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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the micro-dimpled surface on the drag reduction.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icro-dimpled surface, the flat plates are prepared. The micro-size dimples are directly carved on the metal 

surface by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 method. Momentum of the main flow is increased by the dimple patterns

within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TBL),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turbulence intensity in the TBL. The influence 

of dimple patterns is examined through the flow field survey near the flat plate trailing edge in terms of the profile drag. The wake flow

velocities in the flat plate are measured by PIV technique. The maximum drag reduction rate is 4.6% at the Reynolds number of 

106~107.The dimples tend to increase the drag reduction rate consistently even at high Reynolds number range.

Keywords : Dimple(딤플),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초음파 나노 표면 개질법), Profile drag(단면 저항),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입자영상속도계)

1. 서 론
최근의 고유가 시대에 발맞추어 해양을 항행하는 운송체의 

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해양 운송
체의 연료 절감은 유체역학적인 항력을 감소시키는 연구와 밀접
한 관련이 있어 마찰, 압력, 조파, 공기 저항 등의 항력을 감소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몰수체는 물속에서 항행하는 것을 가
정하고 있으므로 마찰과 압력 저항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압력 
저항은 몰수체의 형상에 따라 선수부와 선미부의 압력 차이에 
의해 나타나므로 형상 저항(form drag)이라고도 불린다. 몰수체
가 고속으로 운동할 경우 압력 저항이 대부분의 항력을 차지하
므로 몰수체의 형상을 유선형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압력 저항
을 감소시키기 위해 몰수체 표면에서 유동 박리(separation)를 
지연 또는 감소시키거나 몰수체 주위 보오텍스(vortex)들을 감소
/제어 하기도 한다.

물체의 표면에 딤플 패턴들을 가공하는 표면 처리법은 물체의 
압력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구
(sphere) 위에 생성된 딤플 패턴들은 층류 경계층을 난류 경계층
으로 전이시키면서 물체 후방의 후류 영역을 감소시킨다. 최근에 

Choi, et al. (2006)은 딤플 안에서 발생한 전단층(shear layer)의 
불안정성(instability)이 난류 경계층 내에서 유동의 모멘텀
(momentum)과 난류 강도를 증가시키고 종국에는 물체 표면 위
에서 발생하는 유동 박리를 지연시켰음을 보고하였다.

마찰 저항은 유체가 점성(viscos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
성 저항이라고도 불린다. 유체 유동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
찰 저항도 증가하게 되는데 물체 표면에서 나타나는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동적(passive) 또는 능동적(active) 방법들이 
이용되어 왔다. 특히 난류 구조나 경계층의 형상에 변화를 주거
나 부가물들을 물체 표면에 부착하는 수동적 방법들은 물체 또는 
물체 외부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능동적 방법들은 난류 구
조나 경계층을 직접 간섭하여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
을 가지고 있어 그 효과가 작지 않으나 항력 감소 시스템을 동작
시키기 위해 에너지 공급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난류 경계층 내에 미세 기포(bubble)들을 주입시켜 경계
층의 성질을 바꾸거나 점성치를 변화시키는 방법들은 많이 진행
되어 왔으며 여러 나라에서 기포 주입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
들을 수행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03). 비록 미세기포 주입
방법이 항력 감소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마찰 저항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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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못하였다. 난류 
경계층으로 유체를 흡입/분사하는 방법은 그 항력 감소 메커니즘
이 잘 알려져 있다(Park & Choi, 1999). 이 방법은 물체의 특정 
위치에서 유동 박리를 국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에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107이상의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 적절한 유체의 
흡입/분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가의 특별한 스카치 요크
(scotch yoke) 시스템이 필요하다.

