가 500oC인 백금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은 약 1.9 kW/m2으로 충돌 영역 내 열유속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액적-벽면 충돌 열전달 시 주요 메커

니즘은 증기막을 통한 전도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증기와

액적의 경계면에서 온도는 포화상태라고 가정하면, 열

전도식으로부터 증기막의 두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다(10,11).

 (2)

여기서 kv는 증기막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며, 본 실험에

서 액적 표면온도와 벽면 온도의 산술평균인 300oC일 때

과열증기의 열전도도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2.2.5 열전달 효율

액적의 제거 에너지(Ed)는 유효 열전달 면적 내 열유

속을 충돌시간에 대해서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10-12).

 (3)

액적의 열전달 효율(ε)은 액적의 제거 에너지와 액적

이 모두 증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Emax)의 비로써 다음

과 같다(10).

(4)

2.3 불확실도 분석

액적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국소 열유속은 식 (1)을 활

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온도 구배로부터 얻어진

다. 국소 열유속은 온도 구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0).

(5)

따라서 국소 열유속 분포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6)

사파이어 시편의 열전도계수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측정된 온도를 기준으로 최소 및 최대 열전도계

수는 각각 약 14.9 W/moC 및 15.6 W/moC이다. 과도 열

전도 해석 시 일정한 열전도계수의 사용으로부터 오게

되는 평균 오차는 약 5%였다. IR 카메라를 활용한 표면

온도의 측정은 K형 열전대를 사용하여 미리 보정하였

다. 이는 IR 카메라에 의한 표면의 국소적인 온도 측정

값에 동일한 오차(±0.5oC)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표

면 열유속은 IR 온도 측정 간의 차이에 의해 계산되므

로 보정을 통해 오는 불확실성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6). IR 카메라로 표면을 관측했을 때, 0.1oC의 온도

변동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약 100 kW/m2의 오차를 유

발시킨다(10).

식 (2)를 통해 계산되는 평균 증기막 두께의 불확실

성은 증기막의 열전도도, 열유속, 그리고 온도차에 의

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초래한다. 각 불확실성들에 의해

증기막 두께가 갖는 최대 불확실성은 약 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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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가시화 결과

Fig. 2는 500oC로 가열된 벽면과 0.7 m/s로 충돌하는

액적의 온도에 따른 거동 및 벽면 온도 분포 그리고 열

유속 분포를 나타낸다. 액적의 거동에 대해서 전반적으

Fig. 2 Droplet behaviors (top), surface temperature (middle) and heat flux distribution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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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액적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액적의 지름 변화는 액적의 온도에 상관

없이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열전달 특성

의 경우, 액적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열유속 및 온도 강

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전달 현상의 시간적 변화를 보면, 충돌 초기(0.59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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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에 액적이 벽면과 부딪히면서 높은 열유속이 나타났

으며, 액적이 최대 지름까지 퍼지는 동안 (0.59~2.95

ms) 열유속은 중심 영역에서 높게, 가장자리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액적이

수축되면서 벽면을 이탈하는 동안 중심영역에서는 낮은

열유속을 띄다가 다시 높은 열유속을 띄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경향성은 액적의 과냉도가 커질수록 뚜렷하

게 나타났다.

충돌이 발생한 0.59 ms의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높

은 열유속을 보였다. 이때 액적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열

유속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0.59 ms일 때 높은 열

유속을 나타내는 것은 액적의 초기 충돌력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액적의 온도에 따른 열유속의 변화는 증기

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액적이 가열되어 증기가

되기까지 필요한 열량은 액적 온도가 증가할수록 줄어

들기 때문에 증기의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

두꺼운 증기막의 형성이 쉬워진다. 이로 인해 열유속은

액적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액적이 퍼지는 동안(0~3 ms) 액적의 온도별 열유속

분포를 보면, 1.77 ms까지는 영역별로 열유속 값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액적의 최대 지름에 도달한 약

3 ms일 때 중심 영역에서 높은 열유속이 나타났다. 액

적의 과냉도가 클수록 높은 열유속을 띄는 영역은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났으며, 국소적으로 매우 큰 열유속을

갖는 영역이 나타났다. 이는 액적의 높은 과냉도로 인해

증발이 덜 활발하게 일어나 증기막이 얇게 형성되고 결

과적으로 열유속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액적이 충돌 후 되튀기면서 벽면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에서 열유속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액적의

온도가 낮을수록 열유속이 서서히 감소하였다. 또한, 액

적의 되튀김이 시작되는 4.13~5.31 ms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열유속을 가지는 영역이 중심부에서 관측되었다.

