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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들어 고 력  고성능 자제품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용량 알루미늄 히트싱크의 수요가 

증하고 있다. 이를 해 고효율의 이징 히트싱크가 선호되고 있지만, 기존의 기 연속로에서는 

불충분한 가열과 모재 속의 서로 다른 두께 때문에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징 히트싱크 개발을 하여 새로운 인덱스 배치로  이징 공정을 최 화하 다. 한, 

이징 용착효율과 인장응력 실험도 개발된 이징 히트싱크에 해 이루어졌다. 

1. 서론

 용량 알루미늄 이징 히트싱크는 력 시장

의 확   제품의 고성능화에 따라 단순 압출  

가공에서 열면  증   열 항을 없앤 이징 

형태로의 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재 사용되는 기 연속로는 3 kg이하의 알루미

늄 열교환기  0.5 mm 이하의 박  튜 와 박  

방열 핀을 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를 이용하

여 용량 히트싱크를 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

려움이 따른다. 먼 ,  기 연속로에서는 형 히트

싱크의 합에 충분한 열량 확보가 어렵고 베이스 

과 방열핀의 두께 차로 인한 소요열량 분배에  어

려움을 가지고 있다. 일부 량 히트싱크는 외부 

히터를 통한 열, 연속로 승온  구동속도 하 

등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성  품질 확보

가 힘들다. 한 기 연속로는 승온  하온시 많

은 시간이 필요하고 200 ℃까지 열하는 것도 30분 

이상 소요되어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재 사용되는 기 연속로 공정에는 열 

 운반에 따른 럭스(flux) 비산으로 먼지  분진 

등 환경 유해요인이 발생하여 작업자의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용량 히트싱크를 한 배치

(batch) 형식의  이징 시스템이 개발 될 경우 

형 알루미늄 이징 히트싱크 생산의 당면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다.

 한편, Nocolok 이징은 럭스 용액을 합부분 

면에 도포하여 질소 가스를 충 한 불활성 분 기

에서 가열하여 합하는 방법이다. [그림 1]에 형

인 클래드(Clad) 속과 럭스  베이스 속이 

이징되는 공법을 나타내었다.

 이징  히트싱크에 해서는 지 까지 방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용량 알루미늄 이징 히

트싱크에 한 연구는 아직 기 단계이다. 먼 , 

Shin[1]은 이징로를 사용하여 이징 럭스

의 종류에 따른 도포법 등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Jung 등[2,3]은 첨가 원소의 변화를 통한 알루미

늄 모재와의 내식성 검사를 통한 진공 이징  

비부식성 럭스 이징에 한 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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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병문 등[4]은 염수분무 환경에서 알루미늄의 

부식생성물이 내식성에 미치는 향에 해 발표하

다.

 [그림 2]에 형 인 연속로와 본 연구에서 개발할 

배치로(batch furnace)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배치

로에서는 진공챔버를 이용하여 질소 사용량을 감소

시키고 열 과정 없이 한 번에 이징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 이징 히트

싱크 생산을 한 배치로를 개발하고 공정 변수 최

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한, 생산된 용량 알루

미늄 이징 히트싱크의 합부 용착 효율  인

장 강도를 평가하고 실리콘 본딩 히트 싱크와의 비

교를 통해 알루미늄 히트싱크의 열성능을 평가하고

자 한다. 끝으로 본딩 히트싱크와 이징 히트싱

크의 항을 알아보기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고자 한다.

Brazing temperature 600℃ - 620 ℃

O2 concentration 1,000 PPM 이하

Duration time 180sec - 300sec

[그림 1] Nocolok 이징의 개념도 

(a) continuous type

(b) batch type

[그림 2] NB 로의 개략도

2. 실험방법

2.1 이징 로 온도 곡선 실험

 용량 이징 히트싱크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하여 배치로의 공정 변수  가장 요한 가열 공정

의 온도 최 화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시간 이내에 가열, 이징  냉각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승온 곡선을 구

상하 고 실제 열 를 사용하여 온도 측정  

합부 이징 검사를 통하여 최 화된 승온곡선을 

도출하 다.

