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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ape optimization of an internal cooling passage with staggered dimples on single surface is performed 
and performances of surrogates are evaluated in this paper. Optimizations are performed so that turbulent heat 
transfer can be enhanced compromising with pressure loss due to friction. The three-dimensional governing 
differential equations have been solved to find the overall Nusselt number and friction factor which are related 
to the objective functions of this problem. Three design variables were selected among the dimensionless 
geometric variables. Basic surrogate models such as second order polynomial response surface approximation 
(RSA), Kriging meta-modeling technique, radial basis neural network (RBNN), and derived press based 
averaged (PBA) surrogate model are constructed. The optimal points are searched from the above constructed 
surrogates by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SQP). It is shown that use of multiple surrogates can 
increase the robustness in prediction of better design with minimum computational cost.  

기호설명 
 

d : 딤플의 깊이 
D : 딤플의 지름 
Dh : 수력직경 
f : 채널의 마찰계수 
F : 목적함수 
Fopt : 최적점의 목적함수 
Fsurrogate  : 대리모델의 목적함수 
FRANS    : RANS 해석을 통한 목적함수 

H : 채널의 높이 
Nu ; 국부 누셀트 수 
Pi : 딤플의 주기 
Δp : 압력강하 
q0 : 열유속 
ReH : 레이놀즈수(=UbH/ν) 
S : 주기방향 딤플사이의 거리 
Ub : 입구에서의 축방향 평균속도 
x, y, z : 방향 좌표계 
ωi : 가중계수 

1. 서 론 

터빈 블래이드의 내부 냉각유로에는 다양한 유
동간섭물이 부착되어 열전달을 촉진시킨다. 열전

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리브(rib),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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휜(pin fin), 딤플(dimple) 과 같은 유동간섭물은 열
경계층의 발달을 막고 난류운동에너지의 생성을 
증가시켜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킨다고Ligrani 등
(1) 은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간섭물

들은 압력손실의 증가도 가져오게 된다. 딤플이 
부착된 면의 형상최적화를 통하여 열전달 증가와 
마찰손실 감소사이의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 
Kim 과 Choi(2)는 In-line 배열을 가진 딤플 유로

를 반응면기법을 사용한 형상최적화를 통하여 열

전달 성능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Kim과 

Kim(3), Kim과 Lee(4)는 반응면기법을 통하여 리브

가 부착된 채널의 형상최적화를 수행하였다. 
Goel 등(5)는 RSA, KRG, RBNN 모델을 사용하

여 가중평균(weighted average)된 대리모델(PBA)
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가중평균된 대리

모델이 개별적인 대리모델 보다 더 신뢰할 수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Goel 등(6)은 극저온의 

cavitation 모델에 이를 적용하였다. Samad 등(7) 

은 터보기계 블레이드 형상최적화에 대한 몇 가

지 대리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PBA 모델뿐만 아니라 RSA, 
RBNN, KRG 과 같은 여러 대리모델들의 성능을 

딤플 채널의 열전달 최적화를 통해 평가하였다.  

 

2. 수치해석방법 

Fig. 1 과 같이 엇갈린 딤플이 부착된 채널이 최
적화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수력직경을 기준으

로 유동의 레이놀즈 수는 45,000 이다. Fig. 1 과 같
은 계산영역이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 
및 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3 차원 RANS해석과 비
정렬격자계를 채택하는 범용소프트웨어인 CFX 
5.7(8)이 사용되었다. 주유동방향의 모멘텀과 에너

지방정식의 생성항 수정이 주기조건에 따라 적절

하게 이뤄졌으며, 이는 Kim과 Choi(2)에 의해 기술

된 바와 같다. 난류 모델로는 자동 벽처리함수(9)를 
채택한 SST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수치모델로는 
Lai 와 So(10)가 채택한 난류 열유속 모델이 사용되

었다. 주기조건은 주유동방향에 수직인 벽면에 사
용하였으며 주유동방향의 벽면에는 대칭조건을 사
용하였다. 벽근처에서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육면

체와 사면체를 가진 비정렬격자계가 사용되었으며 
Fig.1(b)에서와 같이 딤플이 부착된 표면에 일정한 
열유속이 유입된다.  

 
(a) Top view 

 
 

 
(b) View at cutting plane P-P 

 
Fig. 1 Geometry and design variables  

 

3. 설계변수와 목적함수 

Fig. 1 에 나타난 채널 유동에서 형상변수는 모
두 5 개로 채널높이(H), 딤플의 지름(D), 딤플의 깊
이(d), 딤플간의 거리(S), 딤플의 주기(Pi)이다. 따
라서, 무차원 변수는 H/D, d/D, D/S 와 S/Pi 등 네 
가지인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S/Pi 를 1.0 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세 개의 변수를 설계변수로 
사용하여 반응면을 구성하였다.  
냉각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두 개

의 목적함수, 즉 FNu 과 Ff 가 선택되었다. FNu 는 

열전달 효과를 나타내는 항으로 평균 Nusselt 수의 

역수로 정의 된다.  

