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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cooling devices such as mLHP 

with Fan-Fin system limited by noise and vibration. As we know, Heat pipe has the 

limitation of cooling capability to cool down the electronics. It is bounded by capillary and 

thermal limitation but heat load that it has to deal with is increasing. Especially Today's 

electronic technology has a tendency to  integrate lots of function into the small piece of a 

processor like Dual core having 35W heat load for mobile and desktop computer respectively. 

There is an optimum operating condition of temperature, below 70℃ , during the maximum 

heat load, 35W. There is the motivation needed to develop the new type of cooling devices 

and we can discuss about the new challenge beyond hea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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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비자들의 요구와 편의 사항을 충족시키기 

한 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의 앙 처

리 장치들의 집 도 역시 증가하 다. 집 도의 

증가는 발열량의 증가로 이어졌고 과거 어느 

때보다 미니어처 루  히트 이 와 같은 새

로운 냉각 장치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냉각 장치의 안으로 미니어처 루  

히트 이 의 개발에 을 맞추어 성능 향

상을 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복합 히트 이  

Fig. 1은 2개의 히트 이 와 2장의 스

더(Spreader), 핀을 부착하고 있는 복합 히트 

이 를 보여 다. 재 듀얼 코어 로세서의 

냉각 장치로 사용 이다. 고 발열체의 냉각을 

처리하는데 히트 이  자체의 성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여러 냉각 장치들의 복합체를 구성

하여 만족스런 성능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열처

리 용량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안 기술이 필

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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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lex HP (Heat pipe) system.

1.1 복합 히트 이  성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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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eady-State Temperature curves   

         of the Complex Heat pipe device    

         supplied Fan action with 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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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eady-State Temperature curves   

         of the Complex Heat pipe device    

         supplied Fan action with 5V.  

 

 Fig. 2의 그래 는 2V의 압이, Fig. 3은 5V

의 압이 팬에 공 될 때, 복합 히트 이  

장치의 정상 상태 온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히트 이 의 한쪽에 모사 발열체를 부착하고 

10W, 20W, 30W로 열을 가한다. 3000  이후 

평균 온도 변화가 없는 경우, 이를 정상 상태로 

가정한다. 정상상태의 온도는 10W일 때, 44.88

℃ , 20W일 때, 65℃ , 30W일 때, 84.90℃ 으며 

앞으로 보게 될 미니어처 루  히트 이 와

의 비교 데이터로 쓰이게 될 것이다. 

Fig. 2 의 그래 는 팬의 한계 압인 5V로  

팬을 구동시켰을 때 얻은 복합 히트 이  장

치의 정상 상태 온도 곡선이다. Fig. 1의 실험

보다 2.5배 큰 압으로 팬을 구동시켰을 때, 

각 발열량에 하여 앞선 그래 에서 보았던 

정상 상태 온도 곡선보다 체 으로 떨어졌음

을 볼 수 있다. 10W일 때, 41.3℃ , 20W일 때, 

57.87℃ , 30W일 때, 75.57℃이다. 이로부터 팬

의 회 수가 증가할수록 복합 히트 이  장

치의 냉각 성능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팬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 이 

발생하므로 한 소음 범  내에서 팬의 구

동 범 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실험장치  방법

Fig. 4는 체 실험 장비를 보여 다. 증발기 

양단에 붙은 오차 범  2% 이내의 두 개 압력

계, 응축기에 해당하는 수냉식 열교환기, 루  

히트 이  내부에 작동 유체를 주입하는 장

치 등으로 구성된다. 40W까지 발열 가능한 모

사 발열체와 듀얼 코어 로세서와 발열 특성

이 같은 메롬(Merom) 발열체를 열원으로 사용

하 다. 발열부 표면의 세 치에 T 타입의 열

(Thermocouple)를 부착하고 데이터로거

(Data logger)로부터 읽어 들인 값들의 평균으

로 발열부의 온도를 결정한다. 

 

Fig. 4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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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히트 이  운  , 증발기 입구의 압

력이 0.20 bar, 출구의 압력이 0.16 bar로 일정

하다. 증발기에 들어갈 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공극률 (Porosity) 50%의 다공성 재료를 사용

하고, 루  내부에 주입될 작동 유체는 증류수

(distilled water)를 사용한다. 크기가 53x53x5 

mm의 3번 (#3 wick)과  15x44x5 mm의 2번 

(#2 wick)을 사용한다. 3번 의 실험은 응축

기가 팬으로 작동하는 경우와 Fig. 5의 수냉식 

장치로 작동하는 경우로 진행되었다. 2번 의 

실험은 응축기가 Fig. 5의 수냉식 장치인 경우, 

 표면의 구멍(heat flow path) 유무에 따른 

루  히트 이 의 냉각 성능을 비교할 목

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실 내부, 응축기의 수냉

식 장치에 들어가는 냉매의 온도는 25℃로 일

정하다. 

