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D 딤플 직경: (mm)
Dh 덕트 수력직경: (mm)
d 딤플돌출부 투영 직경: / (mm)
f 마찰계수:
fs 매근한 직선 덕트에서의 마찰계수:
fs,WD 매끈한 꺽임 덕트에서의 마찰계수:
H 덕트 높이: (mm)
hd 딤플 깊이: (mm)
hp 돌출부 높이: (mm)
h 대류열전달계수: (W/m2K)
k 열전도계수: (W/mK)

L 시험부 꺽임 덕트 길이: (mm)
수Nu : Nusselt (Nu=hDh/k)

Nus 매끈한 사각채널에서의 수: Nusselt
Nuavg 평균 수: Nusselt
P 피치: (mm)
Re 수: Reynolds
Ti 초기 온도: (K)
Tref 기준 온도: (K)
Tw 벽 온도: (K)
t 시간: (s)
x 좌표: x , Fig. 2
y 좌표: y , Fig. 2
z 좌표: z , Fig. 2

서 론1.

열전달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열면 설계와 함께 이차유동을 발생시켜 열전달

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열전달 대상면에서 이차유동을 발생시켜 높은

주름진 덕트에서 딤플 돌출 형상이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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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t transfer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have been investigated for a rectangular wavy duct
with dimple or protrusion arrays. The test duct was 15mm in height and 105mm wide. The print
diameter of the dimple/protrusion wall was 12.99mm and the depth/height of the dimple/protrusion was
3.75mm.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s on the dimple/protrusion wall were measured using a transient
TLC technique. The Reynolds number was varied from 3,000 to 10,000. For the wavy duct tested in
this study, adverse static pressure characteristics occurred at turning region of the wavy duct due to
secondary flows. For the wavy duct with protrusion array, higher heat transfer enhancement level of
7.4 times than smooth straight case in maximum was obtained at low Reynolds number due to the
high heat transfer enhancement by vortex flows. Also, the protrusion array increased the performance
level of 3.0 at low Reynolds number of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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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을 얻는 방법은 현재 요철 핀(rib), (pin)
및 딤플 등의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다(dimple) .
특히 딤플은 복잡한 이차유동을 발생시켜 열전달

을 증가시키면서 주유동을 방해하지 않아 상대적

으로 낮은 압력 손실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
딤플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최근 딤플에

관한 많은 열전달유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등. Chyu (2)은 비정상 감온 액정법

을 사용하여 다양한 딤플 형태에서(transient TLC)
의 열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은 딤플에 의한 열전달 증가가 평판의 약 배2.5
이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등. Moon (3)은 딤플이

설치된 덕트의 높이가 딤플 열전달에 미치는 영

향을 관찰하였다 등. Ligrani (4,5)은 딤플의 깊이에

대한 영향 및 반대벽면의 돌출 형상에 의한 열전

달유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딤플 형상에 의한 열전달 성능은 평판과 비교

하여 약 배의 증가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2.0~2.5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딤플돌출 형상을. /
꺽임 덕트에 적용하여 열전달 및 압력 특성을 고

찰하고자 한다 꺽임 덕트는 그 형태로 인해서.
꺽임각 이후에 이차유동이 발생하게 된다(6) 이러.
한 이차유동은 꺽임 덕트의 전열면에서의 열전달

을 증가시키게 된다 딤플 및 돌출 형상을 설치.
하여 이러한 꺽임 덕트에서의 추가적인 열전달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2.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상태 감온액정법

을 사용하여 딤플돌출 형상의 주(transient TLC) /
름진 덕트에서 열전달계수 특성을 고찰하였다.
열전달 계수 측정을 위한 측정 시스템은 측정 덕

트 이미지 시스템 그리고 유동 조절을 위한 밸,
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전달 측정 대상의 복잡한 형상으로 인하여

