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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e present numerical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how the two perforated baffles( Inclined 
angle=5°; perforation diameter=2cm) placed at a rectangular duct affect heat transfer and associated friction 
factors. The parametric effects of perforated baffles(3, 6 and 12 holes) and flow Reynolds number ranging from 
28,900 to 61,000 on the heated target surface are explored. As for the investigation of heat transfer behaviours on 
the local Nusselt number with two baffles placed at  0.8 and  8.0 of the edge baffles, it is evident 
that the average Nusselt number increases with increasing number of holes, but the friction factor de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hole number placed at baffles. The numerical results by commercial code CFX 10.0 are 
confirm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안수환(교신 자) : 경상 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E-mail : swahn@gaechuk.gsnu.ac.kr, Tel : 055-772-9105 

*오세경: 경상 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Ary Bachtiar Krishna Putra : Mechanical Engineering, 

Sepuluh Nopember Institute of Technology, Indonesia

****배성택 : 한국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S. W. Ahn(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swahn@gaechuk.gsnu.ac.kr, Tel : 055-772-9105 

*S. K. Oh: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ry Bachtiar Krishna Putra : Mechanical Engineering, 

Sepuluh Nopember Institute of Technology, Indonesia

****S. T. Bae :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 서  론

배플은 규모 육상용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장치, 공기냉각 태양 집진장치, 열교환기 및 발전소

와 같이 다양한 열산업 분야에 적용되어왔다. 사각채

널에 사용되어진 배플은 3가지의 기본적인 형상, 1) 

주유동 방향에 수직인 배플, 2) 주유동 방향에 평행

한 배플 및 3) 경사를 갖는 배플이 있다. 이러한 형

상들은 구멍을 갖지 않는 형상(solid)과 구멍을 갖는 

형상(perforated type)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주유

동방향에 수직으로 설치된 배플은 체적유동과 경계

층을 교란함으로서 열전달을 증진시키는 반면에, 경

사진 배플은 체적유동과 경계층을 교란시킬 뿐만 아

니라 충돌냉각을 더하여 준다. 구멍을 갖는 배플은 

다중제트충돌(multiple jet impingement) 방식을 이

용함으로써 열전달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배플은 열전달 촉진을 높이기 위해  

보통 가열된 표면에 설치된다. 따라서 배플이 추가적

인 유체 접촉표면을 제공하여 유체혼합 성능을 향상

시켜 준다.  Berber et al.1) 및  Habib et al.2)에 의한 

이전 연구에서 유동방향에 수직인 배플판에 한 실

험적 조사를 행하였다. 이들의 연구들은 배플이 유체

유동을 방해하는 수직구조의 배플에 해 취급하였

으므로 열전달증가보다 압력강하가 컸다. 그러나 배

플을 경사지게 설치함으로서 압력손실의 증가보다 

열전달의 증가를 크게 할 수 있다.  열전달 표면 근

처나 표면위에 설치된 배플은 거칠기와는 달리 충분

히 크기 때문에 채널내의 전체유동을 교란시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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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효율적인 냉각시스템 설계에서 구멍이 있는 

배플을 사용하면 거칠기3,4), 테이프 등의 삽입장치5), 

그리고 일체(solid)형 배플6,7)의 3가지의 복합요소를 

이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Dutta and Dutta6)는 열전달표면에 일체형과 1.0 

cm 직경의 구멍이 있는 경사진 배플을 설치한 경우

의 열전달증가에 해 보고한바 있다. 배플은 24.92 

cm x 4.92 cm이고 2개를 채널 상부에 설치하고 배

플 구멍수는 132개까지 광범위하게 취급하였다. 그들

은 비교적 구멍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많은 배플의 

경우를 취급 하였고 구멍의 개수, 배플의 위치, 그리

고 배플 경사각도를 패러메터로 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사진 배플에서 일체형보다 구멍이 있는 경우

