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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판에 작용하는 슬롯 충돌제트의
유동 및 열전달에 관한 수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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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fined slot air jet impinging normally on a moving flat surface has been investigated 
numerically by using commercial CFD code Ansys CFX-V11. Turbulent flows are modeled using k-w 
turbulence model. Two-dimensional turbulent flow is considered. Calculations were conducted for a 
nozzle-to-plate spacing of eight slot nozzle width, at three Reynolds number(Re=4500, 6700 and 
10,000) and four surface-to-velocity ratios i.e. 0, 0.25, 0.5 and 1. Results are compared against 
corresponding cases for heat transfer from a stationary plate. Local Nusselt number is calculated under 
constant wall temperature condi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average Nusselt number increases 
considerably with the jet exit Reynolds number, but decrease with the plat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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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 누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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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충돌 제트는 전단층에서 생성되는 높은 난류강

도로 인하여 높은 물질전달 및 열전달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

서 응용된다. 예를 들어 강판의 냉각, 유리의 템

퍼링(tempering), 비행기 날개의 해빙(de-icing), 종
이 및 필름․유리공업의 건조공정, 가스터빈 날개

와 전자부품의 냉각,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의 제조 특히, 제철 및 금속의 열처리 등 급속한 

열전달이 필요한 경우나 풀림 공정에서의 냉각 

등의 지속적인 열전달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르기

까지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더구

나 충돌제트는 동력원의 용량이 비교적 소규모이

며 유동의 제어를 통한 물질 및 열 전달량의 미

소 조정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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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높다.
  충돌제트에서 열전달 현상에 관한 연구는 

Gardon & Cobonpue1)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단일

제트와 배열제트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단일제트에서 정체점 영역에서의 국부 열전달 계

수는 충돌판과 노즐직경의 8~10배 되는 위치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Gardon & Akfirat2)는 평판에 

수직으로 충돌하는 2차원 슬롯제트에 의한 열전

달효과를 연구하여, 평판과 노즐간의 거리가 8배
인 경우에 국소적인 열전달이 극대화됨을 확인하

였다. 또한 노즐과 평판사이의 거리가 좁은 경우

의 열전달에서는 벽 제트 영역에서 층류제트가 

난류제트로 천이할 때 증가되는 난류강도의 영향 

때문에 열전달 계수의 이차 정점이 나타남을 보

였다. Zumbrunnen3) 과 Chen4)은 균일 열유속을 갖

는 충돌면이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벽면에 순 

압력 구배만 존재하지만, 충돌면이 이동함과 동

시에 순압력과 역압력 구배가 생성되고, 이는 유

동장과 열전달 특징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층류 영역에 제한된다.
충돌제트에는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 가

지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첫째, 자유제트영역에서

는 제트의 유동이 벽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흐름의 방향이 거의 일정하며, 압력구배가 존재

하지 않는다. 둘째, 충돌영역은 자유제트에서 벽

제트로 향한 흐름이 되며, 흐름의 방향이 급속히 

변하는 것과 큰 압력구배가 존재하게 된다. 셋째, 
벽제트영역은 거의 흐름의 방향이 일정하며, 벽
면을 따라 경계층이 발달한다. 현재 충돌 영역에 

대한 연구는 자유제트영역 및 벽제트영역에 비하

면 미진한 편이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제트

가 벽면에 충돌함에 따라 흐름의 방향은 급격히 

변화하며 이때 발생하는 압력구배 및 난류혼합에 

의한 난동성분의 증대로  벽면상의 흐름의 형태

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충돌제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

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정지 표면에 국한되

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실질적으로 많은 산

업현장에서는 벽면에 속도를 가지는 충돌제트의 

응용분야가 많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즐과 노

즐사이의 거리(H)를 노즐 폭(W)의 8배로 고정한 

다음, 제트의 분사 속도와 평판의 이동속도에 따

른 유동 구조와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single impinging jet

Fig. 2 Schematic of the Computational domain and 
Mesh density

2. 수치해석방법과 난류모델

2.1 수치해석 기법

2차원 이중제트의 유동 및 열전달 특성을 수치

해석을 하기 위하여 열․유체해석 상용 CFD코드인 

CFX 115)을 사용하였으며, 정상상태 비압축성유

동의 질량, 모멘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수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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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는 유체의 밀도, ui는 속도, P는 압력, μ
는 점성계수, H는 전엔탈피(H=h+uiuj/2), h는 정적