 

aNu NuF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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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A
a A

dANuNu
Nu d

∫
=

0/
                     (2) 

 
여기서 Nu와 Nua는 각각 국부와 평균 Nusselt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Nu0는 매끈한 원관 내에서 완전 
발달된 난류유동에 의한 Nusselt수를 의미한다. 반
면 압력손실에 관련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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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Ff                             (3) 

 
여기서 f0 는 매끈한 관에서 완전 발달된 유동에 
대한 마찰계수이며 f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iU
pDf

b

h
22ρ

Δ
=                             (4) 

 
Δp, Dh, ρ, Ub , Pi는 각각 압력손실, 수력직경, 유체

밀도, 축방향 평균속도, 그리고 딤플간격을 의미한

다. 최적화의 주요 목적은 두 목적함수인 FNu 과 
Ff 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최적화방법을 대리

모델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다목적함수의 최적화에 
대한 가중합계접근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두 개
의 목적함수의 문제를 한 개의 목적함수에 대한 
문제로 바꾸어줄 수 있다.  
 

4. 최적화기법 

본 최적화 문제는 두 개의 목적함수, 즉 FNu 과 
Ff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함수 최적화기법

이 적용된다. 우선 설계변수를 선택한 후 시스템

의 성능향상을 위한 설계영역을 결정한다. 실험계

획법(DOE)을 사용하여 설계점들을 구한 후 이 설
계점마다 계산을 통하여 목적함수를 구한다. 이 
설계점에서의 목적함수의 최적화는 대리모델에 의
해 수행된다. 

4.1 다목적함수 최적화기법 
목적함수의 가중합계기법(11)은 다목적함수 문

제를 단일 목적함수 문제로 만들어준다. 이 방법

은 열전달문제(2-4)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FNu 과 F f 는 가중치 wf 를 가진 선형결합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fNu FwFF +=                         (5) 

 
여기서, 가중치 wf 는 일반적으로 설계자의 선택

으로 결정되어진다.  
 

4.2 대리모델해석 
 
다음 단계는 변환된 단일 목적함수 문제를 사용

하여 대리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최적점을 
찾는 것이다. RSA, KRG, RBNN, 그리고 가중평균 
대리모델인 PBA 가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된다.  

RSA기법(12)으로 2 차 다항식으로 구성되는 반응

면을 만들 수 있다. RBNN(13)은 radial basis function
과 선형출력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층을 가진 망
이다. 이 대리모델을 구성하는 매개변수들은 확장

상수(SC)라고 부르며 설계자는 오차목표(EG)을 결
정한다. 허용오차목표는 허용오차와 평균입력응답

으로부터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회로망을 
MATLAB(14) 의 함수 newrb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KRG 모델(15) 은 보간된 meta-modelling 기법으로 큰 범

위의 오차를 잡아내는 f(x) 와 작은 범위의 오차를 

잡아내는 Z(x)로 구성되어있다. KRG모델은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ˆ xF  = f(x) + Z(x)                    (6) 
 

여기서 x 는 설계변수이며  는 미지의 함수,  
f(x)는 global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Z(x) 는 평
균 공분산을 통한 통계학적인 단계이다. 선형 다
항함수가 보편적인 모델로 사용되며 Gaussian 연
관함수를 따른다. 

)(ˆ xF

Goel 등(5)에 의해 제안된 가중평균모델인 
PRESS-based averaging (PBA)모델 (Goel 등(5)에 의
해 WTA3 라고 명명된)도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PBA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SMN

i
iiavgwt xFxwxF )(ˆ)()(ˆ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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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SM  은 가중평균모델을 구성하는데 사용

된 기본 대리모델들의 개수이다. 설계점 x에 위치

한 i번째 대리모델은 ( )xiw 의 가중치를 주고 

 는 i번째 대리모델로부터 반응을 예측한다. ˆ ( )
i

F x

Table 2 Optimal designs suggested by various 
surrogates and corresponding RANS results 

 
Surrogates Optimal design

variables PBA RBNN RSA KRG
H/D 0.243 0.201 0.200 0.284
d/D 0.248 0.248 0.256 0.248
D/S 0.621 0.622 0.496 0.621
Fsurrogate 0.555 0.495 0.576 0.515
FRANS 0.561 0.581 0.555 0.517
FRANS 
-Fsurrogate

0.62 
E-2 

8.6 
E-2 

-2.1 
E-2 

0.19 
E-2 

Freference 
(RANS) 

0.717 

Freference 
- FRANS

0.157 0.137 0.162 0.201O
bj

ec
tiv

e 
 f

un
ct

io
n 

st
at

is
tic

s 
Reduction 
of F (%) 21.8 19.1 22.6 27.9 

 

Table 1 Weights to construct weighted average  
model, PBA  

 
MODEL Cross validation error, ECV Weight
RBNN 1.02E-01 0.255
RSA 6.45E-02 0.394
KRG 7.30E-02 0.351
 

오차가 큰 모델은 작은 가중치가 배정되므로 최종

적으로 가중평균된 대리모델에 작은 영향을 끼친

다는 개념이 적용된다.  
구성된 대리모델들에 대해 SQP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MATLAB (14)의 함수 
fmincon)을 통하여 최적점이 검색된다.  SQP는 최
적점의 초기추측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대리모델로

부터 최종의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는 몇 번의 반
복계산이 필요하다. 
 

