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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HP is different from a conventional heat pipes in design and heat and fluid flow passages. The 
situations of the former is much complex than the latter. In LHPs, evaporation occurs at the contact 
interface between the heating plate and the porous wick, so some micro channels machined at the 
contact interface serve to let the vapor flow out of the evaporator. This complexity of contact 
geometry was known to cause a high resistance to heat flow. The present work was to study the 
problem of heat passage across the contact surface for LHPs and determine those values contact 
resistance. For two cases of contact structures, the thermal contact resistances were examined 
experimentally, one being obtained through mechanical contact under pressure and the other through 
sintered bonding. Nickel powder wick and copper plate were used for specimens. The result showed 
that a substantial reduction of contact resistance of an order of degree could be obtainable by sintered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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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증기 증발 면적 (m2)

 ′ : 접촉면적 (m2)

 : 총 면적 (m2)

 : 침투 면적 (m2)

 : 구르브 높이 (m)

 : 구르브 길이 (m)

 : 구르브 개수

  : 접촉 열저항 (℃/W)

 : 접촉길이 비율

 : 가열면 온도 (℃)

∞ : 주위 온도 (℃)

 : 입력 열량 (W)

 : 구르브 폭 (m)

′ : 가열 폭 (m)

  : 기공율

1. 서 론

원관형 히트파이프(cylindrical heat pipe)는 

90년대 초부터 반도체 온도제어에 사용되고 있으



며 빠른 열이송 능력과 내구성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기의 원관형 히트파이프는 

노트북의 중앙처리장치(GPU)에서 활발히 사용되

고 있으나 열 이송길이와 단위 개수에 대한 열 

수송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서버(server) 또는 d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과 같은 고발열이며 

다중열원에 대한 처리와 장거리 열 수송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자장비의 냉각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LHP (Loop Heet Pipe)가 제안 되었다.[1][2]

LHP 기술은 80~90년대 우주기술로 개발된 히트

파이프의 일종으로 증발부와 응축부를 이송관으

로 연결하여 장거리 열수송과 다수의 증발부를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LHP의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증발부의 가열판

과 다공성 금속 윅(wick)사이의 계면에서 저압상

태의 액체가 증기가 되고 이때 발생한 압력차이

로 증기가 응축부로 이동하게 된다. 이동한 증기

는 응축되어 과냉 상태(sub-cooled)의 액체 상태

로서 응축부에서 액체 이송관을 통해 증발부의 

보상챔버로 귀환하는 순환형 작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LHP의 작동 구조상,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증기생성이 증발부 내부의 가열판과 접해 

있는 윅의 계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작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히트파이프와 구분이 된다.[3] 

LHP의 증발부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가열면과 

펌프 역활을 하는 윅, 보상챔버, 액체 귀환관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조는 Fig.1과 같다. 

LHP에서 열원이 공급되는 가열판의 온도가 

제일 높게 관측되며, 대기의 온도인 ∞와 같이 

냉각장치의 능력을 아래의 식 (1)에 의해 총 열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Fig.1 Cross section diagram of a LHP evaporator

현재 전자장비 냉각장치로 사용되는 기기의 경

우 총열저항이 낮은 값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므로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냉각장치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변수 중 가열면의 

온도인 를 낮추어 주어야 한다. 상기의 온도

는 증발부의 열전달에 의한 것이므로 윅과 접해

있는 가열면의 접촉 열저항(contact thermal 

resistance)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증기의 생성은 윅 계면에 형성된 메니스커스
(meniscus)에 충진된 작동유체가 증발하면서 발
생하며 이때 윅 표면의 온도( )는 계면의 접촉 

열저항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접촉 열저
항이 적은 값을 가질수록 가열면의 온도가 낮아
지게 된다. 
LHP시스템에서 작동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

로 시스템의 내부의 작동유체의 유동과 관련하여 

각각의 요소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감소시키

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증발부 열전달과 관련된 중

요한 변수인 접촉 열저항에 대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윅-가열면 계면에서 단순 가압 접

촉 상태와 소결 결합을 통한 금속 결합의 효과가 

계면의 접촉 열저항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

는지에 대하여 열전도 실험을 통해 비교 검토하

였다. 

2. 관련 이론

 2.1 열접촉 저항의 정의 

전도는 불투명 고체매질을 통하여 일어나는 열

전달 양식이다. 이러한 물체내에 온도구배가 존

재할 때 열은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전달된다. 1

차원 정상상태임을 가정하면 전도에 의한 열전달

률은 식(2)와 같이 온도구배 와 전열면적 

의 곱에 비례한다.

