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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of the impinging behavior of an electrically charged spray is essential in determining 
appropriate operating conditions for electro-spraying of paints, surface coating materials and insecticides. In 
the present work, the wall impact behavior of an electrically charged drop has been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at of a neutral drop experimentally. The critical Sommerfeld number representing the spread-splash 
boundary for the charged drop impacting on the dielectric substrate turned out to be larger compared to that for 
the neutral drop with the same surface condition. The change of the transition boundary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surface wettability of the drop on the substrate. However, with the electrically conducting substrates, the 
charging effect on the transition boundary appeared negligible. This is because the electric discharging time is 
much shorter than the time required for the flattened drop to reach its maximum extent.  

 

기호설명 
d 액적 직경 [m] 
K 좀머펠트 수(=We0.5⋅ Re0.25) [-] 
K' 수정된 좀머펠트 수(=K1.6) [-] 
La 
q 

라플라스 수(=ρ ⋅ γLG⋅d/μ2) 
하전량 

[-] 
[C] 

Re 레이놀즈 수(=ρ ⋅Vb, n ⋅d/μ) [-] 
V 액적 속도 [m/s] 
We 웨버수(=ρl ⋅Vb, n

2
 ⋅d/ γLG) [-] 

Greek 
γ 계면장력  [N/m] 
λ 표면조도의 크기 [µm] 
μ 점도 [mpa⋅s] 
ρ 밀도  [kg/m3] 

Superscripts 
¯ 평균  

(c) 전기적으로 대전된 상태  
Subscripts  

arb 
b 

임의의 형상 
충돌 전  

 

h 수평 방향(horizontal)  
LG 액체와 기체  
n (평판에) 수직(normal)  
nd 무차원  
Ray 레일레이(Rayleigh)  
v 수직 방향(vertical)  

1. 서 론  

전기적으로 대전된 액적의 벽면 충돌 현상은 

정전 분무를 이용한 도장 (electrostatic spray 
painting), 정전 분무를 이용한 박막 제조 

(electrostatic spray deposition), 연속 분사 방식 

(continuous jet)의 잉크젯 프린팅 기술, 정전 

분무를 이용한 농약 살포 등의 여러 응용 

분야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적합한 작업 조건의 

선정을 통한 기술력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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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 액적의 벽면 충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주제로 인식된다. 특히, 정전 

분무를 이용한 박막제조 기술이나 잉크젯 프린팅 

기술은 평판 디스플레이나 태양열 전지의 박막,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임플란트 (implant) 등을 제조하는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체 기술로 평가 받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작업 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 

연구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전 분무를 이용한 도장, 박막 제조 등의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 중 가장 
의미를 갖는 사항은 대전된 액적이 부착 대상물에 
충돌한 후의 수력학적 거동 영역을 결정하고 각 
영역간의 경계 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단일 액적의 수력학적 거동 영역을 파악하는 
연구는 분무-벽면 충돌 현상과 관련된 연구 중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주제로 인식되어 
온 결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상온의 건조 기판에 
액적이 충돌할 경우 액적의 운동량 및 물성치 
조건 등에 따라 스틱 (stick), 리바운드 (rebound), 
스프레드 (spread), 스플래시 (splash)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1) 이중에서, 스프레드와 스플래시 
영역은 많은 응용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으로 두 영역간의 경계 조건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수행되어 왔다. 특히 
액적의 스프레딩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액막은 
내연기관의 연소 효율 및 배기물 생성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경계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Table 1 은 두 영역간의 경계 조건을 정량화하는 

관계식들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에 표현된 

좀머펠트 수와 무차원 표면 조도는 각각 식 (1)과 

(2)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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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 와 Gosman(2)의 관계식은 Stow 와 Hadfield(5)

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되었으며, Cossali 등

(4)의 관계식은 Stow 와 Hadfield(5), Mundo 등(3)의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그들의 관계

식들은 표면 조도의 크기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

에 표면 조도 크기가 다른 여러 벽면 조건에서 스
플래시 현상의 발생 조건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Table 1. Spread-splash transition criteria for unheated 
dry wall  

Reference
Non-dimensional 
Numbers 

Spread-Splash 
Criterion 

We, La (La=ρ γLG d/μ2) Wec = A• La-0.18 

Bai and 

Gosman (2)

 
Surface 

roughness 

(average height) 
λ (µm) 

