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물은 친환경적이고 독성이 없으며 경제적이고 소화효과

가 우수한 소화약제이다. 하지만 유류 화재에는 스프링클

러설비(sprinkler systems)와 같은 수계소화설비의 적용이 제

한적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head)로부터 생성되는 

물 액적이 유류 화재의 액체 표면에 도달할 경우 물 액적

에 의해 액체 표면이 극심하게 교란되어 원하지 않는 화재 

확산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분무소화설비의 

경우 유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미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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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화재 조건의 메탄올과 헵탄 액체풀 표면에 다양한 크기 및 속도의 물 액적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화재 조건의 헵탄풀의 경우가 메탄올풀에 비해 액체풀 내 더 깊은 위치까지 온도가 

상승하고, 액적 충돌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헵탄풀의 열방출률이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화재 조건의 메탄올풀과 헵탄풀에서의 충돌 액적 크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액체풀 표면 위 액적 충돌 현상 가시화

를 통해 화재 조건의 메탄올풀 및 헵탄풀의 충돌 영역 지도를 구축하였고, 이를 기존 연구의 비화재 조건 충돌 영역 

지도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화재 및 비화재 조건의 메탄올풀과 비화재 조건의 헵탄풀의 경우, 단일 제트와 2차 

제트가 생성되는 스플래시 양식이 관찰된 반면, 화재 조건의 헵탄풀의 경우, 단일 제트와 캐노피 양식이 관찰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henomena of water droplet impact on burning methanol and n-heptane pool surface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under various size and velocity conditions of impact droplet. In the n-heptane pool, the 

temperature increased to the deeper location of the pool and the droplet impact velocity was slower, as compared with those 

in the methanol pool. These results were caused by the higher heat release rate of the n-heptane pool. However, the impact 

droplet sizes on the burning methanol and n-heptane pool surfaces appeared to be similar. By visualizing the droplet impact 

phenomena, the impact pattern maps of burning methanol and n-heptane pool surfaces were constructed and compared with 

the previous impact pattern maps of their unburned pool surfaces. In the burning and unburned methanol and unburned 

n-heptane pools, patterns of single jet and splash with secondary jet were observed. On the contrary, in the burning 

n-heptane pool, patterns of single jet and canopy were observed.

Keywords : Droplet impact phenomena, Impact pattern map, Burning liquid pool, Droplet and liquid surfac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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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에 의해 국부적으로 물의 미립화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 액적과 

화재 상황의 액체 표면 간 충돌 현상에 대한 연구는 화재 

소화 및 확산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화약제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을 더욱 다양한 화재 상황(예를 들

면, 유류 화재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중요

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기존에 액체 표면 위 액적 충돌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Rodriguez과 Mesler(1)는 액

적과 액체풀(liquid pool)로 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액체 표면 위 액적 충돌 양식(impact pattern)을 병합

(coalescence)과 스플래싱(splashing)으로 구분하였고, Froude 

수(Froude number)와 Reynolds 수(Reynolds number)를 이용

하여 2가지 양식이 관찰되는 영역을 구분하였다. Okawa 등
(2)은 물을 이용하여 액적이 액체 표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2차 액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충돌 양식

이 나타나는 영역과 왕관 형상의 테두리(crown rim)에서 생

성되는 2차 액적의 양에 대한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Huang

과 Zhang(3)은 다양한 액체 종류, 액적 크기 및 속도, 액막

(liquid film) 두께에서의 액적 충돌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충돌 양식의 천이 경계(transition boundary)에 대해 

기존 상관식과 비교를 수행하였고, 바운싱(bouncing), 병합, 

제팅(jetting), 스플래시(splash) 간 천이 경계에 대한 새로운 상

관식을 제안하였다. Zhao 등(4)은 물, 에탄올(ethanol), 노말 펜

탄(n-pentane), 메탄올(methanol), 1-프로페놀(1-propanol)을 사

용하여 병합과 제팅 영역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점성계

수와 표면장력이 작을수록 충돌 과정 동안 불안정성

(instability)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병

합에서 제팅으로의 천이에 대한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Cai(5)

는 액체 표면 위 액적 충돌 시 스플래시, 관통(penetration), 분

열(cleavage)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실험 결과를 

기존 전산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 그룹에

서도 액체 표면과 충돌 액적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Yang과 Lee(6)는 단일 물 액적과 4가지 종

류의 액체풀 표면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충돌 

양식 지도(impact pattern map) 및 충돌 영역 예측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충돌 액적과 액체 표면 간 상호작용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기존에 활발하게 수행되었음이 보

