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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스터빈 블레이드를 비롯하여 판형 열교

환기 및 전자부품 냉각장치 등의 냉각을 위해서

냉각유로 내에 리브 핀휜(cooling channel) (rib), (pin‐ ‐
딤플 등과 같은 유동 간섭물을 설치fin), (dimple)

하고 있다 이 유동 간섭물은 열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난류운동에너지의 생성을 촉진시켜

유동혼합을 활발하게 하며 주 유동방향의 와,
를 발생시켜 대류를 통한 난류 열전달을(vortex)

증가시킨다 이 중에서 리브는 블레이드의 중간.

부분 냉각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그 적용 면적,
이 가장 넓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실험적 연구
(1-5)가 수행되어 왔다. Han et al.(1), Taslim et al.(2)

과 Talsim and Wadsworth(4)은 여러 가지 형상과

배열에 대한 실험을 통해 형 리브가 일자형 리V‐
브들보다 동일한 크기의 채널에서 강한 이차 난

류형성을 촉진시켜 높은 열전달을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특히. , Han et al.(1)은 서로 다른 형상의 리

브들을 상하 같은 위치에 부착한 후 와 의, 45° 60°
각도를 주고 실험을 하여 각각의 열전달 계수와

마찰계수를 비교한 결과 형 리브가 열전달 성, V‐
능이 가장 좋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형 리브가 부착된 열전달면에 대한 수치해석적V-
연구(6-8)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어 냉각유로내의,
열유동 현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석이 이루어

엇갈린 형 리브가 부착된V‐
냉각유로에서의 열유동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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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s the flow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rib-induced
secondary flow in a cooling channel with staggered V-shaped ribs, extruded on both walls. The
rib-height-to-hydraulic diameter ration ( ) is 0.17; the rib pitch-to-height ratio () equals 2.8;
the Reynolds number is 50,000. Shear stress transport (SST) turbulence model is used as a turbulence
closure. The present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for a continuous V-shaped rib. Computational
results show that, for average heat transfer rate the staggered V-shaped rib gives about 2.5 times
higher values than the continuous V-shaped rib, while, for the streamwise pressure drop the former
gives about 5 times higher values than the latter. Consequently, for the thermal performances, based
on the equal pumping power condition, the staggered one gives about 2 times higher values than the
continuous one. Also, for the staggered V-shaped rib, complex secondary flow patterns are generated
in the duct due to the snaking flow in the streamwise direction, and more uniform heat transfer
distributions a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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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최근 Horiuchi et al.(9)은 및 실험을 통해LES

및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새로운 형태Fig. 1 Fig. 2
의 엇갈린 형 리브 가 기V- (staggered V-shape rib)
존의 형 리브 보다 더V- (continuous V-shaped rib)
우수한 열전달 성능을 제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형 리브와 함께 열유동 증진효V-
과에 대한 자세한 비교분석은 행해져 있지 않다.
한편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위,

적으로 유동장에 설치된 구조물은 열전달 성능의

향상과 함께 불가피하게 마찰계수의 증가를 야기

하므로 열전달면의 형상설계를 위해서는 열전달,
계수와 마찰계수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Gee and
Webb(10)은 동일한 펌핑력 조건에(pumping power)
기초하여 평균 열전달계수 와 마찰계수 를

동시에 고려한 열성능 평가 매개변수 를 제안

하였다.
또한 기존의 실험적 및 수치해석적 연구, (1-8)는

리브 높이 에 대한 피치간격 의 비가 5
   정도로 열전달 증진을 위해 리브 하20
류면에 생기는 유동의 박리 및 재부착을 주로 이

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자는 엇갈린 형. V-
리브인 경우 피치 간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에도 유동혼합이 촉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및 와 같이 양쪽 벽에Figs. 1 2

대칭적으로 만들어진 두 가지 형태의 형 리브V-
에 대해 피치 리브비가-   로 상대적으로2.8
작은 경우를 대상으로 RANS (Reynolds averaged‐

를 바탕으로 하는 삼차원Navier stokes equations)‐
열유동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
써 엇갈린 형 리브가 기존의 형 리브에 비해V- V-
열전달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현상을 유동현상 관

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펌핑력 조.
건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가지 형태의 V-
형 리브에 대한 열성능 을 비(thermal performance)
교고찰한다.․

유동해석방법2.

