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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al results(4) and numerical computation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nfined wall on the flow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for a two-dimensional impinging jet. 
Experimental results(4) and Numerical solutions were obtained by using the particle image velocimetry 
and the commercial CFD code (CFX 11), respectively. The parameters studied were jet Reynolds 
number (Re=5,000), conditions of confined wall (unventilate), nozzle to plate spacings (H/W=1 ~ 16), 
and nozzle to nozzle spacing (S/W=6).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were agreed well with each 
other. The maximum heat transfer point was found variation of nozzle to plate spacings.

1. 서 론

충돌제트에 대한 연구는 유동제어를 통한 열 

및 물질전달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초

기 연구의 대부분이 열전달에 국한되어 왔다. 이
후 열전달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

하여 유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Fig. 1는 유입이 제한된 제트의 유동 형태를 살

펴보면 축방향을 따라 유동의 특성에 따라 수렴

영역(converging region), 합체영역(merging region), 
결합영역(combined region)과 같이 3가지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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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3가지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합체점(merging point, MP)과 결합점

(combined point, CP)이다. 여기서 합체점의 정의

는 노즐과 노즐사이의 중심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고, 결합점의 정의는 노즐과 노즐사이의 

중심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첫째, 
수렴 영역은 제트와 제트사이의 내부에 음압장으

로 존재하고 합체점을 기점으로 역류가 발생하여 

재순환 유동이 형성된다. 둘째, 합체영역은 제트

간의 상호간섭 효과가 최대이기 때문에 혼합특성

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이중 제트가 단일제트

로 바뀌어가는 구간이다. 셋째, 결합영역은 두 개

의 제트가 하나로 합쳐져서 단일제트의 유동 특

성을 띄는 영역이다.
Carcasci(1)는 단일 및 이중 충돌제트에서 나타나

는 와류를 가시화 기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중제트의 경우, 각각의 제트가 충돌면에 충



Fig. 1 Schematic diagram of Dual free jets

돌한 후 발생되는 주와류(main vortex), 노즐사이

의 중심에서 충돌된 주와류의 밑부분에 발생하는 

역 하부 와류, 유입제한 벽의 위쪽에 생기는 역 

상류 와류를 관찰하였고, 이 중 충돌벽면에 생기

는 역와류에 의해 열전달 효과에서 피크치가 발

생한다고 하였다. Patel과 Roy(2)는 두 개의 사각제

트에 대해 충돌면을 경사지게 하여 열전달 효과

를 전산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경사각도에 대한 

평균 Nusselt 수는 60o~75o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하였다. Akiyama 등(3)은 유입이 제한된 이중 제트

에서 실험 및 전산해석을 통하여 유동과 열전달 

특성을 조사하였다. 노즐과 노즐사이의 거리는 

3.6W로, 노즐과 충돌면사이의 거리는 4W인 곳에 

설치하여 유동을 관찰한 결과 노즐사이의 내부에 

정체영역에 존재하여 유동이 바깥쪽으로 편향되

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체영역이 열전달을 감소

시킨다고 하였다. 
이중 충돌제트에 대한 연구는 열전달  효과의 

규명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고, 유동은 분사되는 

제트간의 상호간섭 효과로 인해 복잡한 유동구조

를 형성하여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유동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즐과 노즐사이의 거리

(S)를 노즐 폭(W)의 6배로 고정한 다음, 이중 자

유제트에서 나타나는 3가지 영역인 수렴, 합체, 
결합 영역에 대해 충돌면을 설치하여 각각의 영

역에서의 유동 구조와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수치해석 기법

2차원 이중제트의 유동 및 열전달 특성을 수치

해석을 하기 위하여 열 및 유동해석 상용 CFD코

드인 CFX 11을 사용하였으며, 비정상 Navier- 
Stokes 방정식들은 시간의존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방정식, 난류운동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난류 운동량 소산 방정식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난류 모델링은 유동흐름 및 

열전달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SST 모델을 사용하

였다. 사용된 격자는 ICEM-CFD 11을 통해  생성

된 Hexa 메시를 사용하였고, 격자수는 100만개이

다. 계산에 사용된 조건들은 Table 1에 나타내었

다.

