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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surface shape of an internal cooling passage which largely reduces the pressure drop and enhances 
the surface heat transfer is proposed in the present study. The surface shape of the cooling passage is consisted 
of the concave dimple and the riblet inside the dimple which is protruded along the stream-wise direction.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for the fully developed turbulent flow and thermal fields in the cooling 
passage is conducted. The Numerical simulations for the 5 different surface shapes are conducted at the 
Reynolds number of 2800  based on the mean bulk velocity and channel height and Prandtl number of 0.71 . 
The driving pressure gradient is adjusted to keep a constant mass flow rate in the x  direction. The thermo-
aerodynamic performance for the 5 different cases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assessed in terms of the drag, 
Nusselt number, Fanning friction factor, Volume and Area goodness factor in the cooling passage. The value 
of maximum ratio of drag reduction is [ ]22.86 %− , and the value of maximum ratio of Nusselt number 
augmentation is [ ]7.05 %  when the riblet angle is 60 ( 5Case ). The remarkable point is that the ratio of 

Nusselt number augmentation has the positive value for the surface shapes which have over 45  of the riblet 
angle. The maximum Volume and Area goodness factor are obtained when the riblet angle is 60 ( 5Case ).

기호설명 
d  : 딤플 직경 
δ  : 딤플 깊이 
θ  : 리브렛 각도 
S  : 리브렛 간격 

Rh  : 리브렛 높이 

, ,L H W : 냉각유로의 길이, 높이, 폭 

1. 서 론 

내부에 냉각유로를 가지는 공학적 장치의 내구
성 및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냉각유로에서의 
압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
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여러 가지 형태의 열전달 촉진체가 연구ㆍ개발
되어, 내부 냉각유로 표면에 적용되어 왔다. 딤플
형상의 열전달 촉진체는 다른 열전달 촉진체에 비
해 낮은 압력손실과 높은 열전달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공학적 장치에 적용되고 있다. 그 중
에서 딤플형상은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냉각유로, 
열교환기의 냉각휜이나 연소 챔버 라이너의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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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variables used in the present study 
.Case No  L H W× ×  θ  d  δ  S  

1 1π π× ×  0  2  0.40 0  

2  1π π× ×  15  2  0.39 0.21

3  1π π× ×  30  2  0.38 0.44

4  1π π× ×  45  2  0.36 0.71

5  1π π× ×  60  2  0.30 1.05  

 
표면 등에 적용되어 열전달 성능 향상에 많은 기
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딤플형상에 의해 야기되
는 유동 구조 및 열전달 특성은 많은 선행 연구자
들에 의해 규명되어 왔다. 

Afanasyev 등(1)은 딤플형상( / 0.067dδ = )을 가지
는 평판에서의 열전달 및 압력손실을 계산하였으
며, 압력손실은 무시할 만하고, 열전달 성능은 
30 ~ 40%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oon 
등(2)은 딤플형상을 가지는 직사각형 채널에서 딤
플 형상비( /H d )의 변화에 대해 열전달 계수와 
friction factor를 비교하였다. 그들은 딤플 형상비에 
대해 열전달이 2.1 배 증가하였으며, 채널 높이 변
화와 열전달 증가는 무관하다고 보고하였다. 
Mahmood 와 Ligrani(3)은 채널높이 변화, 입구온도
와 딤플표면온도의 비 그리고 Reynolds 수의 변화
에 대해 유동 구조 및 열전달 특성에 대해 연구하
였다. 이러한 딤플형상은 다른 열전달 촉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손실을 발생시키면서 
열전달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
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딤플형상으로 인한 
냉각유로에서의 압력손실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딤플형상
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표면 형상체의 
개발을 통해 냉각유로에서 압력손실의 감소와 표
면 열전달 성능 향상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새로
운 표면 형상체에 의해 야기되는 핵심 열유동 현
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새로운 표면 형상체가 적
용된 냉각유로에 대한 열ㆍ공력학적인 성능은 
Volume goodness factor와 Area goodness factor를 통
해 정량적으로 평가되었다. 
 
