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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PLs(capillary pumped loops) are two phase heat transfer devices which enable active control of 
operating temperature of heat absorbing elements(or evaporators). Although the CPLs gain increasing 
interests as promising heat transfer devices for future missions such as spacecraft and commercial applications, 
their intrinsic complexity in operating principles makes the widespread use of these devices difficult. The key 
element and main cause of this complexity in operating principles is the two phase hydrodynamic 
accumulator or reservoir which controls the saturation state of the remaining loop and, particularly for the 
CPLs, it is separated from the evaporator. Thus, in this study,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CPL i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nd theoretically. Mainly focusing on the role of reservoir the thermodynamic 
operating principle is examined first and the experimentally obtained steady state and transient state operating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in detail. 

현대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한 전자기기의 

고집적화는 전자기기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 

유속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열 유속의 

증가는 전자기기의 운전온도를 증가시켜, 기기의 

오작동 및 열변형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전자기기의 발열체로부터 발생된 열을 

적절한 냉각장치가 위치한 장소로 효율적으로 

전달시켜 기기의 운전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열전달 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호설명 
Q : 열유입량(W) 
Rth : 열저항(℃/W) 
Tev : 증발기 온도(℃) 
Tll : 액상작동유체 이송관 온도(℃) 
Tll4 : 액상작동유체 이송관 4 온도(℃) 
Tres : 레저버 온도(℃) 
Trl1 : 레저버 이송관 1 온도(℃) 
Trl2 : 레저버 이송관 2 온도(℃) 
Trl3 : 레저버 이송관 3 온도(℃) 

CPL(capillary pumped loop)은 증발기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된 작동유체의 포화증기압차와 

다공성 윜(wick)의 증발면에서 발생하는 모세관 

압력차를 이용하여 내부의 작동유체를 순환시키는 

2 상 열전달 장치로서, 증발기와 연결된 2 상 

작동유체 저장소(레저버)의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운전온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열전달 

기기이다. 이러한 CPL 은 1960 년 NASA Lewis 
Research Center 의 Stenger 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된 후 [1], 197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T  : 증발기 출구부 온도(℃)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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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기 표면

윜

증발기 중심부

기상 작동유체
배출유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최근 전자장비 및 첨단 

우주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2-3]. 그러나 CPL 은 운전온도 조절 원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넓은 범위의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며[4-7], 이러한 운전온도 조절원리의 

복잡성은 전체루프의 운전온도를 조절하는 

레저버와 나머지 루프간의 열·수력학적 관계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CPL 레저버의 온도 조절 원리 
및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PL 운전에 미치는 
레저버 역할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레저버의 영향에 따른 CPL 의 운전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작동유체 주입량을 고정시킨 후, 
레저버의 온도 및 열유입량을 변화시켜가며 정상

상태 운전온도 및 열저항(thermal resistance)을 측정

하여 CPL 의 운전특성을 관찰하였다. 또한, 초기

구동 시 레저버 이송관의 온도변화를 측정함으로

써, 증발기 중심부와 레저버 사이의 작동유체의 
교환을 관측하였다.   

 
Fig. 1 Exploded diagram of the evaporator and 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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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L 제원 및 실험범위 

2.1 CPL 제원 
 
증발기는 기상작동유체 배출유로와 다공질의 윜, 

그리고 증발기 중심부로 구성되어 있다. 증발기와 
윜은 각각 스테인레스스틸 재질로 제작되었다. 증

발기의 크기는 60 × 70.5 × 18mm (W×H×D)이며, 평

판형 발열체의 적용하기 위해, 평판형으로 제작되

었다. 증발기 내부의 윜은 52.77 × 52.77 × 3mm 의 

크기를 가지는 다공성 금속판으로 제작하였으며, 

다공성 금속판의 기공크기는 2~5 μm, 다공도는 

0.5 이다. 그리고 증발기와 윜 사이를 용접함으로

써, 서로 다른 상(phase)간의 기밀성을 향상시켰다. 

Fig. 1 에 증발기 및 윜의 구조 및 제원을 나타내

었다. 