지배방정식 및 난류모델2.1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삼차원 유동 및 대류열

전달 해석을 위하여 비정렬격자계(unstructured
를 채택하는 범용 소프트웨어인grids) Fluent(11) 을

사용하였다 리브의 연속적인 배열들에서 상대적.
으로 주기간격이 짧기 때문에 계산의 안정성을

위해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두 주기를 계산Fig. 2
영역으로 하여 해석하였다 이 경우 지속적인 압.
력강하와 온도상승에 대해 주기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주유동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과 에너지 방

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변환된 압력    과 변환된 온도
   는 유동의 주기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Fig. 1 Schematic of the cooling duct with staggered
V-shaped rib and location of specified sections.

(a) staggered type (b) continuous type

Fig. 2 Top view for two rib configurations and location of
specified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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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주유동 방향의 압력강하율을 나타

내며, 는 다음 식과 같이 벽으로 유입되는 전체

열전달량 로 인한 온도상승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은 전체 계산영역의 체적을 나타낸다.
난류점성계수 의 계산을 위한 난류모델로 본

연구에서는 S 모델ST(Shear Stress Transport) (12)을

사용하였다 모델은. SST   모델과   모델

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서 벽 근처에서는,  

모델이 사용되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델

이 사용된다 모델은 역압력구배로 인한 유. SST
동박리 의 예측에 상당히 효과적인(flow separation)
것으로 보고(13)되고 있는데 이 모델의 사용으로,
난류 열전달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벽 근

처 난류유동해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격자계 및 경계조건2.2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형 리브에 대한V-

형상은 폭 와 높이 가 같은 정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채널 유로 로 수력직경( ) ,   로 되며,
채널의 수력직경을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수 

는 이다 리브는 위아래 벽면에 설치되어50,000 .
있으며 리브 높이,   피치간격,  

이고 리브와 주유동방향 사이의 각도, α

=70° 이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형 리. V-
브와 엇갈린 형 리브의 유동특성을 보다 명확V-
히 하고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피치간격이 상,
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열전달이 증진됨을 입증하

기 위해 예비 수치실험을 수행한 후 위와 같이,
기존의 형 리브에 대한 통상의 실험적 설계조V-
건보다 상대적으로 피치간격은 짧게 정하였다.
계산영역은 리브 높이에 대한 피치간격이 상대

적으로 작기 때문에 안정된 해석결과를 얻기 위

해 와 같이 주유동 방향으로 배의 피치에Fig. 2 2
해당하는 영역을 잡고 대신 대칭성을 고려하여,
채널의 반쪽영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격자계는 육면체의 비정렬 격자계로 구성하고

유동장 및 온도장의 변화가 큰 벽 근처에는 속도

및 온도구배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벽 근처 격자

는 가 이하가 되도록 벽에서 첫 번째 격자1
는 에 위치시켰다 특히 엇갈린 형 리. V-
브에서는 리브가 엇갈린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일반 형 리브에서 보다 많은 격자수가 사용되V-
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격자테스트를.
거쳐 일반 및 엇갈린 형 리브에 대해V- 5.6×105

개 및 9.2×105개의 격자수를 각각 사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경계조건으로는 주유동방향의 주기면에 주기조

건 채널 중심은 대칭조건 리브면과 측벽면에는, ,
점착조건 및 단열조건을 주었으며 리브를 제외,
한 리브가 부착된 바닥면에는 점착조건 및 일정

열유속 조건을 각각 사용하였다.

결과 및 검토3.

