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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CPU 냉각용 미세채  워터블록의 열성능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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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crochannel waterblock has a good capability in the cooling of electronic 

device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rmal performance of microchannel water block 

for cooling of CPU in desktop. The effects of header shape, liquid flow rate, and inlet temperature 

on the thermal performances of microchannel waterblock a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Three 

types of waterblock with different header shape are manufactured from the micro milling and 

brazing processing.  The experiments are conducted using water, over a liquid flow rate ranging 

from 0.7 to 2.0 LPM and inlet temperature ranging from 20 to 35℃. Waterblocks are attached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on the test section to anticipate a performance of waterblock under the 

actual state in computer. The base temperature and thermal resistance decrease with increasing of 

liquid flow rate. It was found that the sample #1 was appropriate for the prototype of liquid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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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칩의 고집적화로 전자통신 기기 및 부품의 성

능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그 크기는 점

점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칩의 고집적화는 단위

면적당 발열량의 증가, 기기의 소형화는 냉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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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공간적 제한이라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칩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효율

적으로 순환시켜 주지 못할 경우, 시스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칩 성능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통신 기기 및 부품의 

냉각기술은 그 성능과 직결되어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중 하나인 마이크로채널은  Tuckerman 등(1)

이 초고집적회로(VLSI)의 냉각을 위해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마이크로채널은 제작기술의 발달로 

단위부피당 열교환 면적을 극대화 (~105㎡/㎥) 할 

수 있다.(2) 또한 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할 경우 공

기를 사용할 때 보다 열전달 계수가 100배정도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3)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CPU 냉각을 위해 사용하던 기존의 공냉(Air 
cooling) 방식의 제품을 대체할 수냉(Liquid 
cooling) 방식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수냉 방식은 워터블록(Waterblock), 라디에이터

(Radiator), 펌프(Pump), 팬(Fan), 저장조(Reservoir) 
및 냉매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펌프를 통

해 작동유체가 순환되며 워터블록이 열원으로부

터 흡수한 열을 라디에이터에서 방출하여 냉각하

는 방식이다. 이 중 워터블록의 성능은 수냉 방

식의 제품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사각형의 미세채널을 갖는 워

터블록의 열성능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헤

더부 형상에 따른 열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서로 

다른 헤더 형태를 가진 총 3종의 시제품을 설

계․제작하 다. 워터블록의 입구온도 및 유량의 

변화, 수평․수직 부착에 따른 바닥면의 표면온

도, 열저항, 압력강하를 측정하였으며 수냉 방식

의 시제품 설계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

고자 한다.

2 .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의 구성  방법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항온조에서 나온 작동유체는 마이크로 

기어펌 를 통해 일정 유량으로 유지되면서 실험

부(Test section)로 보내진다. 이때 불순물을 제

거하기 해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하 으며 자

유량계를 통해 유량이 측정된다. 실험부의 입출

구에서는 차압계를 통해 압력강하를 측정하 고, 

워터블록의 면에는 워서 라이(DC power 

supply)에 의해 일정 열량이 가해진다. 워터블록 

면의 온도를 측정하기 해 5개의 T타입 열

(Thermocouple)를 사용하 다. 각각의 측정 결

과는 데이터 코더(Data recorder)에 의해 장

된다. 

Fig. 2는 워터블록의 내부 형상에 한 상세도

이다. 재질은 구리이며, 내부 채 은 마이크로 

F 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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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가공을 하 고 외부에 커버가 이징으로 부

착되어 채 을 형성하게 된다. 표시된 치수는 시

제품 3개에 해 공통된 사항이며 Wch, Wfin, 

Hbase, Hch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채 의 상당 

직경은 0.76㎜이다.

Fig.  2  Details of microchannel water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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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ions of water block

Sample No. Header shape

#1

#2

#3

Table 2   Shape of header

Parameters Range

Water

Flow rate

(L/min)
0.7, 1.2, 1.7, 2.0

Temp.(℃) 20, 25, 30, 35

Input power(W) 150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Table 2는 각각의 시제품에 한 헤더의 형상

을 정리하 다. 샘  #1과 #2는 각선 방향으로

입출구가 나와 있으며 샘  #3은 가운데로 나와

있다.

Table 3은 실험조건을 정리한 내용이며, CPU

발열량은 150W를 가정하여 워터블록 면에 

워서 라이로 일정하게 가하 다. 한  실제 컴

퓨터에 설치 될 경우의 성능을 측해 보기 해 

동일한 실험조건으로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부착하여 실험하 다.

2.2 실험 계식

워터블록의 열 인 성능을 알아보기 해서 열

항은 식 (1)과 같이 구하 으며 상당직경과 형

상비는 식(2)  (3)과 같이 구하 다.  