 ∝


        (2)

실제의 열유동률은 매질의 물성값인 열전도율 

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열전달 방정식을 정

량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식과 같다.

  


 (3)

두 개의 전도면들이 접촉하고 있을 경우 접촉

면에 열저항이 존재한다. 이 경계면 저항을 접

촉 저항이라 하는데, 두 고체면이 완전히 접착



되지 않아 얇은 유체층이 그 사이에 존재할 때 

생겨난다. Fig.2(a)와 같이 두 고체면의 사이의 

접촉상태를 확대하여 관찰해보면 고체는 거친 

표면이 돌출된 점에서만 서로 접촉하고 있으며 

간극은 유체, 주로 공기, 액체 또는 진공으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접촉면에서의 온도는 

Fig.2(b)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상기의 접촉 계면에 대한 온도 강하를 열저항

으로 나타내면 Fig.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제 계면에서의 온도 측정은 어렵기 때문에 시

편의 표면온도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측정한 

후, 식(3)을 이용하여 동일 시편에서의 온도분

포는 선형이라 가정하여 계면에서의 온도를 추

정하였다.[4]

(a) Schematic of the interface between 

    two materials

(b) Temperature drop due to thermal contact

    resistance

 Fig. 2 Schematics of thermal contact resistance  

Fig. 3 Thermal resistance network diagram

       on wick-heating plate interface.

2. 2 윅 계면 열접촉 저항 감소를 위한 설계

증발부에서의 열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구리 

재질의 가열판에 사각 형태의 증기 구르브

(groove)와 소결윅을 구루브 상면에 부착하는 

방법에 대한 설계를 하였다.  

Fig.4는 가열면과 윅과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으로 가열면에 사각 형태의 증기 구루브와 윅이 

소결되어 있는 단면을 형상화 한 것이다.  

열량이 공급되는 면적에 대한 길이와 윅과 접

촉되는 가열면적의 길이에 대한 비를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아울러 식(6)과 같이 면

적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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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기의 구르브의 크기 및 개수는 시스템의 사

양에 따라 결정되어지나 윅과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되는 열량의 열밀도의 값을 

낮추어 주게 된다. 따라서 가열면적이 증가할 수

록 계면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a) Cross sectional diagram for wick-heating 

    plate interface in the evaporator 

(b) Schematic of grooves on copper plate

Fig. 4 Schematics of evaporator for interface      

         between vapor groove and wick.



3. 시편제작 및 실험

3.1 윅-그루브의 열접촉저항 측정 시편

상기의 설계를 바탕으로 소결 결합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험장비를 구성하였다. 그루브를 

구성하는 재질은 순도 99%의 구리 재질로 이루어

져 있으며 열전도 계수는 약 400W/mK로 구루브를 

포함하여 직경이 약 30mm, 길이가 약 35mm가 되

게 가공하였다. 또한 윅과 접촉하는 면적은 열원

이 입사되는 면적의 약 77%의 면적을 가지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윅 시편은 구리와 동일한 직

경을 가지며, 순도 99.7%, 공칭직경 45㎛의 침상

(needle shape)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니켈 파우

더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기공

율(porosity)은 약 0.68이며 식(7)과 같은 밀도 

측정법(density method)을 이용하였다. LHP 시스

템에 사용되는 윅 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동일하

게 제조하였다. Fig.6은 금속과 윅의 접촉 열저

항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모델로서 Table.1과 

같은 사양을 가지고 있다. 



  
(7)

3.2 실험장치

Fig.7(a)은 측정에 사용된 실험장치 이다. 시

편에 일정한 접촉력을 가해주기 위해 질소 가스

를 이용하였으며, 아래 부분에서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Table 1 Groove and nickel powder specification



Fig. 6  Specimen for Experimental sample 

     

Fig. 7 Experiment apparatus

Table 2  Initial conditions for experiments

Cooling water Temp. 20.8 (℃)

Input heat 8, 10, 15, 20 (W)

Mass flow rate 1.45X10-3 (kg/s)

Pressure 150 (kPa)

Vacuum 1.33 (Pa)

시험부에는 시편을 장착할 있는 지지대와 열공

급용 가열판, 냉각수에 일정온도를 유지해주는 

항온조와 이와 연결된 냉각장치가 장착되어 있

다. 열원은 직류 전원공급기를 이용하였으며 냉

각부는 입구와 출구 온도가 최소 2℃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하였

다. 또한 대류에 의한 영향을 무시하기 위하여 

시편주위를 Fig.7(a)와 같이 유리로 차폐하여 내

부를 진공펌프로 50mTorr 정도로 진공상태를 유

지하였다. 또한 복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편 주변에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3층으로 

차폐하였다.  