0.05 0.84 12 

A 5264 2634 1322 

Mundo et 

al.(3) 
K K = 57.7 

Cosalli et 

al.(4) 
K' ( = K 1.6) K' = 649+3.76λnd

-0.63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의 공통 

점은 전기적으로 중성 (electrically neutral)의 
상태인 액적이 벽면에 충돌한 후의 결과라는 
점이며, 이로 인해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통해 
대전된 액적들의 충돌 후 거동 특성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액적이 전기적으로 
대전된 경우에는 전하에 의한 표면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생성되어 액적의 충돌 에너지가 
변화하며 또한 기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하의 
역할에 의해 액적의 퍼짐 (spreading) 및 회복 
과정 (recoil)이 비대전 액적의 충돌 과정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으로 대전된 액적이 
상온의 기판에 충돌할 경우, 액적에 포함된 
전하량과 기판의 전기적인 특성이 스프레드와 
스플래시 영역 간 천이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 및 해석 과정을 
수행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액적의 충돌 후 거동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Fig.1 에 표현된 것과 같은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장치는 크게 액적을 생성시키기 위한 분무 장치

와 충돌 전, 후 거동을 관찰하기 위한 가시화 장

치로 이루어져 있다.  

일정 유량의 유체가 실린지 펌프 (syringe pump)
를 이용하여 공급되며, 전원 공급기를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노즐과 링 형상의 전극 

사이에 전압 차를 발생시키면 액적은 전기적으로 

대전된 상태로 분열된다. 액적의 크기는 공급되는 

유체의 유량과 노즐 팁의 크기, 인가된 전압의 크

기에 의해 결정된다. 실험에는 내경이 140 (gage 30), 
241 (gage 26), 292 (gage 24), 838 (gage 18) 미크론인 네 

종류의 노즐 팁을 사용하였다.  

CCD 카메라는 변형된 액적의 형상을 자세히 관

찰하기 위해 회전이 가능한 광학대(GOH-60A50, 
Sigma KOKI) 위에 설치하였다. 충돌 직전의 액적

의 직경과 속도는 CCD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충

돌 가시화 이미지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액적은 완전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식 (3)과 같이 

액적의 수평방향 길이 (dh)와 수직방향 길이 (dv)를 

모두 측정하여 액적의 등가 직경을 구하였다. 식 

(3)은 액적이 수직축에 대해 회전방향으로 대칭이

라는 가정하에 계산되는 등가 직경식이다.  

 

d = (dh
2dv)1/3 (3)

 

충돌 직전의 액적속도는 다중 노출로 촬영된 액

적 충돌 가시화 이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속

된 노출 사이의 시간 간격과 이미지를 통해 측정

된 액적의 수직방향 이동거리로부터 액적의 충돌 

전 수직 방향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험유체로는 상온 상태의 증류수와 에탄올을 

이용하였으며 기판은 전기적으로 전도체인 STS 
(stainless steel)과 유전체인 유리판 (glass)을 사용하

였다. 액적의 충돌로 인해 기판 위에 형성되는 액

막은 에어 블로워로 제거하여 기판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Stow 와 Hadfield(5) 및 
Cossali 등(4)에 의하면 기판의 표면 조도 크기는 스

프레드와 스플래시 영역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액적의 충돌 실험 전에 표면 조

도 측정기 (SJ-400, Mitutoyo)를 이용하여 기판들의 

표면 조도를 측정하였다. Table 2 는 실험에 사용된 

기판들의 중심선 평균 거칠기 ( λ )의 측정값 및 

전기전도도 (electric conductivity)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2. Mean roughness amplitude and electric 
conductivity of substrates 

Substrate Mean roughness 
amplitude (μm) 

Electric 
conductivity 

(S/m) 
Glass 1 0.02 
Glass 2 0.15 Glass
Glass 3 0.79 

10-12 

STS 1 0.02 
STS 2 0.85 STS 
STS 3 2.66 

1.16×106 

3. 실험 결과 

3.1 대전된 액적의 거동 영역 
대전된 액적이 벽면에 충돌할 경우, 스프레드/

스플래시 영역간의 천이 조건 및 거동 영역의 변

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적인 특성과 표면 

조도가 다른 여러 기판에 대한 액적 충돌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전된 액적의 경우, 수직 웨버수가 

257 과 609 사이의 범위 (레이놀즈 수의 실험 범

위는 2480 ~ 4290)에서 기판에 충돌하는 액적의 형

상 변화 과정을 관찰하였으며, 비교를 위한 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비대전 액적의 충돌 실험도 병

