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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ing heat generation rates in CPU of notebook computers motivate a research on cooling 
technologies with low thermal resistance. This paper develops a closed-loop two-phase cooling system 
using a micropump to circulate a dielectric liquid(PF5060). The cooling system consists of an 
evaporator containing a boiling enhancement microstructure connected to a condenser with mini fans 
providing external forced convection. The cooling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parametric study which 
determines the effects of volume fill ratio of coolant, existence of a boiling enhancement microstructure 
and pump flow rates on thermal performance of the closed loop. Experimental data shows the optimal 
parametric values which can dissipate   with a film heater maintained at ℃.

1. 서 론

휴대용 컴퓨터의 성능은 1980년대부터 현저하
게 향상되었다. 소비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기
술의 발전으로 인해 휴대용 컴퓨터는 점점 더 얇

아지고, 가벼워지고, 고성능화 되어지고 있다. 크
기와 무게의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CPU 
소비 전력의 계속된 증가는 휴대용 컴퓨터의 열

처리 문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전 세대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열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형화만 요구되어졌었다. 그러나 다음 세
대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반도체 집적 기술의 발

전으로 인해 점점 더 작아지고, 고집적화 되어졌
다. 그로인해 CPU와 같은 부품 등에서의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열 유속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냉각 방

식들을 이용하였다. 이전까지 휴대용 컴퓨터의 
냉각 방식 중에는 CPU의 표면에 heat sink를 부
착하고, 그 위의 휀을 이용하여 주위의 공기로 
강제 공랭시키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heat pipe등을 이용하여 heat sink의 열을 흡수하
고,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그 열을 주위로 소산시
키는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 및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컴퓨터의 성능 저해 및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

의 하나로 작용되며, 후자의 경우 가격 대비 성
능 측면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따라주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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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따라서 chip을 허용작동온도의 범위로 
유지시켜 장비의 수명연장 및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방열성능이 우

수한 냉각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액체냉각은 액체의 높은 비열과 열전도성 때문

에 공랭 방식보다 훨씬 더 큰 열 유속을 소산시

킬 수 있다. 공랭 방식에 비하여 열전도도 및 Pr 
수가 커서 대류 열전달에서 유리하고, 밀도 및 
비열이 크므로 열용량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변화를 동반하는 이상(two-phase) 액
체냉각은 자연 대류 및 강제 대류에서 보다 훨씬 

더 큰 대류 열전달 계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등현상을 이용한 이상 

액체냉각 시스템을 설계하고, 열성능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작동 유체로는 절연성과 화학
적 특성을 고려하여 PF5060을 사용하였다.
이상 액체냉각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chizuki 등(7)
은 노트북

의 LCD 뒤쪽을 이용하는 hinged heat pipe cooling 
system을 개발하고 연구하였다. Hinged copper 
connector는 두 copper heat pipe 사이의 열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notebook cover의 개폐를 도와준
다. 허용온도 95℃를 유지하면서, 10～12W 범위 
내에서의 hinged heat pipe 성능을 평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유사한 hinged heat pipe 
system이 IBM Thinkpad mobile computers에서 사
용되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모바일 장치의 냉각법으로는 
heat pipe, heat sink, fan을 포함하는 열교환기 시
스템이다. Nguyen 등(8)

은 copper heat block, 
copper heat pipe, aluminum heat sink를 가진 장치
를 실험하였다. 대기 온도 40℃에서 최대 온도 
90℃를 유지하면서 20W를 소산시킬 수 있는 시
스템이다.
  수십 W를 초과한 chip power는 열교환기를 가
진 전통적인 heat pipe의 용량을 넘어섰다. Heat 
pipe의 한계는 wick의 두께와 단면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thermosyphon 기술을 적용
하기 시작하였다. Kuzmin 등(11)

은 노트북을 위한 

Oasis technology로 잘 알려진 two-phase passive 
cooling system을 증명하였다. 밀폐 용기에 담겨진 
유체는 chip에 의해 열을 받고 기화한다. 증기는 
자연 대류 효과로 인하여 LCD 뒤쪽의 얇은 응축 
장치로 이동하고, 다시 유체를 고온의 chip으로 

흘려보낸다. 
  Pal 등(16)

은 실제 데스크용 PC인 Hewlett 
Packard Vectra VL800 PC에 적용한 

thermosyphon 시스템을 설계 및 연구하였다. 이 
시스템은 증발기에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을 

6층으로 쌓아 올렸다. 작동유체는 PF5060을 사용
하였고, 105℃의 증발기 바닥 온도를 유지하면서 
81W를 소산시킬 수 있었다.  
  Heat pipe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 중에, Jiang 등
(12)
은 작동 유체를 위해 electroosmotic pump를 사

용하여 closed loop two-phase microchannel cooling 
system을 연구하였다. 이 시스템은 chip의 온도를 
120℃이하로 유지하면서 38W를 수용한다. 
  Kondo(13)

는 LCD 뒷면과 마이크로 펌프를 사용
하는 액체 냉각 휴대용 컴퓨터를 개발하였다. 액
체 냉각 자켓(jacket)은 chip으로부터 열을 제거하
고, 펌프에 의해 LCD 뒷면 쪽으로 이동한다. 그
리고 열은 radiator panel에서 방열되어진다. 
Radiator panel은 냉각된 액체를 저장하는 저장 탱
크와 flexible tube로 연결되어있고, 저장 탱크는 
chip으로 냉각된 액체를 다시 공급한다. 상기의 
연구자들은 이상 액체냉각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
물 등을 이용한 휴대용 컴퓨터 냉각 시스템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을 가진 증발기를 이용하여 휴대용 컴퓨터

