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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t impingement on a moving plate, which is applicable to cooling of hot metals in a steel-making 
process, is investigated numerically by solving the Navier-Stokes equations in the liquid and gas 
phases.  The liquid-gas interface or free surface is tracked by a level-set method which is improved 
by incorporating the ghost fluid approach based on a sharp-interface representation. The computations 
are made for multiple jets as well as a single jet to compare their flow characteristics. Also, the 
effects of the nozzle pitch, moving velocity of plate and jet velocity on the interfacial motion and the 
associated flow and temperatur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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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강공정에서 강판의 급냉열처리나 고발열 전
자장비의 냉각 등과 같이 고온의 평판이나 물체
에 액체를 직접 분사하여 냉각시키는 높은 열전
달 효과를 이용하는 충돌제트(impinging jet)가 여
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충돌제트를 통한 냉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유체의 분사 속도, 노즐 형상 및 크기, 노즐
과 평판과의 거리, 유체의 온도, 평판의 온도 및 
표면상태 등의 열전달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액체-기체 상경계면을 포함하는 복잡한 유동 
및 열전달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다.(1-3) 최근 들어 이러한 충돌제트의 
이상 유동을 해석하고 열전달량을 수치 해석적으
로 예측하려는 연구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Fujimoto 등(4)은 정지된 
고체 평판에 축대칭조건을 사용한 단일 충돌제트
로 형성되는 액체막 구조에서의 열전달에 관해 
수치해석하고 같은 조건의 실험과 비교하였다. 
Tong(5)은 VOF 방법에 충돌제트의 열과 운동량 
전달에 관련한 모델을 추가시켜 고정된 평판위에 
분사되는 대칭 제트의 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Chattopadhyay와 Saha(6)는 large eddy 
simul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충돌 편면의 이동을 
고려한 난류 영역 (Re=5800)에서 단일 노즐 충
돌제트의 유동 속도을 해석하였다. 하지만 열전
달에 관련된 해석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Gradeck(7)등은  모델을 포함한 VOF 방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평판에 단일 노즐 충돌제트를 
해석하고, 같은 조건의 실험을 동시에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조건으로 분사속도는 0.41~2.17m/s
로 평판의 이동속도는 0.51m/s~2.65m/s로 조절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역시 열전달에 관련
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액체-기체 상경계면에서의 속도, 응
력, 온도조건을 좀더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Sharp-Interface 기법을 적용한 LS 방법을 이용하
여 일렬 및 이열로 배열된 충돌 제트 노즐에서 
분사 속도와 이동하는 평판의 속도가 유동 및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해석 방법은 Son과 
Dhir(8)의 sharp-interface 구현을 위한 LS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기체-액체의 상경계면은 기상
에서 음의 값, 액상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거리
함수로 정의된 LS 함수에 의해 계산된다. 기상, 
액상 영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운동량 보존, 

질량 보존, 에너지 및 LS 함수 를 지배하는 방
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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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는 액상-기상을 구분하는 불연속
적인 계단함수이며, 상경계면의 곡률()은 거리 
함수로 정의된 연속적인 LS함수로부터 계산된다. 
또한 밀도 및 점도의 계산에 사용된 는 효과
적인 물성치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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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첨자 A, B는 F의 계산 지점에 근접한 
두 격자점을 나타낸다. 
상경계면(  )은 식 (4)에 의해 결정되지만, 
와 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LS 함수를 
거리함수(∇ )가 되도록 식 (5)를 사용하여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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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facing motion in a single jet with
    and    .

은 식 (4)의 해이며, 는 식 (5)의 우변이 상
경계면 주위에서 0이 될 때까지 계산하는 반복단
계를 의미한다. 

3. 계산결과 및 검토

 본 연구에서 충돌제트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 유체는 물과 공기로 각각의 물성치는 다
음과 같다.

  
 ,   × ⋅

  
 ,   × ⋅

 평판에서 노즐의 높이는 35 , 노즐의 직경
은 10로 고정하고 제트 수분류의 온도는 3
0℃ 평판의 온도는 90℃로 하였다. 제트의 속도
와 고온 평판의 이동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충돌
제트의 수분류의 유동과 냉각 특성을 해석하였
다.
   Fig. 1은 제트 속도를 1.0, 평판의 이동 
속도를 1.0일 때 충돌제트의 유동 패턴을 보
여준다. 평판위에 냉각액이 충돌 후 균일한 두께
로 퍼지며, 일정 시간 후 양 옆으로 32 떨어
진 일렬로 배열된 다른 노즐간의 대칭 조건 때문
에 각 제트의 wall jet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어 
계산 영역의 측벽부분이 판으로부터 높게 도약을 
하게 된다. 이는 열전달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인 정체성을 높이는 이유가 되어서 계산 
영역의 측벽에 수분류가 많아질수록 열전달량 향

Fig. 2 Interfacial motion in a single jet at t=0.5 
      with     and (a)  

      and (b)   .

Fig. 3 Effect of jet velocity on heat flux averaged 
over the heating plate.

상에 지장을 주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액체가 
출구까지 평판을 덮게 되는데 이는 액체가 출구
에 다다르기 전까지 시간에 비례하여 열전달 향
상을 보이는 이유가 된다. Fig. 2는 평판의 이동 
속도는 일정하게 고정한 후 제트의 속도를 각각 
0.5와 1.5로 변경한 경우의 유동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Fig. 3는 제트의 유량이 변화가 
평판 냉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제트의 유
량을 0.5 , 1.0 , 1.5  3가지 경우의 
열전달량을 비교한 것이다. 제트의 유량이 크기 
때문에 보다 큰 운동에너지가 더 빠르게  평판위
의 수분류를 퍼지게 만든다. 유량이 클수록 수분
류가 비교적 빠르게 평판에 퍼지는 이유로 더 큰 
냉각 효과를 볼 수 있다. 제트의 속도가 1.5
일 경우 0.2초 후에 의 열전달량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4는 앞의 경우와 반대로 
제트 유량을 고정시키고 평판의 속도를 0.5 



Fig. 4 Interfacing motion in a single jet at t=0.5
      with     and (a)  

      and (a)  

Fig. 5 Effect of plate velocity on heat flux 
averaged over the heating plate.

