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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measurement techniques using TSP(temperature sensitive paint) were introduced and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study on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measurement by steady state and transient TSP techniques 
were discussed. The distributions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by a single 60° inclined impingement jet on a flat surface were 
measured by both techniques. Tested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jet diameter (d) was 30,000 and the distance between jet 
exit and target plate (L) was fixed at 10d. Results showed that the measured Nusselt number by both technique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near the center of impingement jet. Also,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s measured by the transient 
TSP technique were affected by the reference temperature of the jet. Based on the measured data, characteristics of both TSP 
techniques were analyzed and suggestions for applying them were also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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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est facility

1. 서  론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한 측정 기법으로는 주로 열전대

나 RTD, 열유속 센서(heat flux gage)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어 왔다. 이러한 측정 방법들은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얻

을 수 있지만 각각의 센서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데이터를 얻

을 수 있기에 공간 해상도가 낮다. 따라서 열전달 측정 면적

이 넓을 경우, 많은 계측 장치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실험 비

용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광학적 열전달 

실험 기법들의 경우, 초기 실험 장치의 구축비용이 필요하지

만 열전대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공간 해상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열전달 계수의 분포를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또한, 

유동 내부에 측정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 간섭 방법이라는 장점도 있다.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광학적 열전달 실험 기법으로는 액정(liquid 

crystals), 적외선 카메라, TSP(temperature sensitive paint)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기법들 중 비교적 최신 기법

인 TSP를 이용하여 원형 충돌 제트에서의 열전달 계수를 측

정하였다. TSP를 포함하여 광학적 열전달 측정 기법들은 높

은 공간 해상도와 더불어 유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 간

섭 방법이라는 특징이 있다. TSP를 이용한 온도 및 열전달 

측정 기법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데 Liu 등(1)은 TSP의 강도 비(intensity ratio)를 이용하

면 TSP의 도포 두께와 조명 및 카메라의 위치의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iu 등(2)은 단일 원형 충돌 제

트에 정상 상태 TSP 기법을 적용하여 열전달을 측정하고 전

산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기존의 문

헌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Liu 와 Sullivan(3)은 정상 상태 TSP 기법을 이용하여 가진

된 원형 충돌 제트에 의한 열전달을 측정하였으며 Liu 등(4)

도 정상 상태 TSP 기법을 이용하여 충격파－난류 경계층에

서의 열전달 측정 및 가시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Lee 

등(5)은 정상 상태 TSP 기법을 이용하여 평판에서 와류 생성

기(vortex generator)에 의한 열전달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Blasius해와 비교하여 10% 이내의 오차를 가졌다. 

그리고 만약 고해상도의 화상처리 장치와 소프트웨어만 갖

춰진다면 TSP는 매우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평판

에서 강력한 열전달 측정 기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몇몇의 연구자들은 정상 상태 기법과 천이 기법의 

비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ampbell 등(6)은 비행체의 

날개와 본체의 연결부분을 모델로 한 에어포일(airfoil) 형태

의 구조물이 설치된 벽면에서의 열전달 계수 분포 측정을 

LSH-TSP(laser spot heating-temperature sensitive 

pai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정상 상태 기법과 천

이 기법을 각각 적용하여 열전달 계수를 측정하였고 두 기법

으로 구한 열전달 계수가 약 2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LHS-TSP 시스템의 경우 전체를 가열하기 힘든 대형의 시험

부에서 열전달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 방

법의 특성상 광원으로 LED나 램프를 사용하는 타 광학적 측

정 기법에 비해 공간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 한

다. Pape 등(7)은 터빈 블레이드 Two-pass 냉각 시스템에서

의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해 액정을 이용한 정상 상태 기

법과 천이 기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그리고 각 기법으로 구

한 Nu 수의 분포를 비교하였는데 정상 상태 기법의 평균값

이 천이 기법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열 

경계 조건의 차이로 추론하였다.

액정의 경우 정상 상태 기법과 천이 기법이 모두 사용되는

데 비해 TSP의 경우는 천이 기법도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TSP 열전달 측정 연구에서 정상 상태 기법을 이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D array와 TSP로 구성된 온도측정 시

스템을 이용하여 평면 충돌제트에서의 정상 상태 기법과 천

이 기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천이 기법의 경우 제트를 가

열하여 시험부에 충돌시키는 가열 공기(heated air) 방법과 

시험부를 가열시킨 후 제트를 충돌시키는 가열 모델(heated 

model) 방법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 장치

2.1 경사 충돌 제트 장치
실험에 사용되는 제트는 건물 외부에 위치한 고압 압축 공

기 시설에서 약 8 bar의 압력으로 공급되며 압력 탱크

(pressure tank), 오리피스 유량계(orifice flowmeter)와 에

어 히터(air heater, 650 W), 제트 관(jet pipe)을 거쳐 시험

부로 분사시켰다. 대략적인 시험장치의 구성을 Fig. 1에 나

타내었다. 제트 관의 안지름(d)은 12 mm이며 완전발달 유동

을 얻기 위하여 길이는 50D로 제작하였고 재료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전도율이 낮은 아크릴을 이용하였다. 

