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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arge eddy simulation (LES) has been conducted for the flow and heat transfer in a dimpled 
channel. Two dimple depths of 0.2 and 0.3 times of the dimple print diameter (= D) have been 
compared at the bulk Reynolds number of 20,000. Three Reynolds numbers of 5,000, 10,000 and 
20,000 have been studied, while the dimple depth is kept as 0.2 D. With the deeper dimple, the flow 
reattachment occurs father downstream inside the dimple, so that the heat transfer is not as effectively 
enhanced as the case with shallow ones. At the low Reynolds number of 5,000, the Nusselt number 
ratio is as high as those for the higher Reynolds number, although the value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decreases because of the weak shear layer vor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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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D : 딤플의 지름(m)
Dh : 수력직경(m)
h : 딤플의 깊이(m), 

또는 열전달계수(W/m2K)
H : 채널의 높이(m)
Nu : Nusselt 수 (= h Dh / k)
Re : Reynolds 수 (= Ub Dh / ν)
T : 온도(K)
u, v, w: 주유동방향, 수직방향, 폭방향 속도

x, y, z : 주유동방향, 수직방향, 폭방향 좌표

그리스문자

Θ : 무차원온도 (=(T-Tb)/(Tw-Tb))

하첨자

b : 주유동 혼합 평균

w : 벽면

0 : 매끈한 원형관 내의 완전발달 유동

1. 서 론

터빈 입구 온도를 높임으로써 가스터빈의 사이

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터빈 입구 온도를 재료

의 내열한계 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터빈 블레

이드 내부에는 Fig. 1(a)와 같이 냉각유로를 설치

하고 냉각유로에는 요철 등의 열전달 촉진체를 

부착하여 열전달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열
전달 촉진체를 부착하면 압력손실이 증가하고 국

소적으로 열전달이 불균일해지며 구조적으로 취

약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골프공의 표면과 같은 딤플(Fig. 
1(b))을 열전달 촉진체로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기존의 열전달 촉진체로 널리 이용되는 요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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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nal cooling passage of a gas turbine 
blade; (a) cross-section of a gas turbine 
blade; (b) dimple as a heat transfer 
promot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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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ational domain of the present 
study; (a) side view; (b) top view 

비해 딤플의 경우 압력강하를 작게 유발하면서도 

요철과 비슷한 수준의 열전달 촉진효과를 보이는 

결과가 발표되었다.(1~5) 딤플에 의해 열전달이 촉

진되는 원리는 Fig. 1(b)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먼저 딤플 안에서 유동이 박리 

재부착되여 재부착점을 중심으로 열전달이 촉진

된다. 두 번째로 재부착된 유동이 딤플을 빠져나

가면서 주유동과 상호작용하여 혼합이 증진된다. 
마지막으로 딤플 하류 쪽의 림에서 와류쌍이 발

생하고 양쪽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열전달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4) 이와

는 별도로 Lee 등(5)은 큰에디모사를 통해 유동이 

박리되면서 생긴 전단층에서 발생한 와류가 열전

달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인 바 있

다. 
위에서 설명한 원리로부터 딤플이 열전달을 효

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딤플 내부에서 유

동의 박리 재부착이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요철에 

비해 열전달 특성이 레이놀즈 수, 채널의 높이, 
딤플의 깊이에 상대적으로 민감해진다. 가스터빈

의 내부유로에 해당하는 레이놀즈 수(2,4)와 딤플 

지름의 0.4~1.5에 대항하는 채널의 높이(2)에 대해

서는 공간평균한 Nusselt 수 증가율(Nu/Nu0)이 크

게 변하지 않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딤플의 깊이

에 대해서는 h/D가 0.1, 0.2, 0.3인 경우에 깊이가 

증가할수록 Nusselt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결과가 

발표되었다.(4) 그러나 딤플이 깊어지면 재부착점

이 딤플면의 하류쪽으로 이동하고 딤플 내부에서 

재순환 영역의 비율이 커지면서 깊이가 증가하면

서 열전달이 촉진되는 경향이 바뀔 수 있고 

Hwang(6)은 비교적 낮은 Reynolds 수 조건에서 딤

플 내부에서 재부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인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딤플 내부의 국소 열전달