 Nozzle-to-nozzle distance  S/W=6

 Nozzle-to-plate distances  H/W=1 ~ 16

 Jet Exit velocity  7.5m/s

 Reynolds number  5,000

Table 1 Calculation condition

Fig. 2 Comparison of mean velocity at free dual 
jets by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 

3. 결과 및 고찰

3.1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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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streamline for variation of 

nozzle-to-plate distances at unventilated dual 
impinging j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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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ours of Turbulent kinetic energy for 

variation of nozzle-to-plate distances at 
unventilated dual impinging jets



Fig. 2는 이중 자유제트에서 3가지 영역을 구분

하기 위하여 제트와 제트사이의 중심선 상에서의 

평균속도를 PIV를 통한 측정 결과(4)와 CFX 11의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측정된 합

체점과 결합점을 통해 노즐과 충돌면을 1cm 마
다 설치하여 이중제트에 대한 유동 및 열전달 특

성을 조사하였다.

3.2 이중 충돌제트의 유동 특성

Fig. 3은 유입이 제한된 이중 충돌제트에서 노

즐과 충돌면과의 거리(H/W=1~16)에 따라 유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입이 제한된 이중 충돌

제트에서 수렴영역(H/W=6), 합체영역(H/W=12), 
결합영역(H/W=16)에서의 유선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수렴영역에서는 노즐 출구에서 분사된 제

트가 유동의 바깥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노즐과 노즐사이에 판을 설치하여 충돌

면에 부딪힌 유동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여 

생긴 노즐사이의 내부의 정체영역에 기인한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합체영역, 즉 H/W=1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H/W=6일부터 HW=8까지 출

구부분의 유선의 분포가 노즐쪽 벽면으로 휘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충돌면에서의 

전단응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되면서 전단응력 방

향이 역전 되는 지점이 존재하기 하기 때문일 것

으로 생각된다. 결합영역인 H/W=16인 지점에서

는 각각의 제트가 완전히 합쳐진 상태에서 충돌

면에 부딪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노즐출구에서는 이중제트로 시작하였으나 충

돌면에 충돌되는 시점에서는 단일제트의 형태로 

변한다. 이 결과를 볼 때 수렴영역과 합체영역은 

제트의 간섭에 의해 발생되는 편향성이 정체영역

에 의해 사라지는 반면 결합영역은 충돌면이 제

트가 서로 합쳐지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

기 때문에 제트간의 간섭효과에 의한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유입이 제한된 이중 충돌제트에서 노

즐과 충돌면과의 거리(H/W=1~16)에 따라 난류 

운동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렵영역에서

는 (H/W=6) 벽면에서의 난류운동에너지 보다 벽

면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서 난류운동에너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노즐과 노즐사이보다 제

한벽과 충돌면 사이에서 더 큰 재순환 영역이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W=5부터 충

돌면에 부딪히는 부분에서 난류운동에너지가 높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제한벽과 충돌면 

사이에서 난류 운동 에너지가 크게 나타난다. 합
체영역에서는(H/W=12) 충돌면에서 높은 난류 운

동 에너지가 높게 나타난다. 노즐과 중심선 사이

에서 재순환이 일어나면서 충돌면에서도 재순환 

지점이 생겨나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H/W=13부터 노즐사이의 안쪽에서 높은 난류 운

동에너지를 갖는다. H/W=13부터는 제트간의 간

섭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난류 운

동 에너지의 값을 비교해 볼 때 정체점에서의 난

류 운동 에너지보다는 제트간의 간섭효과에 의한 

난류 운동 에너지 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류열전달계수(h)는 가열벽면으로

부터 차가운 유동공기로 전달되는 단위면적당 열

전달율(Q), 벽면온도(Tw)와 제트온도(TJ)로부터 식 

(1)에 의해 구해진다. 그리고 Nusselt 수는 식 (2)
로 정의된다.