가 열전달 성능이 우수하였다. 그러나 배플을 한 개

만 설치한 경우에는 높은 열전달이 발생하는 영역은 

배플이 설치된 영역주위로만 한정되었다. Yilmaz8)는 

채널의 상부벽면에 비교적 경사각이 큰 배플을 설치

하여 다양한 배플의 각도( 30, 45, 60 및 90°)에 

한 열전달 효과를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열전달과 마찰계수는 배플 각도에 크게 의존

하며, 배플의 사용하면 열전달은 상승시킬 수는 있지

만 큰 압력손실도 동반되기 때문에 열전달증진의 효

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 Ary 

와 Ahn9)은 2.55cm x 2.55cm 크기의 다이아몬드형 

구멍의 배플이 유동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해 수치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여 배플 구멍 근처의 유동양상

과 온도장을 밝혔다.  배플의 설치는 1) 강력한 와흘

림(vortex shedding) 및 혼합효과를 유발하며, 2) 상

당한 열전달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3) 실제적

인 마찰손실이 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들은 Ary와 Ahn9)을 제외하고 모두 직경

이 1 cm이내 구멍이 설치된 배플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열된 바닥위에 Dutta와 Dutta6)가 최적

의 경사로 제안한 5° 로 경사진 두개의 배플에 설치

된 직경이 2cm인 비교적 큰 원형구멍들이 설치된 경

우에 관하여 취급하였다.  3가지 경우들에 해 고려

하였다; 즉, case A는 구멍이 3개, case B는 구멍이 

6개, 그리고 case C는 구멍이 12개이다. 수치해석에

는 열교환기 해석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CFX-TASC flow의 솔버 기술과 열․유체 유동, 연

소 및 화학반응 등의 해석에 탁월한 CFX-5의 다양

한 물리모델을 결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CFX-1010)을 

사용하였으며, 난류모델은 SST (Shear Stress 

Transport)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두 개의 경사진 배플이 설치

된 경우 채널내 공기의 국부 및 전체의 열전달은 향

상시키고 마찰저항은 감소시키는 최적설계를 구하기 

위함이다.   

2. 수치 해석

     SST모델은 난류전단응력의 수송(transport)

을 계산하기 때문에 역 압력구배에 의해 발생하는 

유동박리 크기와 발생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열․유체 유동해석을 수행할 때 가장 큰 에러의 원

인 중의 하나는 난류모델의 부적절한 적용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벽면 근처의 격자생성에 있어 모든 

영역에 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3차

원 유동장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Wilcox 

model
11)의 벽 근처 방정식에는 부가적인 viscous 

sub-layer damping함수가 필요치 않다. 일반적으로 

Wilcox model은 자유유선에 해 민감한 결과를 보

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벽

면근처에서는  모델을 사용하고 바깥쪽은  

모델을 사용하는 BSL(Baseline model)과 SST 모델

을 지원한다. 여기서  모델에서   (turbulence 

eddy frequency)는   (turbulence dissipation rate) 

신에 사용된다.

  


                     (1)

Wilcox 모델과  모델의 장점만을 취해 BSL 

모델이 개발되었으나, 매끄러운 표면에 발생하는 유

동박리 시점 및 크기에 한 정확한 예측에는 실패

하였다. 이러한 원인에 한 상세한 내용은 Menter

의 연구결과1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서 이전의 난류모델들은 모두 난류전단응력

의 수송에 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

과 eddy-viscosity에 한 과다 예측을 하였다. 따라

서 위와 같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벽면근처에서

는  모델을 사용하고 바깥쪽은  모델을 사

용한다.

SST model = F1․(   model) 

         +(1-F1)․(   model)   (2)

 모델과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 모

델의 수송방정식들은 동일한 형태로 변환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의 와 의 수송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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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은 와 의 수송방정식으로 변환된다. 다음의 식(5)

을 이용하면, 와 의 수송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5)















     (6)

SST모델이나 BSL모델은  과    사이의 

blending을 위해 벽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노드의 거리정보를 필요로 한다. wall scale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7)

여기서 는 wall scale값을 의미한다. 벽면거리는 다

음 식에 의해 wall scale로부터 계산되어진다.

wall distance∇  ∇    (8)