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5) 큰에디모사

(LES)기법을 도입하여 Reynolds 수가 20,000인 조

건에서 깊은 h/D = 0.3인 경우, h/D = 0.2인 조건

에서 낮은 Reynolds 수 조건인 Re = 5,000, 
10,000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딤플의 깊

이 및 Reynolds 수에 따른 유동 및 열전달 특성

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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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averaged velocity vectors; (a) h/D = 
0.2, Re = 20,000; (b) h/D = 0.3, Re = 
20,000; (c) h/D = 0.2, Re = 10,000; (d) h/D
= 0.2, Re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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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averaged temperature contours; (a) 
h/D = 0.2, Re = 20,000; (b) h/D = 0.3, Re 
= 20,000; (c) h/D = 0.2, Re = 10,000; (d) 
h/D = 0.2, Re = 5,000 

2.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

과 에너지 방정식을 동적인 아격자 모델(dynamic 
subgrid scale model)을 도입한 LES기법으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부력과 온도에 따른 물성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공간 미분은 이차 

정확도를 가지는 중심 차분법에 의하여 차분화하

였으며, 엇갈림 격자계를 사용하였다. 시간 적분 

방법으로는 Crank-Nicolson 방법과 3차 정확도의 

Runge-Kutta 방법에 근거한 semi implicit fractional 
step method를 사용하였다. 주유동방향(x)와 폭방

향(z)으로 주기조건을 부과하였고 채널벽면에서 

점착조건과 등온조건을 부과하였다. 유동방향과 

폭방향의 계산영역은 주기적으로 설치된 딤플의 

한 주기를 취하였다. 계산영역에는 300×256×160
개의 격자를 x, z방향으로는 균일하게 y방향으로

는 벽면에 밀집하도록 구성하였다. 딤플 및 바닥

면을 따라 점착조건과 등온조건은 가상경계법을 

이용하여 부과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시간 평균한 속도 벡터를 보면 (Fig. 3) 각각의 

경우에 모두 유동이 딤플의 상류 모서리에서 박

리되어 재순환영역이 딤플 내부를 채우고 있다. 
깊은 딤플(h/D = 0.3)의 경우 (Fig. 3(b)), h/D = 
0.2인 경우에 비해 재부착점이 하류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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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cal Nu/Nu0 distributions; (a) present LES, 
h/D = 0.2, Re = 20,000; (b) present LES, 
h/D = 0.3, Re = 20,000; (c) Burgess et 
al.(2), h/D = 0.2, Re = 20,000; (d) Burgess 
et al.(2), h/D = 0.3, Re = 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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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cal Nu/Nu0 distributions for h/D = 0.2; 
(a) present LES, Re = 10,000; (b) present 
LES, Re = 5,000; (c) Hwang(6), Re = 
10,000; (d) Hwang(6), Re = 5,000

재순환 유동이 강하다. Reynolds 수가 10,000인 

경우 (Fig. 3(c)), Reynolds 수가 20,000인 경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5,000인 경우 (Fig. 3(d))
에는 Reynolds 수가 낮아지면서 윗벽면에서 속도

구배가 작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재부착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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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averaged streamwise velocity 
fluctuations; (a) h/D = 0.2, Re = 20,000; 
(b) h/D = 0.3, Re = 20,000; (c) h/D = 0.2, 
Re = 10,000; (d) h/D = 0.2, Re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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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averaged spanwise velocity 
flucutations; (a) h/D = 0.2, Re = 20,000; (b) 
h/D = 0.3, Re = 20,000; (c) h/D = 0.2, Re 
= 10,000; (d) h/D = 0.2, Re = 5,000