와 1.5 m/s로 변경한 경우의 유동 패턴이다. 판
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동일한 유량의 제트가 
더 빠르게 평판을 덮고 이동하게 되며 이는 유체
의 정체를 줄이기 된다.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를
수록 유체가 얇게 퍼짐을 볼 수 있다. Fig. 5는 
평판의 이동 속도 변화가 평판 냉각에 미치는 영
향을 알기 위해 평판의 속도를 0.5 , 1.0 , 
1.5  3가지로 변화시킨 경우의 열전달량을 비
교한 것이다. 계산의 결과 평판의 속도가 1.5
일 경우 0.5초 후에 , 평판의 속도가 
0.5일 경우 0.5초 후에 로 제트 
분사를 조절한 경우와 비교하여 큰 열전달 향상 
율을 볼 수 없다. 
  앞에서는 제트의 노즐이 일렬로 배열된 경우, 
즉 측면에 이웃하는 노즐간의 상호 작용만 고려
한 수치 해석이다. 하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더 
큰 열전달 향상을 보기 위해서 여러 열의 노즐 

Fig. 6 Interfacing motion in multi jet with
    and    . 

배열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
로 다른 열에 배치된 노즐간의 상호 작용을 파악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즐을 이열로 배치하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제트 노즐을 이열로 배치하고, 판의 
이동속도와 제트의 분사속도를 각각 1.0 로 
고정했을 경우의 유동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입
구 쪽의 노즐 열과 출구 쪽의 노즐 열간의 간격
은 30이고 같은 열의 노즐간의 간격은 앞에
서와 같이 32로 배치하였다. 단일열일 경우
에 측면에만 생기던 노즐간의 간섭은 더욱 복잡
하게 일어나고 노즐간의 공간에 수분류의 정체가 
훨씬 크게 일어남을 볼 수 있다. Fig. 7은 평판의 
이동 속도는 일정하게 고정한 후 제트의 속도를 
각각 0.5와 1.5로 변경한 경우의 유동 패
턴을 나타낸 것이다. 
   Fig. 8은 제트의 유량이 변화가 평판 냉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제트의 유량을 0.5
 , 1.0 , 1.5  3가지 경우의 열전달량
을 비교한 것으로 , 판의 속도가 일정할 때 제트 
분사유량이 상승할수록 더 큰 열전달 향상을 보
임일 알 수 있다. 또 일렬인 경우의 같은 조건과 
비교했을 때,  유량이 2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
로 높은 열전달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일렬
일 때 1.0 와 이열일 때 0.5 로 두 경우
의 전체 유량을 같게 만들어주었을 때 서로 비교
해보면, 서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열일 때 
노즐간의 상호 간섭 때문에 정체가 커지게 되고, 
입구 쪽 노즐의 유량이 일렬일 때보다 절반이기
에 운동에너지가 충분하게 발생하지 못하게 되고 



Fig. 7 Interfacing motion in multi jet at t=0.5
      with     and (a)  

      and (b)  

Fig. 8 Effect of jet velocity on heat flux averaged 
over the heating plate.

때문에 입구 쪽 가열 면을 충분히 못 덮어서 다
중 노즐의 이점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생각된
다. 
   Fig. 9는 이열로 배열된 노즐의 제트 유량을 
고정시키고 평판의 속도를 0.5 와 1.5 m/s로 
변경한 경우의 유동 패턴이다. 
  판의 속도가 3가지 경우 중 가장 빠른 1.5 
일 때 수분류가 비교적 더 원활하게 출구로 빠져
나가는 경향을 보였지만, 0.5초 후에 
로 판의 속도가 0.5일 때 0.5초 후에 
 보다 작은 열전달량을 보였다. 제트 
분출 액체와 판이 충돌하는 부분에서의 수분류의 
정체가 커져서 열전달 향상에는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

4. 결 론

Fig. 9 Interfacing motion in multi jet at t=0.5
      with     and (a)  

      and (b)   .

Fig. 10 Effect of plate velocity on heat flux 
averaged over the heating plate.

   본 연구는 Level Set(LS) 방법을 이용하여 액
체-기체 상경계면과 자유표면을 해석하고 평판
의 속도, 노즐의 수분류 분사 속도가 유동 및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일렬 배열 노즐과 이렬 배
열 노즐에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계산 결과로 일
렬로 배열된 충돌제트의 경우 평판의 속도를 1.0
 , 제트의 분사 속도를 0.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제트의 속도를 2배, 3배로 변화 시키
면 열전달량은 각각 14%, 52%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평판의 속도를 2배, 3배로 변화시킬 때, 
열전달량은 1%, 7% 미세하게 증가되었다. 제트 
노즐을 이열로 배열 했을 경우 열전달 향상에 관
련된 수치해석 결과로, 제트의 속도를 2배, 3배
로 변화 시키면 각각 25%, 39%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평판의 속도를 2배, 3배로 변화시킬 때, 오
히려 열전달에 방해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
로부터 열전달 향상에 노즐 분사 속도는 큰 영향
을 주지만, 평판 이동 속도의 변화는 영향에 둔



감함을 알 수 있다.    
   향후 다중 노즐의 간격 및 수분류의 상변화를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유동 및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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