                             (1)

     
                              (2)

Fig. 5는 노즐과 충돌면 사이의 거리에 따라 벽

면의 열전달 계수를 수렴영역(converging region), 
합체영역(merging region), 결합영역(combined region)
으로 나누어서 나타낸 것이다. 수렴영역에서는 

최대 열전달 계수의 값은 노즐과 충돌면이 가까

울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즐과 노즐 사이의 내부 유동 

때문에 벽면 근처에서 존재하는 정체점 위치가 

편향되어 나타난다. 이는 수렴영역에서 보다는 

합체영역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H/W=13은 

합체영역에서 결합영역으로 가기전의 과도기적 

인 형태이다. 결합영역에서는 두 개의 제트가 합

쳐져 단일제트로 되기 때문에 정체점 또한 노즐

과 노즐사이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6은 각 영역별로 최대 대류 열전달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H/W=1에서 가장 큰 대류 열전달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합영역에 비



(a) Converging region

(b) Merging region

(c) Combined region

Fig. 5 Distribution of local Nusselt number for 
variation of nozzle to plate distances 

해 합체영역에서는 혼합효과가 상승한다. 이것은 

벽면에서 충돌에 인한 간섭이 상승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결합 영역에서 보다 더 큰 대류 열전

달 계수를 가지게 된다. 합체영역 이후로 급격히 

대류 열전달 계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두 개의 제

트가 합쳐져 단일 제토로 변해 간섭효과가 감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렴영역과 합

체영역에서의 최대 열전달 변화율이 다르다. 벽
면 충돌에 따른 상호간섭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 알 수 있다. 수렴영역에서는 보다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렴영역에서는 거리

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최대 열전달 변화율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y = a + b*x 의 

함수로 표현할 때 a=42.48963, b=-2.04343 이다. 
합체영역에서는 수렴영역보다 보다 완만하게 변

화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리가 멀어져도 수렴영

역에서보다 상호간섭의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y = a + b*x 의 함수

로 표현할 때 a=33.76405, b=-0.33553 이다. 
Fig. 7은 노즐과 충돌면의 거리에 따라서 최대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는 지점을 나타낸다. 노즐

과 충돌면 간격이 커질수록 최대 열전달 지점이 

밖으로 편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노즐

과 노즐사이의 내부유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H/W=13은 합체영역에서 결합

영역으로 가기 전의 과도기적 상태라 생각된다. 
그래서 최대 열전달 지점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

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다. 합체영역부터

는 최대 열전달 지점이 노즐과 노즐 중심으로 이

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개의 제트가 합쳐져 충

돌면에 부딪치게 되어서이다. 수렴영역과 합체영

역에서 최대 열전달 지점이 일정한 비율로 이동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y = a + b*x 로 표현했을 

때 a=0.03121, b=0.00406 이다. 
Fig. 8은 평균 대류 열전달 계수를 나타낸 것이

다. 유입이 제한된 제트는 H/W=13에서 크게 증

가하는데 이는 제트에 대한 상호간섭 효과가 열

전달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ig. 6 Distribution of maximum Nusselt number 
for variation of nozzle to plate distances



Fig. 7 Position of maximum Nusselt number for 
variation of nozzle to plate distances

Fig. 8 Distribution of mean Nusselt number for 
variation of nozzle to plate distanc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이중 충돌제트에서 제한

벽 설치 유무에 따른 유동 및 열전달 특성을 조

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중 자유제트에서 PIV 실험결과(4)와 수치

결과를 비교하여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유입이 제한된 제트는 수렴, 합체영역에서

는 노즐사이의 내부에 정체영역이 존재하고, 이
로 인해 정체점이 편향된다. 그리고 결합영역에

서는 이중제트가 단일화 되기 때문에 정체점이 

노즐과 노즐사이의 중심부로 이동한다.
(3) 수렴영역에서 최대 열전달 계수를 가지고 

수렴, 합체 영역에서 각각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

고 열전달 계수가 변화를 한다.
(4) 수렴영역과 합체영역에서 노즐과 충돌면 간

격이 따라 충돌면에서의 최대 열전달 지점이 일

정한 기울기로 변화한다. 하지만 결합영역에서는 

유선특성의 변화면서 최대 열전달 노즐과 노즐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최대 열전달 계수가 존재하는 부분은 H/W=1

인 경우이자만 평균적으로 열전달이 잘 일어나는 

부분은 합체영역이다. 이것은 수렴영역보다 합체

영역에서 혼합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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