위치는 Reynolds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Figure 4에 제시한 온도장을 보면 딤플이 설치

된 아랫면이 딤플이 없는 윗면에 비해 열전달이 

촉진되어 공통적으로 딤플 바깥 평면에서 열경계

층이 얇은 것을 볼 수 있다. 딤플 내부의 온도분

포는 재순환 영역이 존재하는 상류부분이 온도가 

높고 주유동이 유입되는 하류부부은 온도가 낮

다. Reynolds 수가 5,000인 경우 주유동이 활발하

게 유입되지 않아 딤플 내부의 온도가 상대적으

로 높지만 윗면에 비해서 딤플 바깥 매끈한 부분

의 열경계층은 매우 얇아져 있다. 
벽면에서의 열전달계수는 레이놀즈수에서의 매

끈한 파이프의 누셀트수와의 비율로 Fig. 5와 6에 

제시하였다. 딤플 깊이의 영향을 보면(Fig. 5), 깊
은 딤플을 채택한 경우 Burgess and Ligrani(5)는 

누셀트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나(Fig. 
5(c), (d)) 본 연구의 계산결과에서는 큰 정량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정성적으로는 딤플 뒤에 

생기는 열전달이 높은 영역이 깊은 딤플의 경우 

원주방향으로 길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낮은 레이놀즈 수에서 수행한 Hwang(6)의 실험

결과에는 딤플 내부에 재부착점의 영향이 보이지 

않았지만(Fig. 6(c), (d))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

에는 유동의 재부착의 영향이 관찰된다. 레이놀

즈 수에 따라 딤플 뒤에 국소열전달이 높은 영역

이 정성적인 차이를 보이는 데, Re = 10,000의 

경우 영역이 좁아지고 Re = 5,000의 경우 값이 

작아지면서 하류로 이동한다. 

3257



-

(a)

(b)

(c)

(d)

Fig. 9 Instantaneous thermal fields in the xy plane 
at z/D = 0.81; (a) h/D = 0.2, Re = 20,000; 
(b) h/D = 0.3, Re = 20,000; (c) h/D = 0.2, 
Re = 10,000; (d) h/D = 0.2, Re = 5,000 

난류강도의 주유동방향 성분(Fig. 7)은 딤플을 

빠져나온 유동과 주유동이 상호작용하는 딤플 뒷

부분에서 국소적으로 높은 영역이 나타나는 데, 
h/D = 0.3인 경우(Fig. 7(b)) h/D = 0.2인 경우(Fig. 
7(a))에 비해 영역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영역은 레이놀즈수가 10,000인 경우(Fig. 
7(c))에도 20,000일 때보다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

고 레이놀즈수가 5,000인 경우에 영역이 넓어지

고 하류로 퍼지면서 값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폭방향 성분(Fig. 8)의 경우 공통적으로 재

부착점 부근에서 높은 값을 보이며 깊은 딤플의 

경우(Fig. 8(b))에 재부착점이 하류로 밀려난 영향

을 확인할 수 있다.
대칭면의 유동방향 단면에서의 온도장(Fig. 9)

을 보면, 공통적으로 전단층을 따라 형성된 와류

에 의해 주유동이 유입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레이놀즈수가 낮아지면서 열적인 구조가 커

져 Re = 5,000(Fig. 9(d))인 경우 전단층에 와류구

조의 개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1) 딤플의 깊이를 0.3D로 증가시키면 전단층에

서 와류는 강해지지만 재부착점이 딤플 하류로 

이동하면서 열전달계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 낮은 레이놀즈수(Re=5,000, 10,000)에서 딤

플 뒤에서 발생하는 주유동과의 상호작용은 약화

되었으나 딤플내부에서 재부착은 관찰되었다.
(3) 가스터빈 블레이드에서 낮은 레이놀즈수 영

역인 5,000에서 20,000의 범위에서도 딤플을 설치

해서 생기는 열전달 촉진효과는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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