엔탈피, T는 온도, τij는 응력텐서이다. 해의 수렴

조건은 전 계산영역에서의 운동량으로 정규화한 

각 격자의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에너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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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utation Cases

VJ(m/s) VW(m/s) RJS Re
8 8, 4, 2, 0

1, 0.5, 0.25, 0
4,500

6 6, 3, 1.5, 0 6,700
4 4, 2, 1, 0 10,000

식에서 유수의 합이 10-5오더로 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난류 모델링은 유동흐름 및 열전달

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standard k-ω를 사용하였

다. 사용된 격자는 ICEM-CFD 11을 통해  생성

된 Hexa 메쉬를 사용하였고, 격자수는 35만개 이

다. 해석조건들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에 사용된 계산 격자계의 형태를 Fig. 2에 나타

내었다. 여기서 슬롯 노즐의 폭(W)은 20mm 이

고 전체 채널의 가로길이(L)는 2000mm이다. 충

돌면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2.2 경계조건

제트의 출구에서는 8m/s의 균일속도로 제트가 

분사되고 있고 슬롯제트의 난류강도는 3%로 실

험치와 같게 설정하였다. 윗면은 단열이며 no-slip 
조건이 출구부는 대기압상태의 개방 조건이 적용

되었다. 유입되는 공기온도는 373K이고 평판의 

온도는 298K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동장 특성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실험치와 비교를 

하였다. 같은 경계조건을 가진 이동평판 문제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동평판의 해석

결과와 실험값을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

지상태의 해석결과와 실험치6)를 비교하고 이동평

판에서의 결과를 예측하였다. Fig. 3은 Re=10,000
일 때 정지상태의 중심선 속도 프로파일과 시뮬

레이션 값의 비교한 것이고, 수치해석 결과와 비

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해석결과에서 RJS=0일때 퍼텐셜코어의 

길이(LC)는 X/W=5.98이고, RJS=0.25일때 5.41, 
RJS=0.5일때 4.71, RJS=1일때 3.81이다. 이는 이동

평판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평판의 Drag에 의

해 슬롯제트가 편향되고 RJS가 증가함에 따라 LC

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이다. 평판이 정지시에는 

제트의 유입과 벽면의 제한효과에 의해 Fig.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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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along the jet centerline of the 
mean vertical velocity

서 보여는 바와 같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

는 2개의 와동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

칭인 유동장은 충돌면이 이동하면서 전단 Drag에 

의해 우측으로 편향되기 시작하고, 벽면의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면의 이동에 의해 생성된 

전단유동이 점점 지배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슬롯에서 발생된 제트가 충돌하면서 

2개의 벽제트로 나뉘게 된다. 이중 하나는 이동

평판을 따라 우측으로 이동하고 다른 하나는 좌

측으로 이동하면서 충돌면의 이동과 마주치게 되

어 속도구배는 벽면의 Drag에 의해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좌측에 반시계 방향의 와동을 생

성 시킨다. 이 와동은 형태는 이동평판의 속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리고 RJS가 증가함에 따라 

제트의 우측에 생성되는 재순환 영역 중심이 슬

롯제트 중심방향으로 크게 이동하였다. RJS=0일때

의 거리는 X/W=-13.7 RJS=0.25일때 -6.3, RJS=0.5일
때 -4.2, RJS=1일때 -2.3이다. 또한 RJS=0일때 정체

점이 X=0인 부분에 형성되었으나 RJS가 증가함에 

따라 정체점이 평판의 운동방향인 우측으로 이동

하였다. Fig. 5에 난류 운동 에너지를 표시하였고 

최대 난류 운동에너지는 정체점 부근에서 나타났

다. Re=10,000일때 각 케이스별 무차원 최대 난

류 운동 에너지(k'/VJ
2)는 RJS=0일때 0.0356, 

RJS=0.25일때 0.0492, RJS=0.5일때 0.0488, RJS=1일
때 0.0495이고 벽면으로부터 Y/W= 0.176 만큼 떨

어진 곳에서 발생하였다. 난류운동에너지는 난류

의 섭동 거동에 의해 야기되므로 난류 에너지가 

크다는 의미는 유체의 혼합에 의한 열전달의 효

과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분사된 

제트의 좌․우측에도 난류강도가 비교적 크게 나오

는데 이는 외부 유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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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JS=0

(b) RJS=0.25

(c) RJS=0.5

(d) RJS=1
Fig. 4 Streamlines for variation of RJS at 

Re=10,000

3.2 열전달 특성

충돌제트의 열전달 효과는 유동결과를 바탕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충돌제트 정체점의 대류

열전달은 상대적으로 큰 열전달 효과를 가지므로 

냉각 및 가열하는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 국소 

Nu값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

서 Nu는 벽면에서의 온도구배(∂T/∂y)와 벽면온

도(Tw)와 제트온도(TJ)로부터 식 (4)에 의해 구해

진다. 그리고 제트의 출구속도와 평판의 이동 속

도에 따른 열전달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Nuav

를 구하였으며, 식 (5)로 정의된다. 
 