고(7,8)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비화재 조

건의 액체 표면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소방 

및 화재 분야의 응용을 고려할 때 화재 조건의 액체 표면

에서의 액적 충돌 현상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화재 조건의 액체 표면 위 단일 액적 충돌 현상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Xu 등(9)은 화재 조건의 

알코올(alcohol) 표면에 물 액적이 충돌할 때의 현상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3가지 충돌 영역에 대해 보고하였고, 

액적 충돌 속도가 크레이터(crater), 제트(jet), 왕관(crown) 

형상의 세부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Xu 

등(10)은 비화재 조건과 화재 조건의 액체풀 표면에서 액적

이 충돌할 때, 크레이터의 세부 거동 및 변화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크레이터 최대 폭 및 깊이의 경우 비화재 

조건에서는 액체풀 크기와 관련이 없었으나 화재 조건에서

는 액체풀 크기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크레이터 진

화 시간(evolution time)의 경우 비화재 액체풀 조건이 화재 

액체풀 조건에 비해 더 긴 것으로 관찰되었다. Xu 등(11)은 화

재 조건의 에탄올 표면에 액적이 충돌할 때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3가지 충돌 영역을 보고하였고 이

에 대한 충돌 영역 지도(impact regime map) 및 상관식을 제

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보존 및 변환(energy conservation and 

conversion)을 토대로 최대 크레이터 폭과 제트 길이에 대

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Fan 등(12)은 화재 조건의 헵

탄(heptane) 액체풀을 이용하여 액체풀의 깊이와 Weber 수

(Weber number) 조건 변화에 따른 액적 충돌 현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충돌 양식, 최대 크레이터 깊이 및 폭, 

최대 제트 높이 등에 대해 보고하였고 액적 충돌 높이와 

속도 간의 이론적인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동향을 토대로 볼 때, 화재 조건 액체 표면에서의 액적 충

돌 현상에 대한 연구는 비화재 조건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이고, 화재 조건과 비화재 조건의 액체 표면 간 액적 

충돌 현상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액체 표면 위 액적 충돌 현상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액체 표면 및 액적 충돌 조건에

서 화재 조건과 비화재 조건의 액체 표면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조건의 액체풀을 이용하여 액적 충

돌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액적으로는 물을, 액체

풀로는 메탄올과 헵탄을 이용하였다. 3가지 크기의 니들

(needle)과 다양한 낙하 높이 조절을 통해 충돌 액적의 크기

와 속도를 변화시켰다. 실험을 통해 열방출률, 액체풀 내 

온도 분포, 충돌 액적 크기 및 속도를 측정하였고, 다양한 

액적 크기와 속도 조건에서의 액적 충돌 현상을 가시화하

였다. 가시화 결과를 토대로 화재 조건의 메탄올과 헵탄 액

체풀에 대한 충돌 양식 지도를 구축하였고 본 연구 그룹의 

기존 연구(6)에서 보고한 비화재 조건의 충돌 양식 지도와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충돌 현상 가시화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 이용한 액적과 액체 표면 간 충돌 현상 가

시화 실험 장치(6)의 개략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액적 

생성을 위해 실린지 펌프(syringe pump)를 이용하여 일정한 

유량으로 유체를 공급하였으며, 공급된 유체가 니들팁

(needle tip)에 도달하여 액적이 생성되고 액적 무게에 의해 

자유 낙하하도록 하였다. 액적이 생성되는 니들은 이송장

치(moving stage)에 고정되어 있고, 니들은 이송장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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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니들

로부터 액적이 생성되어 자유 낙하하면 실린지 펌프 작동

을 멈추어 하나의 액적이 액체풀 표면에 충돌하도록 하였

다. 액적 충돌 현상 가시화를 위해 초고속 카메라(Photron 

FASTCAM Mini UX)와 렌즈(lens, SAMYANG 100 mm ED 

UMC MACRO)를 이용하였고, 광원으로는 light-emitting diode, 

LED) 조명과 확산판(diffuser)을 사용하였다. 초고속 카메라

를 컴퓨터(computer)와 연결하여 액적 충돌 현상을 관찰하

고 이미지(image)를 저장하였다. 