온도 측정기는 T형 열전대를 사용하였으며, 온

도 측정은 DA100(Yokogaw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온도 측정은 계면을 중심으로 5mm간격으로 

구리시편의 2점, 니켈 시편의 2점의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총 6점의 온도를 시편에서 측정하였

으며 실제 공급되는 열량은 물성값을 알고 있는 

구리 측정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 조건은 

Table 2와 같다. 

3. 3  열전도 계수의 측정 

 니켈 소결윅의 경우 기공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의 열전도 물성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섬광법(flash method)을 이용

하여 소결 시편의 열전달 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를 측정하였다. 측정 장치의 개략도

는 Fig. 8과 같다. 섬광법은 시편의 표면에 짧은 

시간동안 열원을 공급하는 동시에 시편 후면에서 

온도이력(temperature history)을 측정하여 열확



산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지의 물성값인 

비열(specific heat)을 이용하여 열전도 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신뢰성 있는 값을 측정할 수 있다.[5]  

 시편의 지름은 약 2.5mm, 두께는 약 2mm로 가공

하여 표면을 연마한 다음 방사율 페인트를 도포

하였다. 표면 연마는 입사되는 열원의 단면적을 

가능한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며, 입사 표면

을 흑체(black body)로 만들기 위해 방사율 페인

트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25℃, 100℃, 200℃에

서 하였으며 순수구리를 비교시편으로 사용하였

다. 

 FIg.9는 측정된 시편의 열전도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구리의 경우 각각의 온도에서 401,408, 

397 W/mK를 나타냈으며 니켈윅의 경우 8.6, 7.8, 

6.6 W/mK를 나타냈다. 이때 사용된 니켈 윅의 경

우 기공율이 약 0.64이며 식(8)을 이용하여 계산

한 값인 32.65, 29.55, 26.95 W/mK에 비해 약 

0.25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6] 

   

                              (8)

 

Fig. 8 Schematic of the laser flash system

 

Fig. 9 The thermal conductivities of specimens

4. 실험 결과 및 토의 

4.1 실험결과

Fig. 10은 입력열량에 따른 계면에서의 온도차

를 나타낸 것이다. 열량을 8, 10, 15, 20W로 단

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각각의 계면에서의 온

도강하(temperature drop)를 나타낸 것이다. 온

도차가 가장 많이 측정되는 것은 니켈-구리  접

촉계면으로 20W에서 10℃정도 이며 다음으로 니

켈-구리 소결결합 계면의 경우 3.4℃이고 가장 

적은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구리-구리 접촉 계면

의 경우 1.5℃를 보이고 있다.  Fig.11은 상기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접촉 면적을 고려하여 접

촉컨덕턴스(contact conductance,  )로 환산한 

것이다. 사용된 면적은 겉보기 면적(superficial 

area)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된 구

리-니켈, 구리-구리 가압접촉상태보다 소결 결합

된 계면에서의 접촉컨덕턴스가 약 115~143%정도

의 접촉 향상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Temperature difference versus heat input

        in accordance with interface  conditions

  

Fig. 11 Contact conductance versus heat input  

        in accordance with interface  conditions



Fig. 12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ies regard to  

        average surface temperature of specimens 

Fig.12는 온도계측을 통해 예측된 니켈 소결체

의 유효 열전도 계수를 측정값과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섬광법으로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실험을 통해 

구한 유효열전달계수는 12~26%의 상대오차를 가

지고 있으나 식(8)을 통한 값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LHP의 증기발생 구간인 윅 계면과 가열면의 열

저항감소를 위하여 시편을 제조하고 측정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소결결합이 계면열저항에 미

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동종 금속 또는 이종 금속에서의 가압결합에 

의한 접촉 컨덕턴스는 거의 유사하게 측정되었

다. 그러나 소결 결합이 이루어진 계면에서는 가

압결합에 비해 평균 2.3배의 상승효과를 가져오

는 것을 알 수 있다. 

- 저 부하에서는 온도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오차발생요인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온도차를 

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온도계측에 의한 오

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소결 시편의 열전도 계수 측정은 LHP의 열전

달 현상을 계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러나 니켈 소결 시편의 유효 열전도 계수의 예측 

식과 실험을 통한 측정값과 상당한 오차가 발견

되었다.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기초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6. 후기

본 연구는 지식 경제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

업(1002589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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