              (4)

            




           (5)

(a) RJS=0

(b) RJS=0.25

(c) RJS=0.5

(d) RJS=1
Fig. 5 Contours of Turbulence kinematic Energy(k') 

for variation of RJS at Re=10,000

여기서 L은 이동평판의 특성 길이이다.  Fig. 6에
서 Re 및 RJS의 변화에 따라 국소 Nu값을 표시하

였다. Re값이 높을 때 열전달도 활발하게 일어났

으며 이는 난류유동에 의해 발생된 속도손실 효

과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동평판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열전

달계수는 감소하였으며 RJS=0일때 Nu값의 분포는 

충돌판 중심에서 최대이고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X/W=3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

고 유동의 결과에서 나타내었듯이 RJS가 증가함

에 따라 정체점이 우측으로 이동하였고 이와 함

께 최대 열전달 지점도 같이 이동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olucci와 Viskanta7)는 최대 열전달 효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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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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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10,000
Fig. 6 Distribution of local Nusselt number for 

variation of Re

체점에서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압력계수분포를 

구하여 국소열전달효과와 비교하였다. 정체점에

서 최대 열전달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포텐셜  

코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유입에 의해 운동량 교

환이 활발히 일어나고 충돌제트에 의해 벽면 경

계층이 얇아지는 효과 때문으로 보이고 Fig. 7에
서 확인 할 수 있다. 

-18-16-14-12-10 -8 -6 -4 -2 0 2 4 6 8 10 12 14 16 18
-10

0

10

20

30

40
 

 Pressure
  Nu

X/W

Pr
es

su
re

[P
a]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N
u

Fig. 7 Comparison of local Nu for Pressure at 
Re=10,000, RJ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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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ig. 8를 분석해보면 최대 열전달계수가 

나타나는 피크점과 유동의 정체가 일어나는 X방

향의 좌표가 일치함을 볼 수 있고 제트에서 분사

된 주류속도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평판의 

이동속도로 변하였고 이는 유동이 주류속도에 의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X/W=-4 
이전 구간 즉 재순환 영역에서 열전달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슬롯제트

가 우측으로 편향됨에 따라 RJS=0일 때는 제트가 

수직으로 이동평판에 충돌하여 경계층을 깨트리

는 효과가 크지만, RJS가 증가함에 따라 제트가 

이동평판에 수직으로 충돌하지 못해 경계층의 두

께가 RJS=0일때 보다 좀 더 두꺼워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른 최대열전달 

계수를 Fig.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JS가 증가함에 따라 제트의 편향 및 재순환 

유동에 의한 열전달 감소 효과는 더 커지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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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Fig. 10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평균 

열전달 계수(Nuav)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W=8이고 Re 및 RJS의 변화에 

따라 이동평판을 갖는 충돌제트에 대해 CFX 11
를 사용하여 수치 해석하였고, 난류모델은 

standard k-ω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유동 및 

열전달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이동평판에 작용하는 슬롯 충돌제트에서 정

지상태의 수치결과와 PIV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동평판의 속도는 유동 및 열전달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평판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판면의 전단이 지배적인 유동이 되어 제트가 

편향되었고 포텐셜코어 길이(LC)는 줄어들었고 

재순환 영역의 중심은 슬롯의 중심을 향해 이동

하였다.
(3) 열전달은 제트의 슬롯노즐 출구를 기준으로 

한 Re값이 높을수록 열전달 효과가 크게 증가하

였고, Re 10,000이고 RJS=0 일 때 가장 높은 열전

달 효과가 나타났다.
(4) 슬롯제트의 출구속도와 평판의 이동속도의 

비인 RSJ가 증가 할수록 슬롯제트가 편향됨에 따

라 경계층을 깨트리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유

효 가열면적이 좁아짐에 의해 열전달 효과는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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