행하여 수행하였다. (비대전 액적의 수직 웨버 수 

범위: 268 ~ 814, 레이놀즈 수 범위: 2550 ~ 4940)  
Fig. 2 는 액적의 전기적인 특성이 스프레드와 스

플래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액적

의 충돌 후 거동 영역을 관찰한 것이다. Fig. 2(a)
와 2(b)는 기판이 동일한 조건 (중심선 평균 거칠

기가 0.02 μm 인 유리판)에서 에탄올 액적의 충돌 

후 거동을 전기적으로 대전된 상태와 비대전 상태

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Fig. 2 The electric charging effect on spread and splash 
regimes  
    (Droplet: ethanol (d = 2.27 mm),  

Substrate: glass (λnd= 8.81×10-6))  
(a)  Corona splash: electrically neutral droplet  
(b)  Spread: electrically charged droplet (q/qRay = 0.43) 
 

두 경우는 액적의 크기와 속도 및 기판의 조건

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액적의 대

전 유무에 따라 거동 영역이 달라짐을 가시화 결

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된 액적의 경우에

는 충돌한 액적이 기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액

막을 생성하는 스프레드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비

대전 액적의 경우에는 액적이 기판에 충돌한 후 

크라운 (왕관 모양의 액막)이 생성되고, 이 액막의 

분열에 의해 이차 액적들이 생성되는 스플래시 현

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액적의 전기적인 

특성이 충돌 후의 거동 영역을 결정하는 주요 인

자임을 의미한다.  

 

3.2 대전된 액적의 스프레드/스플래시 천이조건 
 

Fig. 3 과 4 는 액적과 기판의 전기적인 특성이 

액적의 스프레드와 스플래시 영역 간의 천이조건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실험 조건에

서의 거동 영역을 액적의 좀머펠트 수와 무차원 

표면조도를 양 축으로 하는 선도에 표현한 것이다. 

Fig. 3 은 기판으로 전도체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

용한 경우에 대한 결과이며, Fig. 4 는 유전체인 유

리판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기판이 스

테인리스 스틸인 경우, 대전된 액적의 천이조건 

(그림에서의 원과 삼각형 기호)이 비대전 액적의 

경우 (그림에서의 실선)에 비해 미소량 (약 1 ~ 3 %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액적에 포함된 전하량과 레일레이 한계 전하량의 

비인 무차원 전하량 값이 변해도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여기서, 레일레이 한계 전하량이란 단

일 액적이 분열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포함 할 수 

 
Fig. 3 Transition criterion between the spread and splash 
regimes for STS 
 

 
Fig. 4 Transition criterion between the spread and splash 
regimes for glass 
 

있는 최대 전하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기적으로 유전체 특성을 갖는 유리판

을 기판으로 사용한 경우 (Fig. 4), 대전된 액적의

스프레드/스플래시 영역 간 천이조건이 비대전 액

적의 경우에 비해 최대 40 %까지 큰 폭으로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무차원 전

하량 값이 증가하고, 무차원 표면 조도 값이 감소

할수록 크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액적

의 전기적인 특성과 더불어 기판의 전기적인 특성

도 스프레드와 스플래시 영역을 결정하는 주요 인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판의 전기적인 특성에 

의해 충돌 후 거동 영역이 변화하는 것은 Ryu 와 

Lee(6)에 의해 주장된 바와 같이 액적의 전하가 방

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액적의 형상 변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훨씬 작을 경우 전하에 의

한 효과가 미미해진다는 내용과 잘 일치하는 결과

이다. 즉, 전하의 방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

(a) 

0.08 ms 

0.10 ms 

0.27 ms 

(b) 

0.09 ms

0.19 ms

0.75 ms



   
 

도성 기판에서는 유전체 기판을 사용한 경우에 비

해 하전 효과가 미미해진다.    

기판이 유전체인 경우, 대전된 액적의 스프레드

/스플래시 영역간 천이조건이 비대전 액적의 경우

에 비해 증가한 것은 액적의 기판에 대한 젖음성

(wettability) 특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해석된다. 기판의 젖음성 특성이 스플래시 현

상에 미치는 영향은 Levin 과 Hobbs(7), Yarin 과 
Weiss(8), Range 와 Feuillebois(9)의 연구 결과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Levin 과 Hobbs(7)와 Yarin 과 
Weiss(8)는 코로나 스플래시 현상에서의 크라운 생

성 기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Levin 과 
Hobbs(7)는 Fig. 5 에 표현한 바와 같이 실선 화살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액적의 표면 장력이 액막의 반