유량계 하류에 설치된 밸브를 통해 유량을 조절하였으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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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st section of steady TSP techniqueFig. 3 Test section of transient TSP (heated air) technique

Fig. 2 Test section of transient TSP (heated model) technique

지름과 제트 출구 속도를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 수는 약 

30,000이다. 그리고 제트가 충돌하는 충돌판(target plate)

을 제외한 실험 장치 구성은 정상 상태 TSP 기법 실험과 천

이 TSP 기법 실험에서 모두 동일하다. 또한, 모든 실험에서 

평판과 제트 관의 사이의 각도는 60˚, 제트의 지름과 평판까

지 거리의 비(L/d)는 10으로 유지하였다.

2.2 TSP 측정 장치
TSP를 이용하여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TSP가 

가장 잘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광원이 필요하다. 이 파장은 

각 TSP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 사

용된 TSP는 ISSI사의 UNT-01이며 TSP를 여기(excitation)

시키기 위한 광원으로는 470 nm LED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는 필요한 특정 파장의 빛만을 높은 강도로 공급이 가능하지

만 고출력과 높은 출력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는 제품은 가격

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LED array의 경우 장시간

동안 이용할 때의 높은 안정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강

도(intensity)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넓은 표면에 균일한 

빛을 조사할 수 있으며 가격도 타 광원들이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TSP의 이미지 획득은 580 nm 장파 여광기

(long wave pass filter)를 장착한 고성능 CCD 카메라(PCO 

1600, 14bit, 1600x 1200)를 이용하였다.

2.3 천이 TSP 기법 시험 장치
천이 TSP 기법 시험 장치의 경우 가열 모델 장치(Fig. 2)

와 가열 공기 장치(Fig. 3)를 각각 제작하였다. 

가열 모델 장치의 경우 제트가 충돌하게 되는 15 mm 두께

의 아크릴 판과 시험부 가열용 가열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측

면과 아랫면의 단열 벽으로 구성된다. 측면 단열 벽에는 가열

된 공기가 들어오는 유입구를 가공하였으며 반대쪽 측면 단

열 벽에는 유입된 공기가 외부로 방출되는 토출구를 가공하

였다. 그리고 단열 벽의 상부에는 순간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덮개를 설치하였다. 시험부를 가열시키기 위한 공기는 블로

워와 전기 히터(12 kW)를 이용하였으며 시험부의 온도가 균

일하게 될 때까지 공급하였다. 시험부 표면의 온도 균일성 확

인을 위해 3개의 T-type 열전대를 표면에 설치하였으며 시

험부의 온도가 정상 상태에 도달 했을 때 각 열전대간의 온도 

차이는 최대 약 0.2 ℃였다. 제트의 온도는 약 1 mm 직경의 

T-type 열전대(Omega TMQSS-040E-6)를 이용하여 제트 

관의 출구(jet pipe exit, TC #1)와 제트의 충돌 지점인 정체

점(stagnation point, TC #2)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가열 공기 장치(Fig. 3)는 제트가 충돌하는 15 mm 두께의 

아크릴로 제작된 시험부로 이루어져 있다. 에어 히터로 가열

시킨 공기를 제트 관으로 공급한다는 점과 시험부 주위에 단

열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타 실험 조건과 

장치들은 가열 모델 장치와 모두 동일하다.

2.4 정상 상태 TSP 기법 시험 장치
정상 상태 TSP 기법 시험 장치(Fig. 4)의 경우 0.1 mm 두

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포일(stainless steel foil)과 254 

mm×254 mm 크기의 러버 히터(rubber heater, Omega 

SRFG-1010-10P, 15500 )로 이루어진 가열부, 15 

mm 두께의 아크릴 판과 50 mm 두께의 압축 스티로폼으로 

이루어진 단열부로 구성하였다. 러버 히터로 공급되는 전력

은 전압조정기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3. 실험 방법

3.1 TSP 보정
Fig. 5는 TSP의 보정을 위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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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SP calibration system 

Fig. 6 TSP calibration curve(second-order curve fitting)

Fig. 7 Temperature change of mainstream

로 Liu 등(8)에서 이용한 장치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보정

장치는 LED 조명, CCD 카메라, 열전소자와 온도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된다. TSP는 온도 조절기로 온도가 제어되는 열

전소자의 표면에 도포되었다. TSP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조건의 이미지가 필요 하다. 먼저 CCD 카메라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조명을 끈 상태에서 강도()

를 촬영하고, 조명을 켠 후 기준이 되는 온도()에서의 

TSP강도()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를 이용하

여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각 온도에서의 TSP 강도()를 촬영

하였다. CCD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된 이미지들은 PC에 차

례대로 저장되었으며 저장된 이미지들의 평균 강도를 각각

의 온도에 대하여 구하였다.