 
Fig. 2 Schematic of CPL 

 
써 CPL 의 운전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저버는 전체 체적의 
약 50%를 차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순환식 항온

수조를 이용하여 레저버의 온도를 설정온도로 조
절하였다. 
증류수는 인체에 무해하며 증발잠열 및 표면 장

력이 좋아 heat pipe 등 2 상 열전달 기기에 널리 
사용된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본 실험에서 작동유 
체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제작된 CPL 의 개략도는 Fig. 2 에 나타내었다. 

응축기는 흡수한 열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

을 하며, 본 연구에서는 길이가 약 800mm, 외경

이 1/4inch 인 동관으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응축기의 용량을 증대 시키기 위해, 냉각수의 
온도를 5℃로 설정하였다.  

 
2.2 실험범위 
 
본 연구에서는 레저버의 온도 변화에 따른 CPL

의 운전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레저버의 온도 및 
열유입량을 조절하였다. 레저버의 온도는 
30℃~80℃까지 10℃씩 증가시켰으며, 열유입량은 

100W~220W 까지 20W 씩 증가시켰다.  

작동유체 이송관은 기상 작동유체 이송관과 액
상작동유체 이송관으로 구분되며, 외경이 1/4"인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관으로 제작되었다. 액상

작동유체 이송관 및 기상 작동유체 이송관의 길이

는 각각 460mm, 600mm 이다. 
레저버는 2 상(phase)의 작동유체를 보유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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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the test set-up 

 
Fig. 4 Temperature changes during CPL start-up 

(reservoir temperature 30℃) 
3. 실험장치 구성 및 절차 

3.1 실험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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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는 크게 3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CPL 내부의 정량의 작동유체를 주입하기 위한 
작동유체 주입부, 실험장치인 CPL 과 실험데이터

를 취득하기 위한 데이터 취득부로 나뉜다. 작동

유체 주입부는 진공펌프와 질량유량제어기, 작동

유체 챔버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의 대상인 CPL
에는 24 개의 열전대(T-type)가 부착되어 있다. 그
리고, 데이터 취득부는 데이터 로거와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어, 측정된 온도는 데이터 로거를 통
해 컴퓨터에 저장되게 된다. 실험장비의 구성은 
Fig. 3 과 같다.  

 
Fig. 5 Temperature changes during CPL start-up 

(reservoir temperature 80℃) 
  
제작된 CPL 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CPL 의 초기구동 과정을 관측하였다.  
Fig. 4, 5 은 레저버 온도 30℃와 80℃의 초기구동

과정을 나타낸 그림으로, 열유입량은 100W 이다. 

3.2 실험절차 

 
먼저,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CPL 내부의 불응축

가스를 제거한다. 이 후, 질량유량 제어기를 이용

하여 정량의 작동유체를 유입시키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작동유체 주입양을 전체체적 기준 
70%로 고정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량의 작동

유체 주입 후, 냉각수 및 레저버의 온도를 설정온

도로 맞춘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순환식 항온 
수조를 이용하여 냉각수의 온도는 5℃, 레저버의 
온도는 30℃~80℃까지 10℃씩 증가시키며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준비가 끝나면, 세라믹 

히터(50 × 50 mm, 5.6Ω)와 직류전원공급기를 이용

하여 증발기에 열을 유입시키며, 각 부분의 온도

를 측정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증발기의 열이 유입됨에 
따라 증발기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증발기 출구부의 온도가 상승 한 후, 액상 
작동유체 이송관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증발기에서 상변화한 기상의 작동유체

가 증발기 출구부를 지나 기상 작동유체 이송관을 
통과한 후, 응축기를 통과한 저온의 액상 작동유

체가 액상작동유체 이송관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낮아진 것이다. 위의 온도변화를 통해 CPL 이 정
상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레저버 
온도 40~70℃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4.2 레저버 이송관 온도분포 4. 실험결과 

 
레저버 이송관의 온도는 총 3 지점에서 측정하

였다. 증발기 중심부와 가까운 지점부터 각각 레  
4.1 초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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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Reservoir line temperature changes during CPL 
start-up(reservoir temperature 70℃) 

Fig. 7 Operating temperature chanced by reservoir 
temperature and heat load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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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버 이송관 1, 2, 3(reservoir line 1, 2, 3)이라 하였다. 
Fig. 6 은 레저버 온도 70℃의 경우의 레저버 이  

