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d : 딤플 직경(mm)
D : 나프탈렌 코팅 직경(mm)
Dm : 물질확산계수(m2/s)
H : 덕트 높이(mm)
h : 딤플 깊이(mm)
hm : 물질전달계수(m/s)
L : 시험부 덕트 길이(mm)
LP : 피봇까지의 거리(mm)
LR : 사각 델타 윙의 길이(mm)
Sh : Sherwood number (Sh=hmd/Dm)

Shavg : 평균 Sherwood number
W : 덕트 폭 (mm)
x : 좌표x , Fig. 1
y : 좌표y , Fig. 1
z : 좌표z , Fig. 1

서 론1.

딤플 형상은 열전달 표면에서 복잡한 이차 유

동을 발생시켜 열전달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열전달. ,
특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 손실 특성

으로 인해서 다양한 열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딤플에 의한 열유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단일/
딤플 및 딤플 배열에 대해서 각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와. Kesarev Kozlov(1) 는 난류 유

동장에서 단일 딤플 내부에서의 압력 특성과 열

전달 특성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등. Syred (2)은

곡면에서의 단일 딤플에 의한 성능 실험을 수행

하였다 등. Ligrani (3)과 와Burgess Ligrani(4)는 난류

델타윙에 의한 이차유동이 딤플의 열 물질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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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upstream rectangular winglet pair (RWP) on the
heat/mass transfer coefficients in a dimple. Dimple print diameter was fixed at 20mm and the dimple
depth was 4.0mm (0.4H). The dimple surface was coated with naphthalene for mass transfer
experiment and the test plate was positioned at a rectangular straight duct whose aspect ratio (W/H)
was 20. A rectangular winglet pair was positioned at y/d=-2.5. The RWP angle ( ) was varied from
15° to 60°. The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duct height (H), was 5,000. with changing the RWP
angle ( ), the induced vortices had different flow characteristics; longitudinal or transversal vortices.
These variation of induced vortices affected on the heat/mass transfer characteristics in the d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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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딤플 배열을 가지는 내부관에서의 열/
유동 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다.
양한 딤플 배열 제원에 따른 열유동 특성을 제/
시하였다.
소형 열교환기와 같은 낮은 레이놀즈 수 영역

에서의 딤플 열전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등. Khalatov (5)은 소형 열교환기

의 운전 조건에서 딤플 내 유동 특성을 제시하였

다 또한 와. Gortyshov Popov(6)는 층류에서 낮은

유속의 난류 영역을 포함하는 조건에서의 딤플에

의한 열유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등/ . Mohammad (7)

은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낮은 유속의 딤플 유동

및 열전달 특성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딤플을 이용한 열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제원

은 딤플의 형상 및 배열 특성 등이다 열전달 면.
의 형상적 특성과 더불어 딤플 상류의 유동 특성

또한 딤플 열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
지만 주유동의 특성에 의한 딤플의 열유동 연구, /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딤플 상류에서 발생한 와류의 특성이 딤

플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

다 와류에 의한 딤플 내부 및 하류에서의 열전.
달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나프탈렌을

이용한 물질 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2.

물질전달 실험 장치는 저속 풍동과 변위 센서

및 자동 이송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시험부.
상류와 하류에는 유동의 안정화를 위하여 정류

장치를 설치하였다 시험부 벽면에 형 열전대를. k-
설치하여 나프탈렌 코팅면에서 상류로 실( 3.5D)
험 동안 온도를 이내로 유지하였다 시험부0.1 .℃

는 폭 (W 길이) 200mm, (L 가 이며 단면적) 200mm
비 (W/H 는 이다 시험면은 지름 이며) 20.0 . 60 mm ,
딤플은 직경 (d 이 로 시험면의 중앙 위치) 20 mm
한다 딤플의 깊이. (h 는 이며 반대 벽면은) 4 mm ,
매끈한 벽면이다 측정 덕트의 높이. (H 는)

이다 시험부의 구성 및 제원은 과10.0mm . Fig. 1
같다 나프탈렌으로 코팅된 딤플 표면의 측정은.
비접촉식 변위 센서 를 사용(KEYENCE, LK-G10)
하였으며 축 자동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 3
로 이송하게 하였다 이 딤플 표면의 총 측정 개.
수는 개이다1184 .