Fig. 6은 TSP의 보정 실험을 통해 얻은 평균 강도의 비에 

대한 온도 비의 보정 곡선 그래프이다. 보정 곡선은 곡선맞춤

(curve fitting)을 식 (1)과 같이 2차 다항식으로 나타냈다.




 


  


 (1)

위의 식에서 와 는 각각 실제 실험에서의 온도와 강도

이며 와 는 기준 온도와 그 온도에서의 강도, 은 

조명을 끈 상태에서의 강도이다. 그리고 a, b, c는 2차 다항

식으로 곡선 맞춤 된 TSP 보정 곡선으로부터 구해지는 상수

들이다.

3.2 천이 TSP 기법
천이 열전달 측정 기법(transient heat transfer measurement 

technique)은 도포된 시험부 표면을 대류 경계 조건을 갖는 

1차원 반무한 고체 모델로 가정하고 주 유동의 온도나 속도

에 급격히 변화를 주어 시간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를 이용

하여 열전달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에 적용되는 1

차원 반무한 고체의 열전도 방정식과 경계 조건, 초기 조건

은 식 (2)∼(5)에 나타나 있다.



 


(2)

     (3)

    


   (4)

 →∞ (5)

Fig.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 유동 온도의 변화가 순간적

으로 급격하게 변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스텝 변화를 따를 

경우 1차원 반무한 고체의 시간에 따른 시험부 표면 온도의 

변화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6)

하지만, 일반적인 실험에서 주 유동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Kwak과 Han(9) 등의 많은 연구자들은 시간에 따

른 온도의 변화를 Fig. 7과 같이 스텝들의 연속적인 중첩으

로 가정하고 Duhamel의 중첩 법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식 (6)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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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여기서,   exp 
∆=주 유동 온도의 스텝 변화

식 (7)에서 표면의 초기 온도()로부터 특정한 표면 온도

( )까지 경과된 천이 시간(t), 주 유동 온도( ), 그리고 시

험부의 물성치(,) 등을 알면 대류 열전달 계수(h)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천이 시간(t)은Shin 등(10)이 제시한 액정에

서의 시간－색상(time-hue) 곡선맞춤법을 응용한 시간－강

도(time-intensity) 곡선맞춤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가열 모델 방법의 경우, 먼저 조명을 끈 상태에서 강도

()를 촬영하고, 일정한 온도로 제어되는 고온의 공기를 공

급하였다. 그리고 시험부의 온도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

면 순간적으로 덮개를 제거하는 동시에 제트를 충돌시키고 

제트의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실험의 종료 때까지 일정

한 시간 간격으로 시험부 표면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촬영된 

이미지들은 PC에 차례대로 저장되었으며 각 픽셀(pixel)에

서의 시간에 따른 강도 비의 변화를 일련의 이미지 처리 과

정을 통해 구하였다. 촬영된 이미지들 중 제트가 충돌하기 

직전의 이미지의 강도를 기준 강도()라 하고 동일한 시각

에 기록된 온도를 초기 온도()라 하였으며 이는 데이터 기

록 장치(Agilent, 34970A)와 시험부 가장자리에 부착된 열

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제트 온도()는 Fig. 1에 나

타난 바와 같이 TC #1, TC #2 두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가열 공기 방법에서는 가열 모델 방법과는 반대로 에어 히

터로 가열 시킨 높은 온도의 제트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시험부로 충돌 시켰다. 실험을 시작 하기 전의 표면 온도를 

초기온도()로 하고 그때의 강도를 기준 강도()라 하며, 

이 점들을 제외하면 제트 온도 측정 위치 등의 실험 방법이

나 결과 계산 방법은 모두 가열 모델 방법과 동일하다.

시험부를 1차원 반무한 고체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험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험부의 반대 쪽 표면 온도는 변화가 없

어야 한다. 따라서 천이 열전달 실험에서는 실험 시간에 제

한을 두어야 한다. Wagner 등(11)은 천이 열전달 실험에서 시

험부의 두께 및 물성치와 관련하여 식 (8)과 같은 기준을 제

시하였다.