송관의 온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초기 증발기에 
열유입이 시작되면 증발기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레저버 이송관 1 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 
후, 레저버 이송관 2, 3 의 온도가 차츰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증발기 중심부에서 레저버로 
액상의 작동유체가 이송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레저버 온도 30~80℃까지의 모
든 과정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레저버 이송관의 
온도는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작동유체 순환이 이루어진 후 저온의 액상작

동유체 유입에 의한 CPL 운전온도 하락에 의한 
것이다. 이후 정상상태 운전에 들어가면 레저버 
이송관의 별다른 온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레저버와 증발기 중심

부의 작동유체 교환은 천이 상태에서만 발생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liquid line 4 temperature changed by reservoir 

temperature and heat load changing 
 

전구간에서 관측되었다. 이에 반해 30℃, 40℃의 
경우 100W 와 120W 에서 운전온도가 급격히 증가

한 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미루

어 보아 레저버 온도 50~80℃의 범위에서 CPL 의 

운전온도가 조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운전온도 조절 범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레저버의 온도가 낮을 경우 레저버와 열

·수력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증발기 중심부의 

온도가 낮아져 윜의 증발면으로부터 증발기 중심

부로의 열유출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전체 열유

입량 중 작동유체의 증발에 이용되는 양이 줄어들

게 되어 열유입량이 증가하더라도 작동유체의 질

량유량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게 되며, 이

는 곧 저온의 응축된 작동유체에 의해 제공되는 

현열 냉각을 감소시켜 운전온도의 상승을 야기한

다. 이러한 특성은 증발기와 가까운 액상 작동유

체 이송관 4 의 온도분포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즉, Fig. 8 에서 볼 수 있듯이 레저버 온도 30℃와 

40℃의 경우 열 유입량이 증가하여도 감소된 현열 

냉각으로 인해 액상작동유체 이송관 4 의 온도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

 
4.3 운전온도 

 
CPL 의 운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열유입

량에 대한 정상상태에서 CPL 의 운전온도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3
번의 반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95%의 신뢰구간을 가진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레저버의 온도가 증가

할수록 CPL 의 운전온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CPL 의 레저버가 증발기 중심

부와 작동유체를 교환 함으로써 운전온도를 제어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열유입량이 변하여도 

CPL 의 운전온도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

는 구간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레저버 온도 50℃
의 경우 100~180W, 레저버 온도 60℃의 경우 

100~200W, 그리고 레저버 온도 70℃, 80℃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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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해 50~80℃의 경우 열유입량의 증가함에 따라 액

상 작동유체 이송관 4 의 온도가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레저버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증

발기 중심부로의 열유출이 적어져 저온 액상 작동

유체의 질량유량이 열유입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

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레저버가 CPL 의 작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레저버의 온도와 열유입

량을 조절하여 CPL 의 운전특성을 관찰하였다. 초
기구동 시 모든 경우에서 CPL 의 정상적인 순환

을 확인하였다. 정상상태 운전에서 레저버의 온도

가 증가할수록 운전온도는 증가하게 되며, 열저항 
역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레저

버 온도 50℃의 경우 100~180W, 레저버 온도

60℃의 경우 100~200W, 그리고 레저버 온도 70℃, 
80℃의 경우 전 구간에서 운전온도가 일정하게 유

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레
저버의 온도가 증발기의 운전온도를 제어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유입량이 증가할수록 열
저항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응축기의 전도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CPL 이 가변전도성 영역

에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열저항 
 

CPL 의 객관적 성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열저항 
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
저항은 다음의 식을 통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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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증발기의 온도는 증발기에 부착된 4 개

의 열전대의 온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액상 
작동유체 이송관의 온도는 응축기를 빠져나온 직
후의 액상 작동유체 이송관의 온도를 나타낸다. Q
는 열유입량을 나타낸다. 
위와 같이 계산된 열저항을 레저버의 온도에 따 참고문헌 
라 분류하여 그림을 그려보면 Fig. 9 과 같다. 그

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열유입량이 증가할수록 열
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레저버 온도 
50℃~80℃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레저버의 온

도가 증가할수록 열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레저버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발기의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같은 열유입량에서 열저항

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열유입량이 증가

할수록, 열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응축기의 전도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유입량에 대한 열저항의 변화를 통해 CPL 이 
가변전도성 영역에서 운전되고 있는 것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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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rmal resistance chanced by reservoir 

temperature and heat load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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