 

2. 수치해석방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냉각유로를 따라 흐르는 난류  

Table 2 Validation results of our CFD code 
  f  

Flat channel 
Re 5600m =  

Present study 38.13 10−×  

Kim et al.(16) 38.18 10−×  

Dimpled channel
Re 3900m =  

Present study 21.74 10−×  

Wang et al.(12) 21.75 10−×  
 
유동에서 유로 표면 형상이 압력손실과 표면 열
전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수치모사법(Direct Numerical Simulation)이 사용되
었다. 3 차원 비정상 비압축 유동과 온도장을 지
배하는 무차원화 된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보
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0∇⋅ =u  (1)  

( ) 21
Re

p
t

∂
+ ⋅∇ = −∇ + ∇ +

∂
u u u u Π  (2)  

21
Re Pr

T T T
t

∂
+ ⋅∇ = ∇

∂
u  (3)  

 
무차원화를 위한 특성길이는 내부 냉각유로의 
높이H를 사용하였고, 특성속도는 평균 체적속도

mu 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Reynolds 수와 Prandtl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e m
m

u H
ν

= ; Pr ν
α

=  

 
여기서 ν , α 는 동점성계수, 열확산계수를 각
각 나타낸다. 
식 (2) 에서 내부유로를 흐르는 유량을 일정하
게 유지시켜주기 주 유동방향으로의 평균압력구
배 Π를 매 계산스텝에서 계산하여 제어체적 내
의 유동 에너지 손실량을 주 유동방향의 평균압
력구배Π를 통해 보상하여 준다.(4)  
열유동장을 표현하는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
을 사용하여 이산화되었다. 시간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기 위해 2 단계 시간분할 방법(two-step 
time-splitting method)이 사용되었다. 운동량 방정
식의 대류항과 확산항의 적분을 위해 2 차 정확
도의 Adams-Bashforth 기법과 2 차 정확도의 
Crank-Nicolson 기법이 각각 사용되었다. 온도장
에 대하여 에너지 보존 방정식의 대류항과 확산
항의 시간 적분을 위해 2 차 정확도의 Adams-
Bashforth 기법과 2 차 정확도의 Crank-Nicolson 
기법이 각각 사용되었다. 공간에 대한 이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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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차 정확도의 중앙차분법이 사용되었다. 
Fig. 1 의 계산영역에 대하여 상하 벽면에 대해

서 점착조건이 부여되었고, 주 유동방향 x 와 폭
방향 z 으로 주기경계조건이 부여되었다. 무차원 
온도경계조건으로 상부벽면과 하부벽면에 대하여 

1T = , 0T = 이 각각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e 2800m = , Pr 0.71=  에 대해서 새로운 표면 형

상체가 적용된 냉각유로의 열ㆍ공력학적 평가가 
수행되었다. 
 
 
2.2 계산영역 및 격자 해상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표면 형상체의 
구조는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각유로 표
면에 형성된 오목한 딤플과 상기 딤플 내부에 유
체의 주유동 방향 x을 따라 돌출되게 형성된 리
브렛으로 구성된다. 리브렛 높이 Rh 은 표면 형상

체의 중심에서 x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크기가 점
점 줄어들어 표면 형상체와 평판이 만나는 모서
리에서는 0=Rh 이다. 딤플 내부에 리브렛이 부

착되어 있는 2 ~ 5Case 의 형상에서 딤플과 리브
렛이 만나는 선은 x 방향에 평행하며, 이 선을 
‘Base line’이라고 하였다. 딤플 내부에 리브렛이 
부착되지 않은 1Case 의 형상에서는 딤플의 중심
에서 x방향에 평행한 선을 ‘Base line’이라고 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면 형상체에 대한 설
계변수 및 계산영역의 크기는 Table 1 에 정리되
어 있다. 딤플 내부에 리브렛이 부착되지 않은  

 
(a) 

 

 
(b)                     (c) 

Fig. 1 Geometry of the surface shape proposed in the 
present study; (a) Computational domain, (b) 
yz -plane at / 2x π=  of 1Case , (c) yz -plane 

at / 2x π=  of 2 ~ 5Case  

1Case 의 표면 형상체에 대해서 리브렛의 각도와 
간격 S은 0 과 0 으로 각각 나타내었다. 

5 가지 형태의 표면 형상체가 적용된 계산영역
에 대해 사용된 격자수는 65 65 81× × 이다. 벽면 
수직방향으로 분포된 첫 번째 격자의 위치는 

0.6+ ≈wy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계산영

역에 대해서 벽면 근처의 높은 구배를 해상하기 
위한 벽면 수직방향의 격자 해상도는 1+ <wy 을 

만족한다. 주 유동방향 x과 폭방향 z 으로 분포된 
격자의 평균 간격은 각각 10+Δ ≈x , 8+Δ ≈z 이다. 
상첨자+는 벽면 물리량에 의해 스케일된 무차원
양을 나타내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τw

와 ρ는 벽면 전단응력과 유체의 밀도를 각각 나
타낸다.  
 