Fig. 6는 구멍을 가진 #2의 을 보여 다. 

깊이 2/3 지 까지 구멍을 뚫어 열원과 가까운 

 증발부로의 유량을 증가시키기 한 목 으

로 가공되었다. 증가된 유량은 루  히트 이

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되어진

다.

Fig. 5 Water-cooling of double tube 

Fig. 6  mLHP with #2 wick having holes

3. 실험 결과  고찰

3.1  3번 을 사용한 실험 결과

  Fig. 7과 8은 모사 발열체를 열원으로 사용한 

실험결과이다. 응축기는 Fig. 5의 이  물 을 

사용하 고 10W, 20W, 30W로 발열량을 변화

시켜 실험하 다. 응축기에 들어가는 냉매의 유

량은 0.075L/m이다. Fig. 7은 루  히트 이  

내부에 작동유체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이고 Fig. 8은 충 실(Compensation chamber)

에 14 cc의 작동유체를 주입한 후 실험한 결과

이다. Fig. 7은 루  히트 이 가 도만으로 

열을 달할 때의 결과를 보여주며 Fig. 8은 내

부의 작동 유체에 의한 냉각 효과를 보여 다.  

 두 실험 사이의 온도차는 10W일 때, 60℃ , 

20W일 때, 112℃ , 30W일 때, 148℃이다. 발열

량의 증가와 함께 온도차가 커지는 것은 발열

량의 증가와 함께 도를 통한 냉각보다 작동 

유체로 인한 냉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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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curves with working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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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11 은 복합 히트 이 의 성능 실험

처럼 핀 장치와 2V 압의 팬으로 응축부를 구

성한 루  히트 이 의 실험결과이다. 메롬 

발열체를 사용하여 듀얼 코어 로세서와 같은 

발열 특성에 맞춘 루  히트 이 의 용 실

험이 이 졌다. 14 cc의 작동 유체가 충 실로 

주입되었고 다른 조건들은 다 일정하다. 스테인

리스를 으로, 증류수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경우 충 률(fill charge ratio)을 50%vol로 하

다.
(1 - 2 )

 

 10W에서는 51.7℃ , 20W에서는 65℃ , 30W에

서는 79.3℃의 정상 상태 온도에 도달했다. 처

음부터 정상 상태 도달까지 증발기 입출구에서

의 압력차는 0.04 bar로 일정했다. Fig. 12에서

와 같이 증발기 입출구의 압력차가 어든다면 

루  히트 이 의 냉각 성능은 떨어질 것이

다. 증발기 입출구의 압력차가 0.04 bar에서 

0.01 bar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온도는 60℃에

서 160℃까지 상승하 다. 충 실로의 열 수

(Heat leak)이 증가하게 되면 충 실의 온도가 

상승, 증발이 일어나고 의 성능이 떨어져 시

스템의 냉각 성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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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perature curve for 1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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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perature curve for 20W.

3.2  2번 을 사용한 실험 결과

  Fig. 13-14은 모사 발열체와 수냉식 응축기를 

사용하여 2번 의 성능을 측정한 것이다. Fig. 

13는 일반 인 을 사용한 결과이고, Fig. 14

은 일정 깊이로 구멍을 뚫은 을 사용한 결과

이다. Fig. 6에서와 같이 구멍들은  표면으로

부터 2/3지 까지 뚫려있고 을 통과하는 유

량을 늘려 시스템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응축기로 들어가는 냉매의 유량은 

0.075 L/m, 온도는 25℃이고 충 실에 주입되

는 작동 유체의 양은 3.3 cc이다. 다른 실험 조

건들은 수냉식 응축기를 사용한 실험 조건들과 

동일하다. 

  Fig. 13과 Fig. 14의 실험 결과들을 비교해보

면 발열량에 따라 9.3℃ , 8.4℃ , 3.3℃의 온도 

차이를 보인다. 발열량이 증가할수록 구멍을 뚫

은 과 정상 인 을 사용한 실험에서 정상 

상태의 온도차가 어들고 있다. 한 발열량이 

증가할수록, 열 수(Heat leak)이 증가하고 구

멍에서 버블(Bubble)이 발생(3 )할 확률이 높아진

다. 가시화 실험을 통하여 버블의 발생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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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mperature curve for 3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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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decrease of pressure-difference  

         from 0.04 bar to 0.01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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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확인하 다. 이를 

종합하면, 발열량의 증가는 에 뚫린 구멍 내 

버블의 생성 확률과 빈도수를 높여 을 통과

하는 작동 유체의 정상 인 흐름을 방해한다. 