 


(8)

위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 최대 실험 시간()은 약 430 

초이며 본 연구에서는 천이 기법 시험 시간은 1분 내로 제한

하였다. 

천이 TSP 기법의 두 실험 방법에 대한 불확실도 해석

(uncertainty analysis)은 Moffat(12)을 참고하여 수행하였으

며 Nu 수에 대한 불확실도는 가열 모델 방법의 경우 9.9%, 

가열 공기 방법의 경우 11.1% 로 계산되었다.

3.3 정상 상태 TSP 기법
정상 상태 TSP 기법 적용을 위해 먼저 히터의 전원을 넣

지 않은 상태로 조명을 껐을 때와 켰을 때의 이미지를 각각 

촬영하고 각 픽셀의 강도를 구하였다. 여기서 조명을 껐을 

때의 강도는 이며, 조명을 켰을 때의 강도는 이다. 그 

후 히터에 전원을 공급하고 일정 열유속(constant heat 

flux) 조건을 갖는 시험부의 표면에 제트를 충돌시켰다. 정

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이미지를 촬영하고 강도(I)를 

구한 뒤 앞에서 구한 TSP 보정식을 이용하여 시험부의 표면 

온도 분포를 구하였다. 시험부에 공급되는 열유속은 히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압 조절기를 통해 제어되고 열전달 계수

의 계산은 식 (9)와 (10)을 이용하였다.

′′   × 

  

(9)

  

 ×
(10)

여기서 ′′은 히터가 충돌면에 공급하는 열유속이다. 단열

부 방향으로의 전도에 의한 열전달은 시험부 표면에 비해 매

우 작으므로 무시할 수 있고 또한 표면의 온도도 높지 않으

므로 복사에 의한 열전달도 고려하지 않았다. 와 는 각

각 히터에 입력되는 전압과 전류이고, A는 히터의 면적이며 

제트 온도()은 TC #1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상 상태 TSP 기법의 불확실도 계산 또한 Moffat(12)을 

참고하여 수행하였으며 Nu 수에 대한 불확실도는 7.4%로 나

타났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Figs. 8∼10은 각각 천이 TSP 기법의 가열 모델 방법과 

가열 공기 방법 그리고 정상 상태 TSP 기법으로 측정한 Nu 

수 분포도이다. 천이 TSP 기법인 Figs. 8과 9의 경우 정체점 

부근에서 TC #2의 설치를 위해 가공된 홀에 의해 측정되지 

못한 영역이 존재하였으며 열전달계수 계산에 사용된 제트 

온도( )는 TC #2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천이 TSP 기법의 결과(Figs. 8과 9)를 정상 상태 TSP 기

법의 결과(Fig. 10)와 비교해보면 천이 TSP 기법들의 경우 

외곽의 넓은 영역에서 열전달 계수가 0으로 나타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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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stribution along the centerline

Fig. 8 Nu distribution of transient TSP technique 

(heated model, TC #2) Re=30501

Fig. 9 Nu distribution of transient TSP technique 

(heated air, TC #2) Re=30594

Fig. 10 Nu distribution of steady state TSP 

technique Re=30179

볼 수 있다. 정상 상태 TSP 기법은 실험의 특성상 천이 TSP 

기법에 비해 시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2차원 열

전도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에 의해 제트 충돌 영역

에서 먼 지점에서의 열전달 계수가 천이 TSP 기법으로 측정

했을 때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천이 

TSP 기법의 경우 제트가 제트 관을 통해 방출되면서 외부 공

기와 섞이는 유동 혼합이 일어나고 제트와 외부 공기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유동 혼합에 의한 제트 온도의 감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하류로 갈수록 실제 제트 온도에 

비해 열전달 계수 계산에 사용되는 온도(TC #1 또는 TC# 2

로 측정된 온도)는 과대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열전달 계수가 정상 상태 기법에 비해 상

당히 낮게 나타난다. Fig. 8의 등Nu수 컨투어의 경계선들을 

보면 같은 천이 TSP 기법인 Fig. 9에 비하여 다소 거친 형태

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가열 모델 방법의 경우 가열 

공기 방법과는 달리 시험부 표면 전체가 주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온도로 가열이 되는 실험 조건으로 인해 제트에 

의한 강제 대류 뿐 만 아니라 주변 대기와의 온도 차이에 의

한 자연 대류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정상 상태 TSP 기법으로 측정된 Nu 수 분포도(Fig. 10)를 