5. 결과 및 검토 

난류열전달의 증대를 위해서 세 가지 설계변수 
H/D, d/D 및 D/S와 두 목적함수 FNu와 Ff를 통해 
엇갈린 딤플이 부착된 사각유로의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 설계변수범위가 0.2< H/D <1.0, 0.1< d/D 
<0.3, 그리고 0.4< D/S <0.68 를 갖도록 설계영역을 
설정하였다. Latin Hypercube sampling (LHS)(16) 기법

이 설계점을 찾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대리모델들

과 가중합계접근법을 통하여 두 개의 목적함수

(Fnu와 Ff)를 단일목적함수로 만들어 최적점을 찾
았다. 가중치는 0.09 로 가정하였다.  

Table 1 은 측정된 오차를 표시하며 PBA 모델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가장 작은 오차를 보인 
것은 RSA 이며 가장 큰 오차를 보인 것은 RBNN 
모델이었다. 그래서 가장 큰 가중치와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각각 RSA 와 RBNN 에 부여함으로써 
PBA 모델을 구성하였다.  

Table 2 는 각 대리모델에 대한 최적점과 목적

함수값 (Fsurrogate)을 나타내었다. 대리모델들이 예

측한 최적점에서 RANS해석을 통하여 계산한 목
적함수 값은 FRANS로 나타내었다. 기준형상은 대리

모델들에 의해 얻어지는 최적값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큰 목적함수값 (Freference=0.717)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리모델을 통한 최적화방법이 평균 
23%의 목적함수 성능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장 큰 향상을 보인 것은 27.9%의 성능

향상을 보인 KRG 모델이며, RBNN 모델은 19.1%
의 가장 작은 성능향상을 보였다. RSA 모델은 
Table 1 에서는 가장 작은 오차(Ecv)를 보였으나 
Table 2 에서는 FRANS - Fsurrogate 값이 최소값을 보이

지 않고 있다. KRG 모델이 최적점에서 가장 작은 
FRANS값을 예측하였으며 그 정확도 (FRANS - Freference)
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한면, 가중

평균된 대리모델인 PBA는 FRANS값의 예측과 정확

도에서 기대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

Table 3 Predictions by the other models at each optimal 
point 
 

Optimal points predicted by Objective
function
values 

predicted 
by 

PBA RBNN RSA KRG 

Average 
∣ FRANS

-Fsurrogate∣

PBA 0.555 0.558 0.589 0.558 0.026 
RBNN 0.512 0.495 0.560 0.531 0.039 
RSA 0.609 0.603 0.576 0.614 0.047 
KRG 0.525 0.553 0.625 0.515 0.034 

RANS 
analysis 0.561 0.581 0.55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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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렇다고 나쁜 결과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Table 3 에서는 네가지 대리모델들에 의해 예측

된 최적점에서 대리모델들의 목적함수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는 각 최적점에서의 절대오

차 (∣ FRANS - Fsurrogate∣ )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서는 
PBA가 전반적으로 가장 작은 오차를 보였다. 
KRG는 최적점에서 특별히 작은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보기계 블레이드의 최적화에 대한 대리모델의 

응용의 경우, Samad(7)는 3 가지의 기본 대리모델 
중 RSA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KRG
모델의 경우 터보기계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성능

을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의 열전달 문제에서는 가
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리모델들의 
강한 문제 의존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목적함수 모델인 PBA 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
여주지도 못하였지만 가장 나쁜 결과를 보여주지

도 않았다. PBA 모델의 장점은 성능이 낮은 대리

모델들로부터 얻는 불안정한 예측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6. 결 론 

대리모델들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한쪽 면에 주
기적인 엇갈린 딤플이 설치된 채널에 대한 최적화

가 수행되었다. 압력손실과 열전달률의 증가를 고
려한 목적함수가 선택되었다. 기본 대리모델들로 
RSA, KRG, RBNN 모델이 선택되었으며, 이러한 기
본 대리모델들로부터 가중평균된 대리모델인 PBA 

보여주었다. 그러나 설계영역에서 목적함수를 예

측함에 있어서는 PBA 가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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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solute errors, ∣ FRANS - Fsurrogate∣ in 
prediction by different surrogates at optimal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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