3. 평가방법

  레이놀즈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력직경 

은 채널의 단면적와 둘레의 비로 정의되며 본 연

구의 사각채널에 하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9)

여기서 는 시험부 높이와 폭의 단면적이고 는 

둘레를 나타낸다. 열전달 계수 는 열전달율 

()과 벽면온도   및 체적평균온도 로부터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0)

여기서 는 가열된 벽면으로부터 차가운 유동

공기로 전달되는 열전달율, A는 전열면적이다. 손실

율 은 공기유동이 없는 상태에서 각 열전  지점

에 한 열손실 값으로부터 구하였고, 그 값은 전체 

공급열에 해 5%미만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상교

류전원을 사용하였으며, 히터에서 공급되는 열전달율 

() 은 전압( )의 제곱에 저항 를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11)

여기서 유동의 레이놀즈 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

였다.

  ×               (12)

여기서 는 평균유속, 는 동점도를 나타낸다.

식(10)으로부터 얻어진 류 열전달계수()로부터 

국부 누셀트 수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13)

는 유체의 열전도성이다. 채널 평균 누셀트 수, 

는 채널의 가열부 전체의 누셀트 수를 평균한 

값이다.  압력손실과 유속에 의한 마찰계수는

  ×× ××
       (14)

와 같으며, 차압()은 시험부 입구측과 출구측의 

압력탭의 압력값으로부터 구했다. 해의 수렴판정 조

건으로는 전 계산영역에서의 운동량으로 정규화된 

유수의 합이 10-4 이하일 때로 정하였다. 이때 채널

의 수력직경 (=0.0667m)를 표길이로 설정하였

으며, 해석영역은 0≤≤12.5, 0≤≤3.15 및 

0≤≤0.75 으로 하였다. 초기조건으로 입구에서 

초기유속 는 7m/s ～ 15m/s, 25℃의 공기가 유입

된다. 이는 시험부의 수력직경 을 기초로 한 레이

놀즈 수 Re는 28,900～61,800에 해당되며, 채널의 가

열 면은 80℃의 온도로 균일하게 설정하였다.

4. 실험장치  방법

  수치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

다. 채널의 총 길이는 3,000 mm으로 구성되며 시험

부 입구부분에 1,200 mm의 가열하지 않는 부분을 

두어 시험부에는 충분히 발달된 난류를 얻을 수 있

다. 그리고 출구부분에도 850 mm의 가열하지 않는 

부분을 별도로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유동간섭 영

향을 최소화하였다. 실험장치는 투명아크릴, 절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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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압력측정기, 히터, 배플 및 송풍기 등으로 구성

되었다(Fig. 1). 투명아크릴로 제작된 시험부 채널의 

단면적은 200 mm(W) × 40 mm(H)이고 배플의 두

께는 5 mm이며 형상비(W/H)는 5이다. 포일(foil)히

터가 이용되었으며 히터는 850 mm 길이에 설치하였

다. 송풍기는 공기를 흡입하여 사각채널로 통해 외부

로 방출되게 하였다. 가열된 시험부에 도달하기 전에 

850 mm의 긴 가열되지 않는 부분을 설치하였다. 또

한 높이가 4 mm인 원형wire 난류발생기를 입구측에

는 입구측 압력측정용 압력탭보다 6 cm 앞, 출구측

에는 출구측 압력측정용 압력탭보다 7 m 뒤쪽에 채

널벽 전체 주위에 각각 설치하여 난류경계층을 확보

하고 체적유동의 혼합을 양호하게 하였다. 배플은 

200 mm × 233 mm × 2 mm인 스테인리스판으로 만

들었고, Fig. 2에서와 같이 동일한 치수를 갖는 3종

류의 배플을 이용하였다. 이때 히터와 배플이 서로 

끝 부분이 맞닿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분분을 서로 2 mm의 간격을 두서 설치하였다. 