Fig. 1 Top surface and sub-surface modifications by  
 UNSM

소수성(hydrophobicity) 또는 친수성(hydrophile)을 이용한 코
팅법도 경계층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특히 돌기
나 식각법(etching)에 의한 나노(nano) 크기의 거칠기
(roughness)도(Lee, et al., 2006)  물체 표면의 경계 조건에 변
화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유연벽면(compliant wall)
의 경우(Seoudi, et al., 2008), 정확한 항력 감소 메커니즘이 정
립되지 못하였으며 적절한 유연벽면을 모사하기가 어렵다. 최근 
Boiko, et al. (2011)은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유연벽면에 대하
여 풍동 실험을 수행하였고 난류 속도의 변동 성분 감쇄가 항력 
감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잘 알려진 리블렛(riblet)
의 경우, 주유동 방향을 따라 발생하는 벽면 위 보오텍스들이 벽

면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오텍스 자체를 깨뜨리는 역
할을 한다는 항력 감소 메커니즘이 밝혀졌다(Bechert, et al., 
2000). 그러나 리블렛은 물체의 운동 및 유동 조건에 따라 형상
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리블렛 홈(groove)에 축적되는 오염물질
(fouling)에 기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능동적인 방법은 연료 절감율에 비해 시스템의 운용을 위
한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커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값 싼 수동적 방법을 해양 운송체
에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
구에서는 수동적인 방법으로서 초음파 나노 표면 개질법(UNSM)
을 이용하여 2차원 평판의 금속 표면에 딤플 패턴을 생성시켰다. 
또한 PIV를 이용하여 평판 후류 유동장을 계측하였으며 후류 속
도장 결과를 이용하여 마찰과 압력 저항의 합으로 표현되는 단면 
저항(profile drag)을 추정하여 보았다.

2.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2차원 평판에 대한 항력 계측과 PIV 가시화는 한국해양연구원 

대덕분원의 중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행되었다. 터널의 시험
부 제원은 0.6W x 0.6H x 2.6L m3이다. 시험부에서 최대 유속은 
12 m/s이며 시험부에서 정압을 10.1 kPa에서 202 kPa까지 가변
할 수 있다.

 Fig. 2 Flat plate installed in the cavitation tunnel (Left  
 side view)

몰수체 표면 위의 딤플 패턴은 UNSM에 의해 생성되었다. 
UNSM 장치는 초음파 진동에너지를 기계적 진동에너지로 변환하
고 이렇게 변환된 기계적 진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표면에 
20,000~40,000/초의 타격을 가하여 표면의 결정(crystal) 조직을 
나노 조직으로 변환시키면서 표면에 마이크로(micro) 딤플 패턴
을 발생시킨다. Fig. 1은 UNSM 처리 후의 2차원 및 3차원 표면
층 형상을 보인다. UNSM에 의해 처리된 금속은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경도(hardness), 피로(fatigue), 내마모성(wear 
resistance) 측면에서 기계적 가공 효과를 얻을 수 있다(Pyou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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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딤플 패턴이 생성될 2차원 평판의 재질은 알루미늄이
고 그 제원은 900L x 310W x 15H mm3이며 딤플 패턴은 유동 방
향에 수직하게 형성되도록 하였다. 딤플 패턴의 가공은 선문대학
교에서 수행되었는데 2차원 평판의 바닥에만 딤플 가공을 하고 
평판의 윗부분은 딤플 처리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평판의 상
판은 6분력계(force balance)와 스트럿(strut)을 이용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2차원 평판의 앞날과 뒷날끝의 경사각(bevel angle)은 
38.6도로 제작하여 갑작스럽고 강한 유동 박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터널 시험부에 설치된 평판을 Fig. 2에 나타냈으며 
Fig. 3에 UNSM 처리 전후 평판 사진을 표시하였다. 

항력을 측정하기 위한 6분력계의 용량은 X와 Z축에 대해 
±500N이고 Y축에 대해서는 ±800N이었으며 각 방향의 힘 측정
에 있어 최대 오차는 0.4%이었다. X축은 터널 중심선을 따라 하
류 방향을 향하며 Y축은 시험부의 상부를 향하고 Z축은 평판의 
왼편(port)으로 수평하게 놓인다. 각 축의 원점은 평판의 뒷날끝
에 위치하고 각 축은 평판의 길이로 무차원하였다. 평판에 대한 
항력 시험을 위해 터널 유속을 3, 5, 6m/s으로 설정하였으며 평
판 위 딤플의 밀도를 의미하는 딤플 피드(feed = mm/revolution)
를 0.07로 하여 딤플 가공을 수행하였다. 이 때 생성된 딤플의 
평균 직경은 약 1.7 μm이었고 딤플의 평균 깊이는 0.1981 μm이
었다. 