이는 충돌 초기 대비 액적의 되튀김 시 상대적으로 액

적이 증기를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중심부에서 형성된

증기가 측면으로 빠르게 빠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

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현상은 Tran et

al.(3)에 의해 기 보고된 바 있다. 5.31 ms 이후의 열유속은

액적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액적은

벽면으로부터 다소 빠르게 이탈하는 경향을 보였다.

액적의 온도가 100oC인 경우 전반적인 경향성은 과냉

도를 갖는 액적들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44oC의 결과 대

비 1/10 이하로 열유속이 감소하였다. 액적이 퍼져나가

는 2.95 ms까지 액적 상단부의 추가적인 밀착에도 불구

하고 국소 열유속은 위치에 상관없이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액적이 수직하게 누르는 힘의 감소와 과냉도를 갖는

액적들에 비해 활발한 액체의 증발에 의해 상대적으로

두꺼운 증기막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열유속이 크게 증

가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3.2 인자별 결과

3.2.1 충돌 시간

액적의 열전달량은 벽면과의 충돌 시간과 관계되며,

따라서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충돌시간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필요하다. 기존 문헌에서 충돌시간은 액

적의 온도와는 무관하게 초기 운동력(ρdV
2)과 표면 장

력(σ/Rd)만의 균형에 의해 식 (7)과 같이 표현하였다(14).

(7)

Fig. 3은 본 연구에서 액적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측

정한 액적의 충돌 시간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

과 충돌 시간은 액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에서 보듯이 액적의 퍼짐 과정은

액적의 온도에 상관없이 약 4.13 ms까지 일정한 경향성

을 가지며 진행되었다. 이후 되튐 과정에서 액적의 온도

가 낮아질수록 벽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서

서히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42oC의 열유속 분포를 보면, 되튐 과정동안 중심 영

역에서 다시 높은 열유속을 띄었다. 이는 액적 내 일부

유체가 아랫방향으로 향하면서 증기막에 힘이 가해져,

증기막은 옆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때, 액적의 온도가

낮을수록 증기의 형성이 원활하지 못해 결국 증기막은

얇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증기막에 의한 반발력이

약해져 충돌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을 것이다. 액적의 온

tR ~ 
ρd Dd

3

8σ
-------------

Fig. 3 Reside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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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00oC의 경우, 퍼짐 과정동안 액적의 거동은 낮은 액적

온도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많

은 증기가 형성되어 낮은 열유속을 가졌다. 액적 하단

에 형성된 두꺼운 증기막은 액적에 큰 반발력으로 작

용하게 되어, 액적은 빠르게 벽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다. 이로 인해 액적의 충돌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게 된다.

3.2.2 증기막 두께

Fig. 4는 시간에 따른 평균 증기막의 두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약 0.6 ms의 증기막 두께를 비교해보면,

100oC의 경우, 증기막은 약 40~120 ㎛의 두께를 갖고

있는 반면 액적의 온도가 낮을수록 점차 얇아져 40oC의

경우 약 5~9 µm의 두께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Tran

et al.(3) 및 Biance et al.(16)에 의해 보고된 충돌 도중 형

성되는 증기막의 두께(수 µm에서 수십 µm)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증기막은 액적의 온도가 낮을수록 얇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충돌 초기에 액적의 과냉도가 클수

록 액체가 증발하여 증기막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열

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3.2.3 열전달 면적

Fig. 5는 유효 열전달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액적의

온도가 42~85oC인 경우, 액적의 온도가 변화하더라도 4

ms까지 열전달 면적은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4 ms 이

후 열전달 면적은 유사한 감소율로 점차 감소하였다. 하

지만, 액적의 온도가 낮을수록 열전달 면적은 큰 경향을

보였다. 100oC의 경우, 열전달 면적이 다소 작게 나타났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증기막에 의한 밀착 영역

의 감소 때문일 것이다.

3.2.2 벽면 온도 변화

Fig. 6는 시간별 벽면의 최소 온도를 나타낸다. 충돌

과 동시에 표면의 온도는 액적의 온도가 낮을수록 급격

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소적인 온도 강하는 액적

온도가 42oC일 때 약 80oC로 가장 컸으며, 100oC일 때

약 5oC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약 0.6 ms일 때, 최소 표

면 온도는 액적의 온도가 68oC 미만인 경우 약 480oC로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이후 충돌하여 액적이 퍼짐

(spreading)과 되감김(recoil)이 일어나는 0.6~6 ms 동안

액적 상단부의 2차적인 국소 충돌로 인해 표면의 온도

는 한번 더 감소하였다. 이후 벽면의 온도는 서서히 복

원되기 시작했다. 액적의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의 온도

변화 및 최소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서서히 감소하였

으며, 복원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nada et al.(15)의 과냉도가 88oC인 액적을 사용

한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Fig. 4 Average vapor film thickness

Fig. 5 Effective heat transfer area Fig. 6 Local minimu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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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평균 열유속