비정상상태 실험을 수행하였다 딤플돌출 형상의. /
표면에는 감온액 를 에어 브러쉬를 이(R30C5W)
용하여 도포하였다 측정 표면에 도출된 감온액.
은 온도 변화에 따라 반응 색깔이 달라지게 된

다 이러한 색깔의 변화는 카메라. CCD (RGB
프레임 그래버color CCD camera, CV-m77),

및 조명 시스템을 통(Frame grabber, Corona- )Ⅱ

Plenum chamber

Test section

Test plates

Suction-side

Pressure-side

Flow

Pressure-side

Suction-side

Corrugation angle=100
Pressure taps

Flow

Pressure-side

Suction-side

Corrugation angle=100
Pressure taps

Flow

L

Fig. 1 Schematics of wavy test duct

하여 컴퓨터에 기록되도록 하였다 전체 실험 장.
치에 대한 자세한 제원과 비정상상태 감온법에

대한 실험 방법은 등Hwang (7)의 논문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은 꺽임각 을 가지는 시험부의 형Figure 1 (100°)

상을 나타낸다 시험부 덕트는 하나의 꺽임각을.
가지며 꺽임부 하류의 흡입면과 압력면에 각각,
딤플돌출 형상 배열이 구성되어 있다 꺽임 덕트/ .
는 단면적 비가 이며 수력직경은 이다7 , 26.55mm .
꺽임 길이는 (L 는 이다 압력 측정을 위해) 67mm .
서 꺽임 덕트의 측면에 개의 압력 홀을 설치하12
였다.
시험 덕트의 흡입면과 압력면에는 와 같은Fig.2
열의 딤플돌출 형상 배열이 설치되었다 딤플12 / . /
돌출부의 가공 직경 (d 는 이며 원 직) 12.99mm ,
경 (D 은 이다 딤플돌출부의 깊이높이는) 15mm . / /
3.75mm (0.25D 이며 피치) , (P 는) 1D 이다 측정면.
에 형성된 딤플돌출부는 열로 구성되어 있으/ 12
며 상류 열에 대한 측정 결과를 결과에 제시하, 3
였다.
비정상상태 감온 액정법은 무한 평판에서 비정

상상태 차원 열전도 식을 사용하여 열전달 계수1
를 구하게 된다 무한 평판에서 비정상상태 차. 1
원 열전도 방정식의 해는 식과 같다.



Fig. 2 Dimple/Protrusion configuration

  
  

   


















(1)

초기 온도 (Ti 기준 온도), (Tref 벽온도), (Tw)
및 시간 (t 을 측정하여 열전달 계수) (h 를 구하게)
된다 식 에서 의 중첩원리를 적용하면. (1) Duhamel
최종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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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를 이용하여 열전달 계수를 구할 수 있(2)
다.
압력 손실은 마찰 계수 (fanning friction factor)

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PΔ 는 단위길이당 압력강하량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Nus 및 fs는 각각 매끈한 덕트에서

의 무차원 열전달계수 및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열전달 계수와 마찰계수에 대한 오차해석은

등Abernethy (8)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95%
신뢰 수준에서 계산하였다 실험의 전체 범위에.
대하여 수는 약 마찰계수는 약Nusselt 8%, 4.4%
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및 검토3.

열전달 특성3.1
딤플 배열이 설치된 꺽임 덕트에서의 Nusselt
수 분포 결과를 에 나타냈다 주유동의Fig. 3 (a) .
방향은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딤플 벽면.
에서의 열전달 분포 특성은 꺽임각이 없는 직선

덕트에서의 딤플 결과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 Fig. 3 (a)
처럼 꺽임각 덕트에 설치된 딤플 벽면에서도 높,
은 열전달계수가 딤플 후류 가장자리에서 나타났

으며 딤플 내부는 유동 박리로 인해서 상대적으,
로 낮은 열전달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딤플 배열에서의 열유동 특성은 형성된 딤플의/
제원에 크게 의존함을 나타내고 있다. Reynolds
수가 작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열전달 특성을 유