액적을 위한 유체로 물을 이용하였고, 충돌 액적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26 gauge (내경: 0.33 ± 0.05 mm), 22 gauge (내

경: 0.45 ± 0.13 mm), 17 gauge (내경: 0.83 ± 0.16 mm)와 같이 

크기가 다른 3가지 종류의 니들을 이용하였다. 한편, 액적 충

돌 속도는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액체풀 표면으로부터 액적

이 생성되는 니들 간 높이를 변화시켰고, 본 연구에서는 액

체풀 표면에서 니들 사이의 높이를 0.5-0.8 m로 설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액체풀을 위해 메탄올과 헵탄(n-heptane)

을 사용하였고 모든 실험은 액체풀 표면이 화재 조건인 상

황에서 수행하였다. 액체풀의 물성치는 액적과 액체풀 표

면 간 충돌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gure 2에 

각 액체풀의 온도에 따른 밀도, 점성계수, 표면장력 변화를 

나타내었고, 비교를 위해 물의 물성치를 함께 나타내었다. 

물, 메탄올, 헵탄의 비등점(boiling point)은 각각 약 100 ℃, 

64.7 ℃, 98.4 ℃로 해당 온도 근처까지의 물성치를 나타내

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각 액체의 밀도, 점성계수, 표면

장력의 값이 감소하였다. 또한, 밀도, 점성계수, 표면장력 

모두 물이 가장 컸고 메탄올, 헵탄의 순서로 작아짐을 확인

하였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a) Density (b) Viscosity (c) Surface tension

Figure 2. Properties of liquid pools(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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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액체풀 화재의 열방출률 측정

각 액체풀 화재에 대해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을 

측정하였다. 점화 후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각 액체의 질량손

실량(∆)을 900 s (∆) 간 측정하여 질량손실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연소열()
(15)을 이용하여 식(1)을 토대

로 열방출률을 도출하였다. 

 ∆∆× (1)

2.3 액체풀 내 온도 분포 측정

비화재 조건의 액체풀의 경우 액체풀 내부 온도가 일정

한 반면, 액체풀 표면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액체풀 내 

온도는 화재가 발생한 표면에서 깊이 방향으로 시간에 따

라 변화하게 된다. 액체풀 표면 위 단일 액적 충돌 현상의 

경우, 액체풀의 물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액

체풀 내부 온도 분포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액체풀 표면과 액적 충돌 현상 가시화 실험 전에 액체

풀 화재 시 액체풀 깊이 방향으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

포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풀을 위해 직경 

95 mm, 높이 55 mm의 유리 재질의 접시(dish)를 이용하였

고, 연료풀의 깊이는 45 mm로 설정하였다. 액체풀 내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Figure 3과 같이 액체풀 표면으로부

터 깊이 방향으로 5 mm 마다 1/16 inch 직경의 K-type 열전

대를 설치하였고, 시간에 따라 측정한 온도 데이터를 데이

터 수집 장치(DATA TRANSLATION, DT9828)를 통해 컴퓨

터에 저장하였다. 

2.4 충돌 액적 크기 및 속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6)에서 적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충돌 액적 크기 및 속도를 측정하였다. 충돌하는 물 액적 

크기 및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액체풀 표면에 액적이 충돌

하기 2 ms 전에서의 이미지와 충돌하는 시점에서의 이미지

를 이용하였다. 액체풀 표면에 액적이 충돌하기 2 ms 전에

서의 이미지에서 액적의 수평 방향 길이( )와 수직 방향 

길이( )를 측정하였으며, 식(2)를 이용하여 액적의 등가 

직경( )을 계산하였다. 

  
×


(2)

물 액적의 충돌 속도()는 식(3)을 토대로, 액체풀 표면

에 액적이 충돌하기 2 ms 전에서의 이미지와 충돌하는 시

점에서의 이미지로부터 낙하하는 액적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시간 간격(∆)인 2 ms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 (3)

3. 실험 결과

3.1 액체풀의 열방출률 및 온도 분포 측정 결과

식(1)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에서 이용한 메탄올풀(methanol 

pool)과 헵탄풀(n-heptane pool)의 열방출률은 각각 1.11과 

2.18 kW로 나타났다. 즉, 헵탄풀의 열방출률이 메탄올풀의 

열방출률 보다 높았다. 