    (a) Laterally dimpled-plate

        (b) Normal plate
Fig. 3 Photos of the prepared flat plates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평판에서 나타나는 딤플 효과의 메커니
즘을 조사하기 위해 PIV를 이용하여 평판의 뒷날개 끝(trailing 
edge)에서 속도장(velocity fields)을 계측하였다. 속도장 측정을 
위한 2차원 PIV 시스템은 Nd:Yag 레이저(펄스 당 200mJ),  두 
대의 CCD 카메라, 카메라 이송장치, 영상처리 장치, 제어 및 계
산용 컴퓨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한 CCD 카메라의 해상
도는 1024 x 1024 pixels이다. 레이저 평면광을 중형 캐비테이션
터널 시험부 아래에서 조사(illumination)하고 시험부의 왼편에 카
메라를 배치하여 40 x 40 mm2크기의 측정단면에서 속도장을 측

정하였다. 산란입자로서 평균 3μm 크기의 TiO2(titaniumdioxide)
를 사용하였고 32 x 32 pixels 크기의 미소조사구간을 50% 중첩
하여 속도 벡터들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터널의 자유흐름 유속(U0)이 6m/s일 때 평판의 뒷날

끝 주위를 PIV를 이용하여 가시화한 것이며 시간평균한
(time-averaged) X-방향 속도장을 나타낸다. 딤플이 없는 일반 
평판(normal plate)의 끝에서 유동이 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X/L = 0부터 평판의 후류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L은 평
판의 길이를 의미한다. 딤플이 형성된 평판과 일반평판의 시간평
균 X-방향 속도장들을 비교하면 딤플 평판 주위의 X-방향 유속
이 증가하면서 평판 뒷날끝 후방의 후류 폭(Y방향)이 많이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판 뒷날끝의 바닥면 주위 경계층도 
딤플이 있는 평판에서 더 촘촘하게(thin)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동 변화는 유속이 3m/s로 감소되어도 동일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Fig. 5를 통해 볼 수 있다.

평판 뒷날끝 주위 바닥면에 형성된 유동의 경계층을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X/L = -0.008에서 X방향 속도 
프로파일(profile)을 추출하였다. 자유흐름 유속이 6m/s와 5m/s
에서 모두 유사한 경계층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Y/L = -0.0006
부터 바닥면까지 유체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속도 프로파일을 
가진다. 속도 프로파일을 보면 딤플이 있는 경우(dim) 바닥면 
가까이에서 X-방향 속도가 더 급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경계층 내에서 변위(displacement) 두께(δ*)와 모멘텀 두께
(θ)를 계산하면 딤플이 있는 경우 더 낮은 값을 취하고 있어 딤
플이 없을 때(non) 보다 X-방향 모멘텀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Table 1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변위 두께와 모멘텀 두께의 
비를 나타내는 형상 인자(shape factor) Hs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경계층에서 난류 경계층이 잘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으나 
딤플이 있는 경우에 그 값이 더 작아져 난류 경계층의 성질이 
더 증강(augmentation)되었다. 자유흐름 속도와 모멘텀 두께를 
이용한 레이놀즈 수(momentum thickness Reynolds number) 
Reθ를(= U0×θ/ν, ν는 동점성계수) 보게 되면 딤플이 있을 경우 
다소 낮은 레이놀즈 수를 보이나 딤플 형성에 관계없이 모든 경
계층에서 완전히 발달된 난류 경계층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판에 걸리는 총 저항을 6분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면 
Table 2와 3의 CD(2D,balance)값과 같이 딤플이 형성된 평판의 
항력 계수가 일반 평판에 비해 3 ~ 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hoi, et al. (2006) 등에 의하면 골프공의 딤플이 
국소적인 유동 박리와 전단층의 불안정성을 일으켜 유동방향 난
류 강도를 증가시키고 벽면 근처의 강한 역(adverse) 압력 구배
를 극복할 만한 높은 모멘텀을 골프공 표면에서 양산한다고 보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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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elocity 3m/s 5m/s 6m/s