 
 


                  (1)

 

  

                  (2)

 



                    (3)

3. 실험결과  고찰

3.1 열 달 특성

Fig. 3은 각 샘플에 대해 유량에 따라 변하는 

열전달 특성을 수직 및 수평에 대해 함께 비교하

였다. 공급되는 열량은 150W, 입구 온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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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작동유체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워터블

록 밑면의 온도와 열저항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평으로 부착되었을 때 보

다 수직으로 부착되었을 경우 열전달 성능이 저

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직으로 

부착될 경우 중력의 작용으로 인한 작동유체의 

불균등한 분배 때문이라 판단된다. 샘플 #1의 경

우 2.0 LPM 일때 워터블록 밑면의 온도가 수직

에서 27.43℃, 수평에서 30.02℃, 열저항이 각각 

0.05℃/W, 0.067℃/W로 열전달 성능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 #2의 경우 유량 증가

에 따른 열전달 성능 향상 경향이 다른 샘플들과

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샘플 #2의 

물이 유입되어 나가는 방향과 채널 내로 흐르는 

방향이 평행하지 않아 생기는 내부 유동의 특이

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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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rriation of bas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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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arriation of thermal resistance

Fig. 3 Comparis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

Fig. 4는 열전대의 위치에 따른 워터블록 밑면

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입구에서 출구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직 실험에서 최저 온도와 최고온도의 차

이가 2℃ 로 수평 실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량의 분배가 수평일 때 보다 균일하지 않

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Fig. 5는 샘플 #1의 물의 유입온도변화에 따른 

워터블록 밑면의 온도변화를 나타내었다. 실제 

워터블록이 컴퓨터 내에 설치되어 사용될 경우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유입되는 물의 온도

는 20℃이상이다.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워터블

록의 열전달 성능을 확인해 보았다. 수평 및 수

직 실험의 결과  입구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워터블록 밑면의 온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직 실험에서 유량이 0.7LPM인

(a) Position of thermo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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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se temperature at each position

F 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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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물의 온도가 35℃일 때 밑면의 온도가 

46.89℃ 였다. 일반적으로 CPU 허용온도는 60℃

이내이므로
(4)

 향후 수냉 방식의 시제품 제작을 

한 워터블록 선정에 샘  #1의 형태를 선택하

는 것이 타당하다. 

Fig. 6은 샘플 #1의 물의 유입온도변화에 따

른 열저항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 입구 온도가 

증가함에 따른 열저항은 일정함을 확인하였

다 . 이는 워터블록 밑면의 온도변화가 선형적

이고 결과적으로 식(1)의  의  값 이 

일 정 하 기  때 문 이 다 . 이 를  통 해  열 량 과  유 량 이 

일 정 할  때  임 의 의  입 구  온 도 에  한  워 터 블 록 

면 의  온 도 를  측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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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izontal experi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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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ertical experiment result

Fig. 5 Variation of base temperature with     

       inlet temperature.

3.2 압력강하 특성

Fig. 7은 주어진 열량이 150W일때 유량에 

따른 각 샘플들의 압력강하 변화를 나타내었

다 . 모든 실험에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

력강하의 증가율은 커지고 있으며 ,  열전달 

성능이 좋은 수평 일 때 압력강하가 큼을 알 

수 있다 . 이는 열전달 성능을 높일수록 압력

강하가 커지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 
마찬가지로 열전달 성능이  떨어지는 샘플 

#3의 압력강하가 가장 낮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샘플 #1의 압력강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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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izontal experi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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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ertical experiment result

Fig. 6 Variation of thermal resistance with       

        in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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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7   Pressure drop with inlet flow rate.

유량 2.0 LPM일 때 이전 샘플들의 압력강하 

(8kPa 이상)(5) 의 25%에 해당하는 2kPa 이내이므

로 수냉 방식의 시제품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컴퓨터 CPU 냉각용 미세채  워터블록의 열 

성능에 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작동유체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워터블

록 면의 온도  열 항은 감소하 으며, 샘  

#1의  경우 열량 150W, 입구온도 20℃, 유량 2.0 

LPM 일때 워터블록 면의 온도가 수직에서 

27.43℃, 수평에서 30.02℃, 열 항이 각각 0.05℃

/w, 0.067℃/W 로 열 달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2) 샘  #1의 바닥면의 온도분포는 입구에서 

출구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평실험보다 수직실험에서 최 온도와 

최고온도의 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열량이 150W로 주어 질 때 작동유체의 입

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바닥면의 온도는 선형

으로 증가하며 열 항은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열량과 유량이 일정할  때 열 항으로 

부터 임의의 입구 온도에 한 워터블록 바닥면

의 온도를 측 할 수 있다.  

(4) 작동유체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

하의 증가율은 커지고 있으며, 수평실험의 압력

강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샘플 #1의 압력강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

고, 최고 유량 2.0 LPM일 때 이전 샘플들의 압력

강하 (8kPa 이상)(5) 의 25%에 해당하는 2kPa 이
내이므로 수냉 방식의 시제품 제작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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