한편, Figure 4에 점화 후 100 s, 180 s, 300 s에서의 액체

풀 내 온도 분포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점화 전 액체풀

의 초기 온도는 약 19.9(±0.9) ℃인 조건이었다. 점화 후 모

든 액체풀에서 액체풀 표면 부근의 온도가 높고 깊이 방향

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모든 시간에서 

헵탄풀의 온도가 메탄올풀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관찰되

었다. 또한 액체풀 표면 부근에서 일정 깊이까지 온도가 급

격하게 변화한 반면, 특정 지점 이후에는 깊이 증가에 따른 

온도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올풀의 경우, 점

화 후 100 s 일 때는 액체풀 표면에서 약 10 mm 깊이까지, 

180 s 일 때는 약 15 mm 깊이까지, 300 s 일 때는 약 20 

mm 깊이까지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반면, 헵탄풀

의 경우 점화 후 100 s 일 때는 액체풀 표면에서 약 15 mm 

깊이까지, 180 s 일 때는 약 25 mm 깊이까지, 300 s 일 때는 

약 35 mm 깊이까지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즉, 동일

한 시간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은 헵탄풀이 

메탄올풀보다 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헵탄풀이 메

탄올풀보다 표면 근처에서의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헵탄풀이 메탄올풀에 비

해 열방출률이 높고 헵탄이 메탄올에 비해 비등점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충돌 액적 크기 및 속도 측정 결과

액체풀 화재 조건에서 측정한 충돌 액적 크기 측정 결과

를 니들 크기에 따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니들 번호가 

감소함에 따라 충돌 액적의 크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니

들 직경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니들에서 액적의 

자유낙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 액적 크기가 약간 감

소하는 것처럼 관찰되었다. 이는 자유낙하 높이의 증가에 

따라 충돌 액적의 이동 거리와 속도가 증가하여 액적 증발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thermocouple installation in 
liquid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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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대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메탄올풀인 경우

가 헵탄풀인 경우에 비해 충돌 액적 크기가 약간 큰 것처

럼 관찰되었는데 이는 메탄올풀의 열방출률이 헵탄풀의 열

방출률보다 작아서 액적 증발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실험데이터의 오차막대(error bar)

를 고려할 때 본 실험 조건에서 액적의 자유낙하 높이와 

액체풀의 종류(열방출률)가 충돌 액적 크기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22, 17 gauges의 니들에 의

해 생성된 충돌 액적 크기는 각각 약 2, 2.5, 3.2 mm로 측정

되었다.

Figure 6에 액적 충돌 속도 측정 결과를 니들 크기별로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해 액체풀이 물인 비화재 조건에서 

측정한 기존 연구(6)의 액적 충돌 속도 측정 결과를 함께 나

타내었다. 모든 니들 크기 조건에서 액적의 자유낙하 높이

가 증가함에 따라 액적 충돌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또한 화재 조건(메탄올과 헵탄인 경우)에서의 액적의 

충돌 속도가 비화재 조건(물인 경우)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액체풀 화재에 의해 생성되는 상승 흐름이 

액적의 충돌 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화재 조건에서, 메탄올풀에서의 액적 충돌 속도

(a) t = 100 s (b) t = 180 s (c) t = 300 s

Figure 4.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liquid pools at certain times.

(a) 26 gauge (b) 22 gauge (c) 17 gauge

Figure 5. Droplet diameters for different needle sizes (Note that ranges in y-axis are different).

(a) 26 gauge (b) 22 gauge (c) 17 gauge

Figure 6. Impact velocities of droplets for different needle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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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헵탄풀에서보다 더 빠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메탄

올풀이 헵탄풀에 비해 열방출률이 낮아서 상승 흐름이 약

하고 이로 인해 충돌 액적에 대한 감속 효과가 작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화재 조건의 메탄올풀과 헵탄풀에서의 액

적 충돌 속도는 각각 약 2.78-3.55 m/s와 약 2.54-3.46 m/s로 

측정되었다. 

3.3 액적 충돌 가시화 및 액체풀의 충돌 양식 지도

다양한 크기 및 충돌 속도 조건의 물 액적을 화재 조건

의 메탄올풀과 헵탄풀 표면에 낙하시켜 충돌하는 액적과 

액체풀 표면 간 상호작용을 가시화하였고, 가시화 결과를 

토대로 충돌 양식 선도를 구축하였다. 물 액적은 액체풀 표

면 점화 후 약 180 s 시점에서 자유 낙하시켰다.