Type non dim non dim non dim

δ* 0.0078 0.0062 0.0066 0.0049 0.0060 0.0045

θ 0.0048 0.0042 0.0045 0.0037 0.0043 0.0035

Hs 1.659 1.490 1.469 1.304 1.380 1.282

Reθ 19017 16646 22471 18687 26130 20989

Table 1 Boundary layer properties measured at X/L =  
  -0.008

                  (a) Normal plate

         (b) Dimpled plate
Fig. 4 Time-averaged X-directional velocity fields    

 around trailing edge at U0=6m/s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평판 위에 형성된 딤플이 난류 강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X-방향 속도 성
분에 대한 난류 강도를 계측하였다. 평판의 바닥 끝(X/L = 
-0.008)에서 두 개의 유속에 대해 난류 강도 값들을 표시하였다. 

평판의 바닥면을 의미하는 Y/L = 0 근처의 영역을 살펴 보면 딤
플이 X-방향 난류 강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려웠다. 유속 
6m/s, 딤플 평판의 경우 Y/L = 0 근처에서 다소 난류 강도가 증
가되었으나 유속 5m/s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평판에서 난류 강
도가 다소 증가되었다. 본 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유속이 
3m/s의 경우에는 두 평판의 난류강도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평판 표면에 가공된 딤플이 난류 강
도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으며 골프공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a) Normal plate

        (b) Dimpled plate
Fig. 5 Time-averaged X-directional velocity fields    

 around trailing edge at U0=3m/s

평판 후류에 대한 PIV 속도장 결과를 이용하면 평판에 영향을 
준 단면 저항을 이론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X-방향 속도 프로파
일은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X/L = 0.03과 0.05에서 추출하
였다. 단면 저항 D는 자유흐름 속도에 대한 관심 영역의 속도 차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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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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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

X/L=-0.008(non, 6m/s)
X/L=-0.008(dim, 6m/s)

X-velocity 3m/s 6m/s
Type non dim non dim

  CD(2D,
 balance) 0.01257 0.01124 0.01100 0.01049

CD(2D,PIV) 0.00856 0.00823 0.00792 0.00743

Y/L (x100)

T
u

-5 -4 -3 -2 -1 0

-0.1

0

0.1

0.2

0.3

X/L=-0.008(non, 6m/s)
X/L=-0.008(dim, 6m/s)

X-velocity 3m/s 5m/s 6m/s
2D,balance(%) 3.08 3.71 4.60
2D,   PIV(%) 3.78 4.86 6.87

                   (2)

여기서 U는 후류 속도(wake velocity)이고 dA는 유동에 수직
한 면에서의 극소 면적(differential area)이다. ρ는 청수(fresh 
water)의 밀도이다. 항력계수는

 




                                      (3)

로 나타낼 수 있는데, S는 평판의 스팬(span) 길이를 의미한
다. (3)식에 (2)식을 대입하여 적분 형태로 바꾸면

 


                   (4)

가 되는데 dy는 Y 방향 길이의 극소 길이를 나타낸다. 수치 적분
을 수행하기 위하여 (4)식은 다음과 같이 근사 될 수 있다.