경 방향 (점선 화살표)으로의 관성력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클 경우, 벽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크라운

이 생성되고, 이 액막의 분열에 의해 스플래시 현

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Fig. 5 Scheme of radial flow and resultant force due to 
surface tension (Based on Levin and Hobbs(7)) 

 

Yarin 과 Weiss(8)는 액막 속도의 불연속성

(discontinuity)에 의해 크라운이 생성된다고 보고하

였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액막의 중심부에서의 

속도가 가장 자리 부분에서의 속도보다 더 빨라 

액막 경계 부분에 유체가 축적되어 그 결과, 두꺼

운 림 (rim)이 형성되고 이것이 크라운 생성의 원

인이 된다는 것이다. 두 연구의 공통된 주장은 액

막의 반경 방향으로의 퍼짐을 방해하는 인자 (표
면 장력과 점성력 등)에 의해 벽면에 수직한 방향

으로 크라운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즉, 액적의 기

판에 대한 젖음성이 증가하여 액적이 충돌한 후 

반경 방향으로의 퍼짐이 촉진된다면 크라운 생성

이 어려워져 스플래시 현상보다는 스프레드 현상

이 발생하기 쉬울 것이다. Range 와 Feuillebois(9) 

는 유체와 표면 조도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알루

미늄에 비해 접촉각이 더 작은 유리를 기판으로 

사용했을 경우가 스프레드/스플래시 영역 간의 경

계 조건인 임계 웨버수가 알루미늄의 경계 조건에 

비해 더 커짐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Ryu 와 Lee(6)는 Fig. 6 에 표현된 바와 같이 대전

된 액적의 경우, 액체-기체간 계면 장력과 액체-

고체간 계면장력이 비대전 액적의 경우에 비해 감

소하여 액적의 기판에 대한 젖음성이 커지게 되며

(즉, 접촉각이 감소), 계면장력의 감소 정도는 전

하량 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전하량 비가 증가하면 대

전된 액적의 스프레드/스플래시 영역간의 경계 조

건인 좀머펠트 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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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surface wettability of an electrically charged 
droplet  

  

무차원 표면 조도의 크기가 커질수록 대전된 액

적과 비대전 액적의 스프레드/스플래시 영역간 경

계 조건의 차가 감소하는 것은 Rioboo 등(10)이 주

장한 바와 같이 거친 표면 조건에서는 대전 여부

보다는 표면 조도의 크기가 스플래시 현상을 결정

하는 주된 인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프레드/스플래시 영역 간 천이 조건에 대한 기

존 연구 결과들 (Wu(11), Bai 와 Gosman(2), Mundo 등
(3), Cossali 등(4), Range 와 Feuillebois(9))로부터 확인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표면 조도의 크기

가 큰 영역에서는 액적의 물성치와 기판의 젖음성 

(wettability)으로 인한 영향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즉, 하전에 의한 효과로 인해 기판의 젖음성 특성

이 변화하여 스프레드와 스플래시 영역 간의 경계 

조건이 변화하게 되나, 표면 조도의 크기가 상대

적으로 큰 영역에서는 하전에 의한 효과보다는 표

면 조도의 크기가 스플래시 현상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가 됨을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수직 웨버수가 257 과 609 사이의 범위 (레이놀

즈 수의 실험 범위는 2480 ~ 4290)에서 비전도체인 

유리판과 전도체인 스테인리스스틸 기판에 대한 

액적의 충돌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들로부

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전기적으로 대전된 액적의 스프레드/스플래시 

영역 간 천이 조건의 변화 경향을 파악한 결과 기

판이 전도체인 경우 하전에 의한 효과가 미미하였

으나, 전기적으로 유전체 특성을 갖는 유리판을 

기판으로 사용한 경우, 대전된 액적의 스프레드/

스플래시 영역 간 천이 조건이 비대전 액적의 경

우에 비해 좀머펠트 수 기준으로 최대 40 %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무차원 전

하량 값이 증가하고, 무차원 표면 조도 값이 감소

할수록 크게 나타났다.   

- 기판이 유전체인 경우, 대전된 액적의 스프레

드/스플래시 영역 간 천이조건이 비대전 액적의 

경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액적의 기판에 대한 젖

음성 (wettability) 특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무차원 표면 조도의 크기가 커

질수록 영역간 경계 조건의 차가 감소하는 것은 

Rioboo 등(10)이 주장한 바와 같이 거친 표면 조건

에서는 표면 조도의 크기가 스플래시 현상을 결정

하는 주된 인자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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