 [그림 3]은 1시간 이내에 용량 이징 히트싱

크를 생산하기 하여 구상한 기본 온도 곡선을 보

여 다. 이징이 약 600℃ 정도에서 약 3～5분 

동안 발생할 수 있도록 온도 곡선의 기울기를 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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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덱스 배치로의 기 온도곡선 

2.2 용량 히트싱크 합부 특성 실험

 학 미경을 사용하여 이징한 부분의 합 

분석과 필릿(fillet) 형상을 찰하 다. 한, 용착효

율을 구하기 해서 이징된 시료를 5등분하여 

단하고 핀의 합 면 을 조합하여 구하 다.

합부의 인장강도를 알아보기 하여 배치로를 사

용하여 두 개의 시편을 L*W*H 기 으로 

120×19.9×0.9 mm와 120×19.9 ×1.9 mm를 가공한 후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인장시험을 진행하 다. 이 

때 램(ram)의 속도는 1 mm/min으로 설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이징 로 온도 곡선

 [그림 4]는 히트싱크 더미(dummy)에 부착된 두 곳

의 열 를 통해 최 화된 온도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가열  냉각의 2단계로만 이루어져 약 1시간이내

에 열, 이징  냉각까지 마칠 수 있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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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치로의 최 화된 승온 곡선

이징이 발생하는 구간은 부착된 열  온도 기

 약 580～610℃사이로 확인되었다. 기 온도 곡

선에서는 이징이 35분 근처에서 발생하도록 하

으나 가열 구간이 무 격하여 실제 이징 

곡선에서는 이징이 45분 근처에서 발생하도록  

조 하 다. 보통 자동차 열교환기 제작에 많이 쓰

이는 기 연속로에서는 모재의 두께 차이로 인한 

합 불량이 많이 나타나는데 배치로에서는 충분한 

가열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 이 사라지게 되었

다. 이징 지속시간은 약 3-5분 정도로써 성공

으로 용량 히트 싱크의 제작이 가능하 다.

3.2 용량 히트싱크의 합부 특성

 학 미경을 이용하여 합부를 찰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합부에는 어떠한 미세 홀

이나 크랙(crack)도 찰되지 않아 이징이 성공

으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고 필릿 형상 역시 

매우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착이 얼마나 효율 으로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표 1]에 착 불량률 검사 결과를 나타내었

다. 20 개의 시료 에 1 개만이 90～95 %의 착

률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95 %이상의 착률을 보여

주고 있어 체 으로 불량률이 5 % 미만으로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이징 합부 학 미경 사진

[표 1] 착 불량률

착률

(20개기 )

구분 수량 품질

90%이하

90~95%

95%이상

0

1

19

-

불량

합격

불량률 5%

(a) 120mm×19.9mm×0.9mm

(b) 120mm×19.9mm×1.9mm

[그림 7] 시험편

Sample 

No.

최 하

(kgf)

인장강도

(kgf/㎟)

Speed

(mm/min)

1 245 13.7 1

2 459 12.5 1

평균 230 13.1

[표 2] 인장시험

 [그림 7]과 같은 두 개의 시험편을 사용하여 인장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단강

도는 평균 13.1 kgf/㎟로 양호한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단 치는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시편에 걸쳐 이징 합부가 아닌 알루미

늄 모재에서 단이 이루어졌다. [그림 8]에 인장시

험 시 형 인 하 -변  곡선을 나타내었는데 최

 강도는 합부가 아닌 모재의 괴가 일어날 때

의 인장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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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 -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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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용량 알루미늄 히트싱크 이

징을 한 배치로 개발  공정 변수 최 화를 통하

여 용량 알루미늄 히트싱크를 개발하고 히트싱크

의 성능을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배치로의 온도 곡선을 단순화된 2단계로 최 화

하여 이징 시간을 투입에서 출고까지 약 1시

간 이내로 단축하 다. 이것은 기존 기 연속로

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산성 향상에 획기 으

로 기여하 다.

2) 이징 합부는 어떠한 미세 홀이나 크랙도 

찰되지 않았고 필릿 형상도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착 불량률은 5% 미만으로 명되었

다. 인장시험에서도 단이 합부가 아닌 모재에

서 발생하여 이징의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배치로를 활용하

여 용량 이징 히트싱크 량 양산 체제를 확

립하 고 성능 검증을 통하여 용량 히트싱크가 필

요한 력 분야의 고효율 히트싱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 다. 하지만 히트싱크의 설계와 선택은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신

한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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