τ ν+ =w wy u y , uτ ν+Δ = Δ  

( )
1

2
wuτ τ ρ=  

 
본 연구에 사용된 전산해석 코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Re 5600m = 에서의 Flat channel 유

동과 Re 3900=m 에서의 dimpled channel 유동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정리되어있다. 수치모사를 통해 얻어진 채널 
내부의 유동장 결과로부터 계산된 Darcy friction 
factor 는 다른 선행 연구결과(5,6)와 매우 잘 일치
한다. 
 
 

3. 결과 및 해석 

3.1 열ㆍ공력학적 성능 
본 연구에서 사용된 5 가지 형태의 표면 형상
체가 부착된 내부 냉각유로에 대한 항력 및 
Nusselt 수 증감율이 Table 3 에 정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

0
: 100

−
Δ = ×

D D
D

D
항력증가율  

0

0
: 100

−
Δ = ×

Nu Nu
Nusselt Nu

Nu
수 증감율  

 

0D , D 는 각각 1Case , 2 ~ 5Case 의 시간 

및 표면 평균된 항력을 나타내며, 0Nu ,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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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tio of drag reduction and Nusselt number 
augmentation 

.Case No  θ  [%]ΔD  [%]ΔNu  

2  15  -3.16  0.54−  
3  30  -6.51 2.28−  
4  45  9.48−  4.66  
5  60  22.86−  7.05  

 
는 각각 1Case , 2 ~ 5Case 의 시간 및 표면 평균

된 Nusselt 수를 나타낸다. 60θ = ( 5)Case 인 경
우에서 딤플 내부에 리브렛 형상이 부착되지 않
은 경우 ( 1)Case 에 비해 최대 22.86[%]− 의 항력 
감소와, 최대 7.05[%]  Nusselt 수 증가가 나타난

다. Nusselt 수 증감율은 리브렛 각도가 45 이상
에서 양의 값을 가지며, 이는 리브렛 각도가 45  
이상에서 1Case 에 비해 표면 열전달 성능이 향
상됨을 의미한다. 

Fig. 2 은 리브렛 각도의 변화에 따른 Fanning 
friction factor 와 Stanton 수의 변화를 나타내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22
H Pf

u Lρ
Δ

= , 
Re Pr

NuSt =  

 

  
(a)                     (b) 

Fig. 2 Distribution of the quantities as a function of the 
riblet angle; (a) Fanning friction factor, (b) 
Stanton number 

 
 

  
(a)                   (b) 

Fig. 3 Distribution of the quantities as a function of the 
riblet angle; (a) Volume goodness factor, (b) 
Area goodness factor 

 

Fanning friction factor 는 리브렛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며, 60 ( 5)Case 에서 최소값을 가

진다. 반면 Stanton 수는 리브렛 각도가 0 에서 
30 구간에서 감소하다가 45 ~ 60 구간에서 다시 
증가하며, 60 ( 5)Case 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서로 다른 형상을 가진 열전달 표면의 열전달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Volume 
goodness factor와 Area goodness factor가 계산되었
으며, 두 인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7). 

 

1 3
StVolume goodness factor

f
=

 
StArea goodness factor f=  

 
Fig. 3 는 리브렛 각도의 변화에 따른 Volume 

Goodness factor 와 Area goodness factor 의 변화를 
나타낸다. 리브렛 각도가 0 ~ 30  경우에서 비슷
한 수준의 열전달 성능이 나타나는 반면, 30 이
상에서 열전달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됨을 알 수 
 

 
Fig. 4 Distribution of the time- and surface-averaged 

form and friction drag at the bottom surface as a 
function of the riblet angle 

 
 

 

      
(a)                     (b) 

Fig. 5 Distribution of the time-averaged local drag at 
the bottom surface; (a) 1Case , (b) 5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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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가지 형태의 표면 형
상체에 대하여 리브렛 각도가 60 인 냉각유로
( 5)Case 에서 최대의 열전달 성능이 나타난다. 
 