는 사각 델타 윙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Fig. 2
다 한 쌍의 사각 델타 윙은 피봇을 중심으로 회.
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는 사각 델타,
윙 하류에서 발생되는 이차와류의 와류 특성을

변화 시키게 된다(8) 윙의 길이. (LR 는 이) 20,0mm
며 피봇의 위치는, y/d 이다 피봇을 중심으=-2.5 .
로 사각 델타 윙의 각도는 를 회전시키면15°~60°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물질전달 계수는 무차원 수를 사/ Sherwood

용하여 나타냈다 무차원 수는 다음과. Sherwood
같다.

 



(1)

평균 무차원 물질전달 계수 (Shavg 는 딤플 내부)
및 하류에서의 수를 평균하였다Sherwood .
시험 덕트의 높이 (H 를 특성길이로 하는)

수는 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Reynolds 5,000
였다.

Fig. 1 Test duct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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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ctangular winglet pair (RWP)

결과 및 검토3.

국소 열물질전달 특성3.1 /
은 사각 델타 윙의 각도가 변함에 따라Fig. 3

하류에 위치한 딤플에서의 무차원 열물질전달/
계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윙의 각도가 작아질.
수록 윙 하류에서 생성된 와류는 종적 와류

특성을 더 크게 가지게 된다(longitudinal vortex) .
반면 윙의 각도가 커질수록 생성 와류는 횡 와,
유 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transversal vortex) .
한 쌍의 사각 델타 윙에 의해서 후류에서는 한

쌍의 와류가 발생하게 된다 와 같이 윙. Fig. 3 (a)
의 각도가 작은 경우 와류가 벽면에 충돌하면서,
생기는 높은 열물질전달 계수의 궤적이 뚜렷이/
관찰된다 이 한 쌍의 와류는 딤플의 좌우로 지.
나가면서 딤플 하류 가장자리에 매우 큰 열물질/
전달의 증가를 일으켰다 윙의 각도가 커짐에 따.
라서 생성된 와류는 횡 와류를 특성을 더욱 가지

게 된다 그 결과 딤플 하류 가장자리에 나타나. ,
는 높은 열물질전달 계수는 윙의 각도가 커질수/
록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딤플 하류. ,
평면에서의 열물질전달 계수가 윙의 각도가 작/
을수록 더 커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딤.
플 내부에서의 열물질전달 특성은 딤플 하류 가/
장자리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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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ours of Sherwood number with
various RWP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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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열물질전달 특성3.2 /
는 사각 델타 윙의 각도에 따른 딤플 내Fig. 4

부와 하류 평면에서 면적 평균한 무차원

수 특성을 나타낸다Sherwood .
사각 델타 윙의 각도가 작을수록 딤플 후류 가

장자리 및 하류 평면에서 높은 열물질전달 계수/
분포를 나타냈다 윙의 각도가 까지는 윙의. 45°
각도가 커질수록 평균 열물질전달 성능은 낮아/
졌으며 의 각도에서는 와 비교하여 다소, 60° 45°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횡 와류의 특성이 커질.
수록 딤플에 의해 생성된 와류와 상쇄되어 낮은

열물질전달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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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ea-weighted average Sherwood number
distributions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나프탈렌 승화법을 이용하여 사

각 델타 윙에 의해 생성된 이차유동이 딤플 벽면

의 열물질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사각 델타 윙의 각도가 작아질수록 종 와류(1)
의 특성이 커지게 되며 이로 인해서 와류가 바,
닥면에 충돌하는 부분에서 높은 열물질전달 계/
수 분포가 나타났다.

윙의 각도가 작을수록 딤플 후류 가장자리(2)
에서는 보다 높은 열물질전달 계수를 보였다/ .

윙의 각도가 커져 생성된 와류가 횡 와류의(3)
특성을 많이 가질수록 딤플에 의해 생성된 와류

와 상쇄되어 딤플 하류 평면에서는 낮은 열물질/

전달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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