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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이  이득매질에서는 이  발진 시 펌핑에 지의 일부만 이  형태로 변환되고 부분의 에

지는 열의 형태로 변환된다. 이 때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득매질의 온도가 높아져 심

장이 이동하며, 결국에는 이득매질이 괴된다. 고체 이 의 출력이 증가할수록 이득매질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증가하므로, 이득매질 냉각은 고출력 이  개발 시 주요한 심 상  하나가 된다. 이득매질 

냉각을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용,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유로를 이용한 냉각방법들이 고출

력 고체 이 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세유로는 10~200㎛ 의 크기를 갖는 유로로서 열제거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이득매질의 온도를 낮게 유

지시킬 수 있다는 장  이외에 냉각블록의 소형화 경량화라는 부가 인 이 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로 내에서의 압력손실이 크고, 다  미세유로의 경우는 불균일한 유동분배가 발생하는 등의 단 도 

있다. 따라서 미세유로를 이용한 냉각블록은 압력손실과 유동의 불균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1]. 

본 연구에서는 미세유로를 갖는 이득매질 냉각블록의 개발을 해 그림 1과 같이 1000 개/㎠의 다  

미세유로를 갖는 냉각블럭을 상으로 미세유로 내의 유동  열 달 상을 수치 인 근방법으로 살

펴보았다. 산모사는 상용 수치해석도구인  FLUENT 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미세유로의 형상은 사각이며, 길이는 417㎛이다. 유로의 높이는 150㎛이다. 유로 폭이 압력손실과 냉각

성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유로 폭을 25~125 ㎛ 까지 변화시켰다. 그리고 냉각수로는 물을 

사용하 으며, 냉각블록의 재질은 구리이다. 수치해석 조건은 표 1과 같다. 

수치모사 역은 유로가 좌우 칭이므로, 칭면을 심으로 유로의 1/2만을 모사하 으며, 유로의 형태

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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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4.8 417 150 25 50 125

표 1  수치해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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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  미세유로 개념도

               

그림 2 수치모사 역

표 2는 유로 폭이 압력손실과 냉각성능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 이득매질과의 면 온도는 330 

K(57 ℃) 이내를 유지하 으며, 냉각수와의 면 온도는 327 K(54 ℃) 이내를 유지하 다. 냉각성능은  

유로가 작아질수록 증가하여 이득매질과의 면 온도와 냉각수와의 면 온도 모두 감소하 다. 그

리고 압력손실의 경우도 유로가 작아질수록 증가한다. 이는 표 2의 속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로가 

작아질수록 냉각수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유로 폭이 25 ㎛인 경우 온도가 가장 낮기는 하지만 유로 폭이 50 ㎛ 경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나 

압력손실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온도와 압력손실을 모두 고려하면 유로 폭이 25 ㎛ 경우보다 유로 

폭이 50 ㎛의 경우가 효과 인 냉각블록이라 할 수 있다. 

case 1 case 2 case 3

유로 폭 25 ㎛ 50 ㎛ 125 ㎛

심면
온도분포

속도

압력분포

이득매질
면 온도 319 K 321 K 330 K

냉각용액
면 온도

316 K 319 K 327 K

압력손실 380 kPa 81 kPa 10 kPa

표 2 유로 폭이 압력손실과 냉각성능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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