 
3.2 항력 및 열전달 

Fig. 4 는 리브렛 각도의 변화에 따른 시간 및 
표면 평균된 형상 및 마찰항력의 변화를 나타낸
다. 형상항력은 리브렛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0 ~ 45 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60 에서 급
격하게 감소한다. 반면, 마찰항력은 리브렛 각도
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서서히 증가한다. 
형상항력과 마찰항력의 합으로 표현되는 항력은 
마찰항력의 증가폭보다 형상항력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리브렛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며, Fig. 5에서의 표면 형상체가 부착된 내각유
로 하부 표면의 국소 항력 분포를 통해 5Case 에
서 표면 형상체 내의 하류 벽면에서 발생되는 항
력의 크기가 1Case 에 비해 현저히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Fig. 6 은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Case들에 대
하여 표면 형상체 내부 ( 0)<y 에 재순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면 형상체의 상류 끝
단에서 박리된 유동은 표면 형상체 내부로 흡수 

 
 

 
(a) 

 

  
(b)                     (c) 
 

  
(d)                     (e) 

Fig. 6 Streamline at the cross-sectional plane along the 
Base line for the 5 different cases; (a) 1Case , 
(b) 2Case , (c) 3Case , (d) 4Case , (e) 

5Case  
 

되어 표면 형상체 내의 하류 벽면에 재부착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표면 형상체 내의 상류 영역에 
박리거품이 발생한다. 박리거품의 크기는 딤플 
내부에 리브렛 형상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인 

1Case 에서 가장 크다. 또한 리브렛 각도가 증가
함에 따라 박리거품의 크기는 축소되어가고, 상
류에서 박리된 유동이 재부착되는 위치도 표면 
형상체 내의 하류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여 재부
착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순환 영
역이 존재하는 영역에 접하는 열전달 표면에서는 
표면과 주위 유체와의 낮은 온도 구배로 인해 표
면 열전달 성능이 현저히 낮아진다. Fig. 7 에서 
유동이 재순환하는 영역과 접하는 표면에서 주위 
표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Nusselt 수가 

1Case 과 5Case 에서 관찰되었다. 재순환 영역은 

1Case 에 비해 5Case 에서 더 작게 분포되어 있
으며, 이러한 이유로 5Case 에서 낮은 Nusselt 수
의 분포를 보이는 영역이 더 작다. 또한 Fig. 8에
서 재순환 영역이 존재하는 표면 형상체 내부의  
 

 

     
(a)                     (b) 

Fig. 7 Distribution of the time-averaged local Nusselt 
number at the bottom surface; (a) 1Case , (b) 

5Case  
 
 

 
Fig. 8 Distribution of the time-averaged local Nusselt 

number along the Base line for the 5 different 
cases; (a) 1Case , (b) 2Case , (c) 3Case , (d) 

4Case , (e) 5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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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Nusselt 수를 보이는 
구간은 1Case 에서 가장 크며, 5Case 에서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ase line 을 따라 주
유동방향 x 으로 표면 형상체의 모서리와 만나는 
영역에서 최대 Nusselt 수를 가지는 것이 관찰되
었다. Fig. 8 에서 Base line 을 따라 표면 형상체 
내부의 하류 벽면에 분포된 Nusselt 수는 1Case
에 비해 4, 5Case 에서 큰 값을 가지는 반면, 

2, 3Case 에서는 작은 값을 가진다. 또한 표면 형
상체 주위의 평판에서의 Nusselt 수는 1Case 의 
경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5Case 의 경
우에서는 낮은 국소 Nusselt 수를 보이는 영역이 
관찰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 사용된 표면 형상체에 대하여 내부 
냉각유로에서 압력손실을 감소시키고, 표면 열전
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면 형상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리브렛 각도가 증가할수록 냉각유로에서의 
압력손실은 감소하며, Nusselt 수 증감율은 리브렛 
각도가 45 이상에서 양의 값을 가진다. 

[2] 리브렛 각도가 60 ( 5)Case 인 경우에서 딤
플 내부에 리브렛 형상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 1)Case 에 비해 최대 22.86[%]− 의 항력 감소와, 
최대 7.05[%] Nusselt 수 증가가 나타난다. 

[3] 서로 다른 형상을 가진 열전달 표면의 열
전달 성능을 Volume goodness factor 와 Area 
goodness factor 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리브렛 각도가 0 ~ 30  경우에서 비슷한 수준의 
열전달 성능이 나타나는 반면, 30 이상에서 열전
달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된다. 

[4] 본 연구에서 사용된 5 가지 형태의 표면 형
상체에 대하여 리브렛 각도가 60 인 냉각유로
( 5)Case 에서 최대의 열전달 성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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