 ≈


 


  ∆                      (5)

Fig. 6 X-directional velocity profiles extracted at X/L 
= -0.008 and U0=6m/s

Table 2 Profile drag coefficients measured in this    
  study

(5)식을 이용하여 항력 계수를 구하면 Table 2와 3에 보인 값 
(2D, PIV)들을 얻을 수 있다. 해당 표에는 X/L = 0.05에서 계산

Table 3 Drag reduction rate in terms of profile drag  
  coefficients

한 값만을 표시하였는데 이 값들은 X/L = 0.03에서 얻은 값과 유
사하다. 결과를 보면 6분력계로 측정한 항력계수와 X/L = 0.05에
서 PIV를 통해 계측한 항력 계수의 값에 약 30%의 차이를 보인
다. 이론적인 계산이 실제 항력 측정값 보다 다소 과장될 수 있음
을 잘 알 수 있으나 항력 감소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항력 감소율을 살펴 보면 유속을 증가시킴에 따라 PIV 속도장으
로 계산하여 얻은 감소율이 6분력계를 통해 얻은 감소율 보다 더 
급하게 증가하는 것을 Fig. 9를 통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속도장을 측정한 후 후류 조사(wake 
survey)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단면 저항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 
값들은 정성적인 항력 추정에 불과하며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실
제 항력 값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2차원 이론 해석을 
통해 얻은 항력 계측 결과들을 설계 자료로써 정량적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Fig. 7 Axial turbulence intensity profiles extracted at  
 X/L = -0.008 and U0=6m/s

딤플 표면이 평판 표면 위 X-방향 모멘텀을 증가시키면서 평
판의 단면 저항을 3 ~ 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는 흥미
롭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유속의 증가에 따라 항력 감소율이 계
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유속의 증가, 즉 
레이놀즈 수의 증가는 표면 코팅이나 처리(treatment)에 의한 항
력 감소 효과를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항력 감소 효과가 물체의 표면 조건보다는 
표면 위의 일관적(coherent) 난류 구조의 스위프 거동(sweep 
event)이나 헤어핀(hairpin) 보오텍스의 제어에 의해 좌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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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0.05(non, 6m/s)
X/L=0.05(dim, 6m/s)

Type Contac angle(°) Surface 
energy(mJ/mm2)

Normal 60.3 107.6
Dimple 70.6 95.9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Choi, et al., 1994, Kang & Choi, 2008). 
따라서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 일관된 난류 구조를 직접 제어함 
없이 표면 딤플 처리를 이용하여 4.6% 정도의 항력 감소를 지속
적으로 얻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딤플 처리된 표면이 항력 감소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해 딤플이 처리된 시편의 표면에너지를 측정하였다. 
Table 4는 딤플이 처리된 시료와 그렇지 않은 시료에 미세 물방
울 40ml를 떨어뜨려 얻은 접촉각(contact angle) 계측 결과와 계
산된 표면 에너지를 나타낸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딤플
이 처리된 경우 최대 17% 정도 접촉각이 높아져 소수성
(hydrophobicity)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딤플 표면의 
에너지와 단면 저항 계측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제
공한 딤플 패턴이 평판 위 벽면 경계 조건에 영향을 주어 경계층 
내 X-방향 모멘텀을 증가시키고 단면 저항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딤플 표면 위의 경계조건 변화에 대한 검증을 위
해서는 추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a) At X/L = 0.03

(b) At X/L = 0.05
Fig. 8 Axial velocity profiles at wake region of       

 U0=6m/scase

Table 4. Results of the contact angle and the surface  
   energy

Fig. 9 Comparison of drag reduction rate according  
 to measurement techniques and flow speed

         (a) Normal plate

         (b) Dimpled plate
Fig. 10 Measurement of contac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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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평판 표면에 가공된 딤플의 영향을 항력 

감소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평판의 날개끝 근처의 유동장을 계
측하여 난류 경계층 및 후류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딤플에 의해 
난류 경계층의 성질이 증강되었으나 주유동 방향 난류 강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6분력계 및 후류 속도장 결과를 이용
하여 단면 저항 값을 얻었으며 유속의 증가에 따라 항력 감소율
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대 항력 감소율은 4.6%로써 
난류 경계층 내 주유동 방향 모멘텀의 증가가 단면 저항 감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 딤플 표면의 낮은 표면에너지로 인한 벽면의 
경계조건 변화가 난류 경계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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