본 실험 조건에서는 단일 제트(single jet), 2차 제트가 생

성되는 스플래시(splash with secondary jet), 캐노피(canopy)

와 같이 3가지 종류의 충돌 양식이 관찰되었고 Figure 7에 해

당 충돌 양식에 대한 가시화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ure 7(a)

에 단일 제트 양식(single jet pattern)을 나타내었다. 액적이 

액체풀 표면에 충돌하면 액체풀 표면에 분화구 형태의 크

레이터가 형성된다. 이때 액적 충돌 부근에서 왕관 형상이 생

성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레이터가 수축하고 이

후 액체풀 표면 위로 제트 형상이 생성된다. Figure 7(b)에 2차 

제트가 생성되는 스플래시 양식(splash pattern with secondary 

jet)을 나타내었다. 액적이 액체풀 표면에 충돌하면 크레이

터와 함께 충돌 부분 근처에서 왕관 형상이 발생된다. 이후, 

크레이터가 수축하면서 중심 제트(central jet)가 형성되고 이

때 중심 제트의 끝에서 2차 액적(secondary droplet)이 생성되

기도 한다. 중심 제트와 2차 액적이 하강하여 액체풀 표면에 

재충돌하면 크레이터가 다시 생성되고 이러한 크레이터가 

수축되면서 2차 제트(secondary jet)가 형성된다. Figure 7(c)는 

캐노피 양식(canopy pattern)을 나타낸다. 액적이 액체풀 표

면에 충돌하게 되면, 2차 제트가 생성되는 스플래시 양식과 

유사하게 크레이터와 왕관 형상이 생성된다. 이때 주변에 

형성된 왕관 형상이 극심하게 연장(extension)되고 중심부에

서 서로 병합되어 둥근 지붕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이후 

표면 기포(surface bubble)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양식을 캐

노피 양식으로 분류하였다.

가시화 결과를 토대로, 단일 물 액적이 화재 조건의 메

(a) Single jet pattern (liquid pool = methanol, droplet diameter = 2 mm, impact velocity = 2.78 m/s)

(b) Splash pattern with secondary jet (liquid pool = methanol, droplet diameter = 3.2 mm, impact velocity = 3.34 m/s)

(c) Canopy pattern (liquid pool = n-heptane, droplet diameter = 3.19 mm, impact velocity = 3.31 m/s)

Figure 7. Impact patterns observ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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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올풀과 헵탄풀 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충돌 양식 

지도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Figure 8(a)에 나타낸 메탄올

풀의 경우, 충돌 액적 크기가 작고 속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단일 제트 양식이 관찰되었고 비교적 충돌 액적 크기가 크

고 속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2차 제트가 생성되는 스플래시 

양식이 나타났다. 반면 헵탄풀은 메탄올풀과 다른 충돌 양

식 지도를 나타냈다. Figure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적 

충돌 속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단일 제트 양식이 관찰되었

으나 충돌 속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캐노피 양식이 나타났

다. 즉, 본 실험 조건에서 메탄올풀 표면에서는 주로 2차 

제트가 생성되는 스플래시 양식이 관찰된 반면, 헵탄풀 표

면에서는 주로 캐노피 양식이 관찰되었다. 

화재 조건의 액체풀에 대한 충돌 양식 지도를 비화재 조건

의 액체풀에 대한 충돌 양식 지도와 비교하는 것은 액적과 액

체풀 표면 간 충돌 현상을 이해하고 화재 소화와 관련된 응용

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Yang과 Lee(6)는 메탄

올풀과 헵탄풀을 이용하여 비화재 조건에서 물 액적이 액

체풀 표면에 충돌할 때의 현상을 가시화하여 각 액체풀에 

대한 충돌 양식 지도를 보고한 바 있다. 기존 연구(6)에서 

보고한 비화재 조건의 액체풀에 대한 결과 중 본 실험과 

유사한 조건에서의 충돌 양식 지도를 Figure 9에 나타내었

다. 메탄올풀의 경우 Figure 9(a)에 나타낸 비화재 조건과 

Figure 8(a)에 나타낸 화재 조건에서의 충돌 양식 지도가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관찰되었다. 즉, 비화재 및 화재 조

건 모두에서 2차 제트가 생성되는 스플래시 양식이 나타났

다. 그러나 헵탄풀의 경우 비화재 조건과 화재 조건에서의 

충돌 양식 지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Figures 9(b)와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낮은 충돌 속도 영역에서는 비화재와 화

재 조건 모두에서 단일 제트 양식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높

은 충돌 속도 영역에서는 비화재 조건의 경우 Figure 9(b)와 

같이 2차 제트가 생성되는 스플래시 양식이 관찰된 반면, 

화재 조건의 경우 Figure 8(b)와 같이 캐노피 양식이 관찰되

었다. 

Figures 8과 9를 토대로 볼 때, 화재 및 비화재 조건의 메

탄올풀(Figures 8(a)와 9(a)), 그리고 비화재 조건의 헵탄풀

(Figure 9(b))의 경우, 대부분 2차 제트가 생성되는 스플래

(a) Methanol (b) n-Heptane

Figure 8. Impact pattern maps of burning liquid pool surfaces.