천이 TSP 기법의 결과(Figs. 8과 9)와 비교하면 각 등Nu 수 

경계선들 간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인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것은 TSP의 도포 균일도와 히터에서 공급되는 열유

속의 불균일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11은 정상 상태 TSP 기법, 천이 TSP 기법의 가열 모

델 방법, 가열 공기 방법을 Goldstein과 Franchelt(13)가 제

시한 Nu 수와 레이놀즈 수에 대한 관계식과 비교한 것으로, 

Goldstein과 Franchelt(13)의 실험에서는 정상 상태 액정 기

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원점(x=0)은 Figs. 2∼4에 나타나 

있듯이 정체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정상 상태 TSP 기법의 결과와 Goldstein과 Franchelt(13)

의 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정상 상태 TSP 기법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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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소 높은 값을 보인다. Nu 수 분포 패턴의 유사성은 정

상 상태 기법을 이용하였다는 공통점 때문으로 보인다. 정상 

상태 TSP 기법의 결과가 더 높은 값을 보이는 이유는 본 실

험에서는 직관 형태의 제트 관을 이용하였으나 Goldstein과 

Franchelt(13)에서는 오리피스(orifice) 형태의 출구를 가지는 

제트 관을 이용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천이 TSP 기법의 두 실험 방법인 가열 모델 방법과 가열 

공기 방법을 비교하면 두 방법 모두 제트 온도( )를 TC #1

으로 측정할 때와 TC #2로 측정할 때의 결과 값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하였듯이 유동 혼합에 의한 주

유동 온도의 과대평가에 의한 영향이다. 이 때문에 정체점 

부근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열전달 계수가 정상 상태 기법

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천이 

TSP 기법은 제트 온도의 측정 위치에 따라 결과 값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영향이 가열 공기 방법에서 특히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C #2로 측정한 온도를 이용한 결과가 TC #1으로 

측정한 온도를 이용한 결과에 비하여 Goldstein과 Franchelt(13)

이나 정상 상태 TSP 기법 실험 결과에 훨씬 근접한 값을 나

타내고 TC #1을 이용한 결과와 TC #2를 이용한 결과가 현저

한 값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아 TC #2에서 측정한 온도가 

실제 제트 온도의 대표 값에 더 가깝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제트 충돌지점에서부터 거리에 따른 값의 변화를 살펴보

면 TC #2로 측정한 온도를 사용한 결과 값들의 기울기가 

Goldstein과 Franchelt(13)과 정상 상태 TSP 기법의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30%정도의 값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는 Pape 등(7)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정상 상태 

TSP 기법과 Goldstein과 Franchelt(13)의 경우 등열유속 조

건을 이용하였고 천이 TSP 기법은 1차 반무한 고체 가정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열경계 조건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또

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천이 TSP 기법에서는 유동 혼합 

효과에 의한 영향이 크게 존재하고 이로 인해 하류로 갈수록 

실제 제트 온도에 비해 온도 측정 위치(TC #1, TC# 2)에서 

측정된 온도 값은 과대평가 된다. 이런 이유로 정체점 근처

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열전달 계수가 정상 상태 TSP 

기법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5. 결  론

본 실험에서는 평판에 대한 원형 제트 경사 충돌 열전달 

실험에서 정상 상태 TSP 기법과 천이 TSP 기법을 각각 적용

하여 열전달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천이 TSP 기법은 가열 모

델 방법과 가열 공기 방법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정상 상태 TSP 기법이 기존 문헌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열전달 측정 영역 크기의 측면에서도 천

이 TSP 기법에 비해 더 넓게 나타났다. 

2) 천이 TSP 기법은 제트 온도의 측정 위치에 따라 열전

달 계수의 계산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 제트 온도 측

정 위치에 대한 결과 값의 차이는 정상 상태 TSP 기법

과 비교하여 가열 공기 방법에서 가열 모델 방법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3) 천이 TSP 기법의 경우, Nu 수 계산에 기준이 되는 주 

유동 온도( )의 변화가 Nu수에 큰 여향을 미쳤다. 본 

실험의 경우와 같이 주 유동 온도의 변화가 큰 경우에

는 정상 상태 TSP 기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측정면의 형태에 따라 일정 열유속 조건의 

구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 천이 TSP 기법 중 가열 모델 방법은 유량이 많아 유동

의 가열이 힘들 경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

만 가열된 모델의 초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초기 온도 분포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측정하기 

어렵다. 

5) 가열 공기 방법은 실험 장치에 대한 제약이 가장 적어 

범용성이 뛰어나지만 본 실험에 나타나 있듯이 주 유동 

온도 선정에 대한 문제가 존재 한다. 따라서 실험 장치

의 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실험 기법의 선정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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