Fig. 7은 액적 온도별 평균 열유속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낸다. 100oC의 경우, 액적은 충돌과 동시에 약 400

kW/m2의 열유속을 가졌으며, 이후, 열유속은 Fig. 2에서

보듯이 액적 상단부의 2차적인 충돌로 인해 약 1.8 ms

를 기점으로 500 kW/m2로 증가한 후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액적의 온도가 85~44oC인 경우, 벽면에 충돌함과

동시에 열유속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평균 열유속은 액적의 온도가 낮아

짐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였다. 42oC의 경우, 44oC의 결

과와 유사하게 충돌직후 액적의 초기 힘에 의해 약 3

MW/m2의 높은 열유속을 나타냈으며, 이후에도 넓은 영

역에서 지속적으로 열전달이 유지되어 약 10 ms까지 높

은 열유속을 가졌다.

3.2.5 열전달량

Fig. 8은 액적 온도별 시간에 따른 열전달율을 나타낸

다. 액적의 온도가 감소할수록 열전달율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낮은 액적의 온도로 인해, 충돌과정

동안 형성되는 증기 양의 급감에 의해 증기막의 두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충돌이 발생하는 0.5 ms일 때, 액적의 온도가 낮을수

록 열전달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액적이 퍼져나가

는 동안 열전달율의 증가율은 서서히 감소하여 2.4 ms

일 때 최대 열전달율을 가졌다. 2.4 ms일 때의 결과는

열전달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으로, 액적의 온도에

상관없이 열전달 면적은 동일하지만 액적의 온도가 감

소할수록 증기막 두께는 감소하여 열전달율은 증가하

였다.

열전달율은 약 3 ms 이후 되감김 동안 감소하게 되는

데, 액적의 온도가 낮을수록 열전달율의 감소는 낮아지

게 된다. 3 ms 이후 열전달이 발생하는 중심 영역에서는

열전달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액적이 퍼지는

기간과 달리 액적이 증기를 외부로 밀어내는 힘이 감소

하게 되어 형성된 증기가 더 이상 외부로 밀려나지 못하

고 중심영역에 모이게 되어 낮은 열유속을 갖게 되었다.

Fig. 2에서 보듯이 국소적으로 높은 열유속을 갖는 영역

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액적의 온도가 높을수록

액적 중심에 밀집되는 증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액적의 모서리 부근의 열유속은 액적의 온도가 높

을수록 낮은 열유속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열전달율은

되감김 기간동안 급격히 감소하였다. 42oC의 경우, 액적

이 되감기는 동안인 약 6 ms이후에도 충동 영역 중심에

서 높은 열유속을 가지는데 이는 낮은 액적의 온도로 인

해 증기막이 유지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

해, 열전달율은 서서히 감소하게 되었다.

3.2.6 열전달 효율

Fig. 9는 액적의 온도에 따른 벽면충돌 열전달 효율을

Fig. 7 Average heat flux

Fig. 8 Instantaneous heat transfer rate

Fig. 9 Heat transfer effectiveness with respect to drop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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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열전달 효율은 액적이 제거할 수

있는 총 에너지(액적이 완전히 증발되는데 필요한 에너

지, mdhfg') 대비 액적이 실제로 충돌하는 동안 제거한

에너지(Ed)가 얼마인지를 뜻한다. 액적의 열전달효율은

액적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포화상태의 액적과 40oC의 액적의 결과

는 약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액

적의 과냉도는 충돌하는 도중 형성되는 증기막의 두께

를 감소시켜 열유속을 증가시키게 되고, 충돌시간 및 국

소 열전달 면적의 증가를 초래하여 열전달 효율을 증가

시키게 되었다.

4. 결 론

Leidenfrost 온도 이상의 액적이 벽면과 충돌할 때, 액

적과 벽면 사이에 액체의 증발에 의해 증기막이 발생하

며 막비등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Leidenfrost 이상

온도인 500oC로 가열된 벽면에 2 mm 지름의 액적이

0.7 m/s의 속도로 충돌할 때, 액적의 온도를 40oC에서

100oC까지 변화시키며 충돌 특성과 표면 온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이로부터 액적의 막비등 열전달 특성에 대

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험 범위 내에서 액적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충

돌시간은 감소하고, 유효 열전달 면적은 거의 일정

하였으며, 평균 증기막 두께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 액적 온도의 증가에 따른 충돌시간의 감소 및 증기

막 두께의 증가로 막비등 영역에서 주요 열전달 기

구인 전도 열전달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 결과적으로 액적의 온도가 실험 범위 내에서 변화

할 때 열전달 효율은 10배 이상 크게 변화하였다. 

• 향후 벽면-액적 충돌 열전달 예측을 위해서는 액적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모델링이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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