(a) Methanol (b) n-Heptane

Figure 9. Impact pattern maps of unburned liquid pool surface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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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양식이 나타난 반면, 이와 유사한 액적 크기 및 충돌 속

도 조건에서, 화재 조건의 헵탄풀(Figure 8(b))의 경우, 캐노

피 양식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화재 

조건의 헵탄풀 표면 근처에서 밀도, 점성계수 및 표면장력

이 낮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화재 조건에서 메탄올풀과 헵

탄풀 표면 근처에서의 온도는 비등점 부근의 높은 온도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헵탄풀 표면 부근에서의 밀도, 점성계

수 및 표면장력은 메탄올풀에 비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화재 조건에서 액체풀 표면 근처에서의 온도는 비

화재 조건에 비해 높기 때문에 화재 조건의 헵탄풀 표면 

부근에서의 밀도, 점성계수 및 표면장력은 비화재 조건보

다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밀도, 점성계수 및 표면장력

의 감소는 충돌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밀도

와 점성계수가 낮을 경우 충돌하는 액적에 의해 액체풀 표

면이 쉽게 변형될 수 있고, 표면장력이 낮을 경우 액체풀 

표면이 변형하여 더 넓은 표면을 형성하는데 용이할 수 있

다. 따라서, 화재 조건의 헵탄풀 표면에 액적이 충돌한 후 

변형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주변에 형성된 왕관 형상이 액

막의 형태로 쉽게 연장되어 중심부에서 서로 접촉하여 병

합되는 캐노피 양식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의 대부분 관련 연구가 비화재 조건의 액체풀에서 

수행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충돌 액적 조건(액적 크

기 및 충돌 속도) 뿐 아니라 액체풀 조건(화재 여부 및 액

체 종류)이 액적 충돌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다. 추후 응용 측면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액체풀 조건

(액체 종류 및 열방출률 조건 등)과 충돌 액적 조건(높은 

속도, 다양한 액적 크기, 다중 액적 충돌 조건 등)에서의 실

험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재 조건의 메탄올풀과 헵탄풀 표면에 

물 액적이 충돌할 때의 현상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3

가지 크기의 니들을 이용하여 충돌 액적 크기를 조절하였

고, 니들과 액체풀 표면 간 높이를 조절하여 충돌 속도를 

변화시켰다. 열방출률, 액체풀 내 온도 분포, 충돌 액적 크

기 및 속도를 측정하였고, 충돌 액적과 액체풀 표면 간 상

호작용에 대한 가시화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조건의 액체

풀에 대한 충돌 양식 지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를 본 연

구 그룹의 기존 연구(6)에서 보고한 비화재 조건의 액체풀

에 대한 충돌 양식 지도와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서 도출된 주요 실험 결과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1) 열방출률 측정 결과, 메탄올풀과 헵탄풀은 각각 1.11

과 2.18 kW로 나타났다. 액체풀 내 온도 분포 측정 결과, 

동일한 시간에서 메탄올풀에 비해 헵탄풀이 더 깊은 위치

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는 헵탄풀의 열

방출률이 메탄올풀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 본 실험 조건에서 액체풀 종류(열방출률)와 액적의 자

유낙하 높이가 충돌 액적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26, 22, 17 gauges의 니들에 의해 생성된 충

돌 액적 크기는 각각 약 2, 2.5, 3.2 mm로 측정되었다.

3) 충돌 속도의 경우, 액적의 자유낙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메탄올풀에 비해 헵탄풀에서 액적 충돌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헵탄 액체풀의 높은 열

방출률로 인해 상승 흐름이 강하여 충돌 액적에 대한 감속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메탄올풀과 헵탄풀에서의 

액적 충돌 속도는 각각 약 2.78-3.55 m/s와 약 2.54-3.46 m/s

로 측정되었다. 

4) 충돌 양식의 경우, 화재 조건의 메탄올풀에서는 단일 

제트와 2차 제트가 생성되는 스플래시 양식이 관찰되었고, 

헵탄풀에서는 단일 제트와 캐노피 양식이 관찰되었다. 

5) 화재 조건과 비화재 조건의 충돌 양식 지도를 비교한 

결과, 메탄올풀의 경우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헵탄풀의 경우 비화재 조건의 2차 제트가 생

성되는 스플래시 양식이 나타나는 영역에서 화재 조건의 

경우에는 캐노피 양식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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