Fig. 6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구멍들은 열이 

흐르는 통로(heat flow path)의 역할도 하기 때

문이다. 정상 인 열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므로 

도를 통해 충 실로 열 수가 쉽게 일어나

고 충 실 내부에서도 증발이 일어난다. 의 

고온부와 충 실에서 동시에 증발이 일어나면 

증발기 입출구의 압력 차이가 어들고 시스템

체의 냉각 성능이 떨어진다. 실제 측정한 증

발기 입 출구에서의 압력차는 운   0.04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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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mperature curves without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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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emperature curves with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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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emperature curve with break-down

에서 0.01 bar까지 떨어졌다. 이는 발열량 증가

에 따른 두 실험의 정상상태 온도차가 어드

는 결과로 나타난다. 

 Fig. 15는 메롬 발열체와 Fig. 6에서 보았던 

구멍 뚫린 을 가지고 한 실험 결과이다. Fig. 

14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각 발열량에서 정상 

상태 온도 값은 20W를 제외하고 더 크게 나타

났다. 특히 발열량이 30W인 경우 100℃부근에

서 열  항복(thermal break-down)이 발생하

다. 구멍에서 성장한 버블이 열 수를 증가시

켜 충 실의 증발을 일으키고 시스템의 냉각 

성능을 떨어뜨린 것으로 단된다. 항복이 일어

난 600  부근에서부터 정상 상태까지 측정한 

증발기 양단의 압력차는 0.01 bar로 일정하

다. 기 압력차 0.04 bar에서 0.01 bar로 떨어

지면서 앞선 실험들과 다른 정상 상태의 온도

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두 실험에서는 

30W일 때의 온도가 108.6℃ , 105.3℃이고, 이번 

실험에서는 134.3℃이다.  

3. 결론

  3번 과 2번 의 실험에서는 고온부와 충

실과의 짧은 거리, 5mm, 때문에 도에 의한 

열의 수(Heat leak)가 잘 발생한다. 특히 구

멍까지 뚫은 경우 버블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 

열의 수 상이 더 심해진다. 충 실이 의 

쪽에 치한 평 형 루  히트 이 의 경

우 앞서 말한 단 들에도 불구하고 작동 유체

에 한 큰 흡수 면 과 충 실에서 고온부까

지의 짧은 이동 거리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

하는 기체에 의한 의 막힘 상이 을 것이

다. 앞선 실험들을 종합할 때, 모사 발열체와 

메롬(Merom) 발열체에 용한 평 형 루  히

트 이 는 서로 다른 발열체에 하여 비슷

한 정상 상태 온도 곡선을 얻을 수 있을 정도

로 신뢰할만한 운  성능을 보여 다. Fig. 2-3

에서 볼 수 있는 히트 이 의 팬 압 변화 

실험에서와 같이 응축부의 유량 변화나 팬의 

회 수에 따라 루  히트 이 의 냉각 성능

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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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개되지 않은 실험들을 통해 확인하 다. 

 기 조건에의 의존성, 즉 루  내부의 진공

도,  양단의 압력차, 루  각 부분에서 작동 

유체의 한 분배 등에 따라 루  히트 이

의 냉각 성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루  내 

한 작동 유체의 배분을 한 3-5W에서의 시

운 이 필요한 것이다
(6 )

. 앞선 실험들로부터 

Fig. 15와 같은 항복 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

우 기 증발기의 입 출구 압력차, 0.04 bar는 

정상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정상 인 운  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 실로의 도 등에 

의한 열 수(Heat leak)가 발생하면 Fig. 12나 

Fig. 15에서와 같이 양단의 압력차가 고 새로

운 정상 상태 온도에 도달 할 것이다. 

 Table 1은 앞선 실험들의 결과 데이터를 비교

하여 보여 다. 3번 (wick)과 2V-팬 시스템

을 채용한 실험에서 발열량 30W에 하여 같

은 압의 복합 히트 이  실험 결과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30W일 때, 히트 

이 는 84.9℃ , 루  히트 이 는 79.3℃의 

온도를 얻었다. 냉각 장치로써 여러 한계 을 

가지고 있는 히트 이
(5 - 7 )

를 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한 셈이다. 특히 고 발열체에 

한 냉각 성능은 3.1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루  

히트 이  쪽이 더 낫다고 단된다. 

  루  히트 이 가 특정 조건에서는 히트 

이 보다 향상된 냉각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만 기 루 의 내부 조건에 한 의존도가 심

하고, 열 수(Heat leak)에 의한 성능 감소 등

의 단 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한 사실이다. 

특히 평 형 루  히트 이 의 경우 열원과 

충 실과의 짧은 거리가 체 시스템 성능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원으로부터 충 실로

의 열 수를 최소화하는 운  조건이 무엇보

다 요하다. 

 Table 1.  Comparison with various results

Complex HP 

(2V / 5V Fan)

#3(WaterCooling

& 2V-Fan)

#2 (water-

  Cooling)

10W 44.8/41.3℃ 47/51.7℃ 51.8/68.3℃
20W 65.0/57.9℃ 60.6/65.0℃ 80.4/80.8℃
30W 84.9/75.6℃ 78.1/79.3℃ 105.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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