사하였지만 딤플 내부의 낮은 열전달 영역은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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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truded walls
Fig. 3 Contours of Nusselt number for wavy duct

with dimple/protrusion arrays (ReH=10,000)



는 돌출 형상 배열이 설치된 꺽임 덕Fig. 3 (b)
트의 압력면과 흡입면에서의 열전달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돌출 형상에서는 주유동 및 상류의.
돌출부에서 발생한 이차유동의 영향으로 전면부

에서 높은 열전달 특성을 나타냈다 돌출부의 후.
면에서는 유동이 박리되면서 낮은 열전달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꺽임각이 없는 직선 덕.
트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열유동 특성이다/ .

수가 감소할수록 압력면과 흡입면에서Reynolds ,
의 높은 열전달 분포 영역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

다.

압력손실 및 성능 평가3.2
꺽임각이 있는 덕트에서 딤플 및 돌출 형상의

영향으로 인한 압력 손실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서 수에 따라서 압력 손실을 측정하였Reynolds
고 그 결과를 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Fig. 4 .

은 마찰 계수open symbol (f 를 나타내며) , solid
은 매끈한 꺽임 덕트 대비 마찰 계수의 증symbol

가 (f/fs,WD 를 나타낸다 꺽임 덕트에서의 딤플 및) .
돌출 형상이 설치된 경우 수가 이, Reynolds 3000
하이 경우에는 마찰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다가 수 가 보다 큰 경우에는Reynolds 3000
일정한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딤플과 돌출.
형상 모두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용된 꺽임 덕트에서의 유동 천이가 수Reynolds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3000~5000 .
매끈한 꺽임 덕트에서의 마찰 계수와 비교해서

딤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 손실 증가

를 보였지만 돌출 형상이 설치된 경우는 매우,
크게 압렵 손실이 증가하였다.

Fig. 4 Friction factor for wavy duct with
patterned wall

Fig. 5 Performance for wavy duct with various
patterned wall

는 딤플과 돌출 형상이 설치된 꺽임 덕트Fig. 5
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열전달 증가와

압력 손실 증가를 함께 나타냈다 돌출 형상이.
설치된 경우 높은 압력 손실을 가지지만 매우,
큰 열전달 증가로 인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

냈다 반면 딤플이 설치된 경우는 압력 손실이. ,
증가함에 따라 열전달 증가가 크지 않아 매끈한

꺽임 덕트보다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딤플을 설.
치한 경우에서 열전달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

는 꺽임 덕트에서 발생한 이차유동과 딤플에서

발생한 와류가 상호 상쇄되면서 열전달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상태 감온 액정법을 이용

하여 꺽임각이 있는 덕트에서 딤플 및 돌출 형상

에 의한 열전달계수 압력 손실 및 성능 특성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딤플 및 돌출 형상이 설치된 꺽임 덕트에서(1)
의 마찰계수는 수가 까지 증가함에Reynolds 3000
따라 감소하였다 수 영역에서는. Reynolds 3000
유동의 천이가 발생하였으며 수, Reynolds 3000
이상에서는 마찰계수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딤플돌출 형상의 꺽임 덕트에서의 열전달(2) /
특성은 직선 덕트에서의 열전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딤플 형상에서는 높은 열전달.
계수가 딤플 후류 가장자리에서 나타났으며 딤,
플 내부는 낮은 열전달 특성을 나타냈다 돌출.
형상에서는 전면부 에서 높은 열전달(front side)
특성이 나타났으며 후면에서는 유동의 박리로,
인해서 낮은 열전달 특성을 나타냈다.

압력손실 및 열전달 증가를 고려한 성능은(3)
돌출 형상을 설치한 경우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타나냈다 딤플을 설치한 경우에서는 꺽임 덕트.
에서 발생한 이차유동 간의 상호 작용이 열전달

효과를 감소시켜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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