은 엇갈린 형 리브의 주방향 속도벡터Fig. 3 V-
를 보여주고 있다 중심 단면인 을 보. A-1 Section
면 리브면 위의 속도는 평균속도의 배 정도로2
매우 크며 유로 중심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
이 속도는 리브벽을 향해 아랫방향으로 기울어져

서 흘러 리브 전면 벽면에 부딪쳐 벽면을 타고,
내려와 바닥면까지 도달하며 엇갈린 리브 사이의

갭에서 강한 와를 형성하고 있다 리브의 중간.
단면인 을 보면 리브면 바로 위에서의A-2 Section

(a) A-1 Section (z = 0 plane)

(b) A-2 Section (z = W/2 plane)

Fig.3 Velocity vectors at Section A (staggered
V-shaped 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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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중심 단면에서보다 다소 약해지며 최대

속도도 리브에서 다소 떨어진 영역에서 생긴다.
또한 리브와 리브 사이의 영역은 캐비티 유동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엇갈려서 배치,
된 반대편 리브의 영향으로 중심단면 갭에서 만

들어진 강한 와의 중첩작용으로 내부의 와동이

더 강하게 되며 또한 리브 전면에서 중심으로부,
터 측벽을 향한 강한 이차와동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일반 형 리브의 경우 결과를 제시하지 않V-
았으나 리브 위에서의 주방향 속도는 일반 사각

채널에서의 형태를 나타내며 리브와 리브 사이,
의 영역에서는 전형적인 캐비티 유동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이것은 일반 형 리브인 경우 피치. V-
간격이 작을 경우 리브와 리브 사이의 캐비티 영

역에서의 유동과 리브위의 넓은 영역에서의 유동

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으며 리브위의 유동은 마치 리브에 의해 블로,
킹되어 다소 좁아진 사각형 유로내의 유동으로

된다.
는 엇갈린 형 리브의 에서의Fig. 4 V- B Section

속도분포로 매우 복잡한 양상의 이차유동 형태,
를 나타내고 있다 즉 두 개의 커다란 역방향 와.
를 형성하는 이차유동에 엇갈리게 배치된 리브의

영향으로 채널 중심부로부터 하강하는 유동이 중

심단면 주위에서 리브의 선단 모서리를 감아 도

는 뱀 모양의 유동 을 형성한다 이(snaking flow) .
유동은 리브의 선단과 측벽 부근에서는 중첩효과

를 일으켜 리브 사이 캐비티 영역에서 강도가 더

욱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몇 개의 와를 가진 매

우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주유동 속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큰 이차유동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강한 이차유동이 중심부.
의 찬 유채를 리브가 부착된 바닥면으로 전달하

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열전달을 크게 증진시킨다

고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리브의 전면에.
해당하는 의 오른쪽 속도분포를 보면B-1 Section
채널 중심부에서 하강하는 강한 속도가 리브가

부착된 바닥면까지 도달하여 강한 속도를 유지한

채 리브를 타고 측벽쪽으로 흘러 측벽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다 반면 리브의 후면부에 해당하는.
의 왼쪽 속도분포를 보면 채널 중심B-1 Section ,

부에서 하강하는 강한 속도가 리브가 부착된 바

닥면까지 도달하여 강한 속도를 유지한 채 리브

를 타고 측벽 쪽으로 흐르나 측벽과 리브가 만,

(a) y=0.25h plane

(a) B-1 section

(b) B-4 section

Fig.4 Velocity vectors at Section B(staggered
V-shaped rib)

(b) y=0.75h plane

Fig.5 Velocity vectors at C Sections (Staggered
V-shaped 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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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코너영역에 생긴 강한 코너유동에 의해 리

브 중간 부분에서 재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리브 전면부의 열전달은 크.
게 증진되나 리브 후면부의 열전달은 리브 중간,
영역에서는 다소 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캐.
비티 영역의 중간에 해당하는 의 속도B-4 Section
분포도 리브의 선단 모서리를 감아 돌며 중심축

주위를 흐르는 뱀 모양의 유동으로 인해 특히 캐

비티내에서 매우 복잡한 형태의 강한 이차유동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도 매우 강한 이차유동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들로부터 리브가.
부착된 바닥면에서 리브의 후면부를 제외한 넓은

영역에 걸쳐 균일하게 열전달이 증진됨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일반 형 리브의 에서의. V- B Section
속도분포 결과 생략 를 보면 블로킹 효과로 인해( ) ,
이차유동이 리브 사이의 캐비티 영역에서만 형성

되고 있으며 두 개의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이차,
유동이 나타나나 그 크기는 엇갈린 형 리브에V-
비해 매우 작은 것이 확인되었다.