Fig. 1에서와 같이 시험부내 배플의 배치는 첫 번째 

배플의 위치(a)의 경우 가열되는 시험부 입구에서 

0.25H, 둘째 배플(c)은 5.9H, 그리고 배플의 높이(b)

는 0.51 H로하여 경사는 5o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배플의 선단에 의한 유동교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날

카롭게 제작되었다.  유속과 차압측정은 정밀 차압계

를 이용하였으며, 정밀 차압계의 측정범위는 ±199.9 

mmH2O, ±19.99 mmH2O이며 각각의 측정오차는 0.1 

mmH2O, 0.01 mmH2O이다. 온도측정은 T형 열전

를 이용하여 수은온도계로 보정한 자료획득장치 

1

2
3

4
5

6

Fully developed
channel flow

2mm Gap

a b

c

H

7 7

① Acrylic rectangular channel, ② Baffles
③ Foil heater with individual thermocouples
④ Insulated bottom (pine wood)
⑤ Power supply and thermocouple readout
⑥ Pressure drop measuring device
⑦ Turbulators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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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m

2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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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baffles

(Yokogawa Inc.)를 이용하였다. 열전 는 Fig. 3과 

같이 각각 알루미늄 벽면에 2mm의 홈을 파서 심고 

열 에폭시(Loctite 384)로 고정하였으며, 매 실험시 

열평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열평형을 확인하

는 방법으로는 Fig. 3의 위치에서 측정한 유체질량×

비열×입․출구 온도차에 의한 열전달율과 전류×전압

(단상)에 의한 열전달율을 비교하였다. 사용한 유속

은 7 m/s～15 m/s이며 이를 시험부의 수력직경을 

기초로 한 레이놀즈 수로 표시하면 28,900～61,800범

위이다.

5. 결과  고찰

  Fig. 4는 채널에서 3개 구멍 배치된 배플판에 한 

국소 누셀트 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세 개의 구

멍을 갖는 배플판이 설치된 채널에서의 유속에 따른 

누셀트 수의 관계를 보여준다. 입구부분의 온도가 큰 

이유는 입구영역에서는 높이에 따른 온도구배가 크

기 때문에 가열부의 시작부가 높다. 즉, 국소 누셀트 

수는 열 경계층의 발달 때문에 가열부의 시작부가 

높다. Dutta and Dutta8)는 가열된 부분의 시작부에 

배플의 삽입은 열경계층의 형성을 방해하여 열전달 

계수를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완전히 발달

된영역에서 누셀트 수의 값이 일정한 것은 길이 방

향 거리에 따라 온도 구배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또

한, 레이놀즈 수 증가에 따라 누셀트 수가 증가하는 

것은 유속이 증가할수록 열전달 계수와 관련이 큰 

난류 혼합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플의 선단인 

 0.8 및 8.0 (배플 1과 배플 2의 선단) 위치에

서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입구부분에서 배플과 가열벽면 과의 간격사이로 유

입되는 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충돌로 인하여 바닥면

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소 누셀트 수

의 급격한 감소경향은 분기하는 구조와 유동재순환

에 기인하여  0.8 및 8.0 이후에서 급격하게 

떨어짐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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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sitions of temperatur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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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cal Nusselt number distribution along the 
channel for 3 hole baffles at different Reynold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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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temperature for each case at 
x-z section. Re=45,300. U= 11m/s.

  Fig. 5는 배플 1과 배플 2가 설치된 위치(y=0)에서

의 온도 분포선을 나타내고 있다. 배플의 상단과 하

단에 설치된 구멍으로부터 분사되는 제트에 의해 배

플 하단에서는 유동 재순환 현상이 나타나며, 구멍수

가 많을 수록 다중충돌에 의해 벽면충돌강도가 커진

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Dutta and Hossain13)

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조건에서는 배플에 설치된 구멍

이 많을수록 설치된 구멍으로부터 분사되는 제트에 

의한 효과에 의해 벽면에서의 열경계층의 형성을 방

해하여 냉각효과를 증진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Fig. 6은 배플 2에서 구멍이 위치한  

8.65 및 10.9의 지점인 y-z단면에서의 온도분포모습

을 보이고 있다. 본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구멍으로부터 분사되는 제트로 인해 열경계층이 교

란되면서 냉각효과를 증가시키는 모습을 확연히 나

타내고 있다.  Fig. 7은 Re=45,300 (u=11 m/s)에 있

어 각각의 구멍을 갖는 배플판(배플형상 A, B 및 C)

이 설치된 사각채널에서의 유속 즉, 레이놀즈 수에 

따른 국소 누셀트 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적인 누셀트 수는 배플에 설치된 구멍밀도가 많을수

록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배플의 구멍

이 많을수록 벽면충돌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

는 유동패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기존의 연

구에 의하면, 거칠기는 배플판보다 비교적 작은 스케

일의 교란을 일으키며, 열전달 향상에 한 거칠기의 

효과는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면 교란은 증가하나 그 

증가폭은 서서히 감소한다. 이는 Chandra et al.3),  

Ahn et al.
4)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각채널에 설치된 거칠

기와 다르게, 배플판은 보다 큰 스케일의 유동교란을 

일으키며, 열전달 계수의 증가는 레이놀즈 수의 크기

에 비례하였다. 또한 본 실험방법과 비슷한 Dutta 

and Hossain13)의 실험적 연구에서도, 적절하게 설계

된 구멍밀도를 갖는 배플의 경우 구멍을 갖지 않는 

배플(solid)에 비해 구멍이 있는 경우가 국소적으로 

열전달이 증가되었음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Fig. 7과 같이 동일 레이놀즈 수에서 전반

적으로 구멍밀도가 적은 형상 A의 경우보다 구멍밀

도가 높을수록 열전달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

에서도 언급한 봐와 같이 배플로부터 분사되는 공기

량의 증가에 의해 가열벽면의 열경계층의 형성을 어

렵게 할뿐만 아니라 유동의 난류혼합이 크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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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local Nusselt number along the 
channel for different baffle plate.

라 판단된다. 한편, 하류측의 배플 위치에서의 누셀

트 수의 크기는 상류측의 배플에서 측정된 값보다 

다소 작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상류

측에 설치된 배플로 인한 교란의 결과, 하류측 배플

의 상단에서 비교적 약한 유동강도 때문에 누셀트 

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게 나옴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배플의 배치는 배플이 없는 채널에서 

얻어진 결과보다도 3～5배 이상의 국소열전달 계수

를 증진시켜주는 유익한 구조로 판단되어질 수가 

있다.  Fig. 8은 구멍이 있는 배플이 설치된 채널에

서의 마찰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비교를 위해 매끈

한 관에 한 다음의 Blasius의 상관 관계식14)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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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friction factors for different 
Reynolds numbers.

  
             (15)

을 포함하였다. 경사진 배플을 설치함으로서 최소한 

3.8배 이상 마찰계수가 증가되었으며, 유동의 레이놀

즈 수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이때, 

마찰계수 크기로는 구멍이 세 개인 경우 (A), 구멍이 

여섯 개인 경우 (B), 그리고 구멍이 열 두 개인 경우 

(C)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일정 기울기(경사각=5°)를 가진 배플을 2개 설치하

였을 때 그 배플의 형상, 그리고 유속의 변화가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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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미치는 영향에 해 수치해석을 행하였다.  아

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배플에 구멍이 많을수록 누셀트 수가 증가하였

다. 이는 배플의 구멍이 많을수록 구멍으로부터 분사

되는 공기가 벽면분사에 충돌되는 량이 많아져 난류

혼합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2) 배플의 입구부분에서 누셀트 수가 급격히 증가

하였다. 이는 입구부분에서 배플과 가열벽면과의 간

격사이로 유입되는 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충돌로 인

하여 바닥면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3) 마찰계수는 구멍이 없는 경우, 구멍이 3개, 6개 

및 12개인 경우의 순으로 증가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론으로부터 본 연구의 조건에서는 구멍의 

수가 증가할수록 열전달 계수는 증가하나 마찰계수

는 감소하므로 구멍의 수가 가장 많은 12개의 경우

가 열전달 성능이 가장 우수하여 최적의 설계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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