는 엇갈린 형 리브의 리브가 부착된 바Fig. 5 V-
닥면 근방에서의 속도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엇.
갈린 형 리브인 경우 리브 벽의 중앙면에 충돌V-

하는 하강유동에 의해 야기된 강한 속도를 가진

뱀 모양의 유동이 리브의 선단 모서리를 감아 돌

며 흐르면서 양쪽 측벽 쪽으로 강한 유동을 파급

시키며 전체적으로 커다란 와동을 형성시키고 있

다 반면 일반 형 리브인 경우 이러한 유동 양. V-
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형상에 기인한 미약한,
와동이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은 리브가 부착된 바닥면에서의 수의Fig. 6 Nu
분포를 나타낸다 엇갈린 형 리브인 경우 리브. V- ,
후면 영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열전달율을 나타내

고 있으나 이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
높은 열전달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체 영역.
에 걸쳐 비교적 균일한 열전달율을 나타내고 있

다 반면 일반 형 리브에서는 리브 후면부에서. V-
가장 낮은 열전달율을 나타내고 리브 전면부에,
서 가장 높은 열전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역,
전체에 걸쳐 상당히 변화가 심한 열전달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엇갈린 형 리브인. V-
경우가 일반 형 리브에 비해 전체 영역에 걸쳐V-
높은 열전달율과 함께 균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에는 두 가지 형태의 형 리브에 대한Table 1 V-

열전달계수 와 마찰계수 와 함께 Gee and
Webb(10)가 동일한 펌핑력 조건에 기초하여 다음

과 같이 제안한 열성능 평가 매개변수  값

을 나타냈다.

      


여기서  ,   및 는 매끈한 원관 내에서 완

전 발달된 난류유동에 대한 열성능 평가 매개변

수 식 및 마찰계수를 각각 나타낸, Dittus Boelter‐
다 결과를 보면 엇갈린 형 리브가 부착된 경. V-
우는 리브가 없는 매끈한 원관유동에 비해 배3
이상의 열전달 증진과 함께 배 정도의 큰 마찰18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반 형 리브가. V-
부착된 경우는 리브가 없는 매끈한 원관 유동에

비해 배 정도의 열전달 증진과 함께 배 정도1.4 4

V-shape rib
type

  

Staggered 3.254 17.94 1.238
Continuous 1.417 4.181 0.879

Table 1 Summary of heat transfer performance
comparison for V-shape ribs.

(b) Continuous V-shaped rib

Fig.6 Local Nusselt number distributions.

(a) Staggered V-shaped 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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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찰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열성능 평.
가 매개변수  값에서는 엇갈린 형 리브인V-
경우에는 일반 형 리브인 경우에는1.238, V-

를 제시하고 있어 엇갈린 형 리브인 경우0.879 , V-
가 리브가 없는 경우 및 일반 형 리브에 비해V-
열성능면에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
형 리브가 매끈한 원관유동에서 보다도 열성능V-
이 떨어지는 것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형V-
리브의 피치가 상대적으로 작아 결과적으로 리,
브가 난류증진 효과보다는 블록킹 효과(blocking

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일반 형effect) . , V-
리브에서는 리브 하류면에 생기는 유동의 박리

및 재부착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피치간격이

커야함을 예상할 수 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양쪽 벽에 대칭적으로 만들어진

두 가지 형태의 형 리브에 대해 피치 리브비가V- -
  로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를 대상으로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s)‐ ‐
를 바탕으로 하는 삼차원 열유동해석을 수행하

고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펌핑력, .
조건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가지 형태의

형 리브에 대한 열성능을 비교고찰하였다 연V- .․
구결과 피치간격이 작은 경우 엇갈린 형 리브, , V-
인 경우가 리브가 없는 경우 및 일반 형 리브V-
에 비해 열전달 증진과 함께 열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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