의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열성능을 

규명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열성능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의 유무, 
펌프 유동율, 작동 유체의 체적비, 입력전력을 변
화시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도이

다. 실험장치는 크게 시험부, 전력 공급 장치, 데이
터 획득 장치로 나뉜다. 시험부는 증발기, 응축기, 
마이크로 펌프, 진공펌프, 압력계 등이 튜브로 연결
되어있다 .  전력공급 장치는 VUPOWER  AK- 
3005DD를 사용하였고, 데이터획득 장치는 Agilent 
34970A(34908A board)를 이용하였다. 열전대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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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T-36-SLE(  0.127mm)인 Cu-Co(T-type)를 사용하였
고, Labview 6.0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 및 기록하
였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부의 개략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시험부는 320×320mm2

의 크기

를 가진다. 마이크로 펌프를 구동하여 냉매로 사
용된 PF5060을 튜브를 통해 증발기로 보내고, 증
발기에서 기화된 냉매는 액체-기체 상태로 응축
기로 이동하고, 응축된 냉매는 다시 마이크로 펌
프로 이동한다. 응축기는 증발기에서 기화된 작
동유체를 다시 액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

을 한다. 증발기의 입구에 유입되는 작동유체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축기 

주위를 수직 휀 2개를 이용하여 강제 공랭시킨
다. 휀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는 각각 DC 12V, 
0.058A이고, 크기는 40×40×10mm3

이다. 응축기는 
헬리켈 형상의 핀 튜브 열교환기를 사용하였다. 
휴대용 컴퓨터의 높이와 크기를 고려하여 응축기

를 설계하였다. 튜브의 외부 직경은 5mm이고, 내
부 직경은 3.5mm이다. 전체 높이는 20.5mm이다. 
전체 길이는 130mm이고,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
들어졌다. 
  Fig. 3은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boiling 
enhancement microstructure)의 개략도이고, Fig. 4
는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은 증발기 내부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핵생성 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발기 밑면에 

thermal bond를 이용하여 부착시켰다.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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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a test section 

구조물은 작동유체와의 온도차가 기포를 생성한

다는 핵비등의 이론을 기초로 한다. 마이크로 구
조물의 재질은 알루미늄이고, 크기는 각각 

W=12.5mm, L=12.5mm, H=1mm이다. 채널 폭, 채
널 깊이, 채널 간격은 각각 Wt=0.4mm, D=0.5mm, 
Pt=0.75mm인 채널을 만들기 위하여 마이크로 구
조물의 일부분을 제거한다. 채널은 알루미늄 조
각 위에 핵형성 자리를 형성하기 위해 직각 방향

으로 양쪽 면에 만들어 졌다. 
  Fig. 5에 나타난 증발기는 유체와의 열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부에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다. 증발기는 heater와의 접
촉 열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볼트를 이용하여 아

크릴 재질의 받침대에 고정되어있다. 구리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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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chematic diagram of boiling

  enhancement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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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y of boiling enhancement 
microstructure

도와 열전도도는 각각 8933kg/m3, 401W/m․K이다. 
알루미늄의 2702kg/m3, 237W/m․K에 비해서 열전
도도는 41%정도 더 크지만, 밀도도 70%정도 더 
크다. 전체 시스템을 고려해볼 때, 전도성이 좀 
더 필요하여서 증발기는 구리로 제작되었다. 밑
판은 55×55×1mm3 이고, 중앙에 비등 촉진 마이
크로 구조물이 부착된다. 증발기 덮개

(40×40×9mm3)는 2mm 두께의 옆면들과 1mm 두
께의 윗면을 가진다. 양쪽 옆에 3mm의 구멍은 
구리 튜브를 연결하여 입구와 출구로 사용된다. 
출구 쪽은 기포의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증발

기 덮개의 중심보다 높은 곳에 뚫었고, 입구 쪽
은 좀 더 낮게 뚫었다. 덮개는 1mm 두께의 밑판
에 구리를 사용하여 레이저 용접하였다. 휴대용 
컴퓨터의 높이 제한 때문에 증발기의 높이를 더 

크게 하지는 못하고, 정해진 공간에서 내부 체적
을 최대화시킨 설계를 하였다. 증발기는 초기의 
overshoot을 줄이고, heat flux를 증가시킨다. 
Nakayama 등(14)

은 pool boiling 연구에서 이런 구
조와 비슷한 장치를 사용하였고, 최근에도 

thermosyphon 원리를 이용한 desktop에 이용되기
도 하였다

(16). 
  실험에 사용된 heater는 Kapton Flexible Heater 
(22×22mm2)이다. heater는 증발기 밑면에 열적으
로 잘 접촉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된 튜브는 열
에 강하고 투명한 teflon tube(1/4inch)이고, 마이크
로 펌프를 구동하기 위하여 flexible silicone tube
도 함께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Fig. 6은 폐루프 시스템의 진공 및 충전 작업 

Heat source

Boiling enhancement structure

60

49 3
1

2

1

Fig. 5 Schematic diagram of evaporator

장치의 개략도이다. 폐루프 시스템에 작동유체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

들어야 한다. 압력계는 TIF Digital pressure 
gauge(± 2% 오차)를 사용하였다. 우선 진공상태
로 만들기 위해서 밸브3을 잠그고,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진공압 1bar로 만든다. 밸브1을 잠그고 
밸브3을 열어서 뷰렛에 담겨있는 작동유체를 밸
브1까지 채운다. 다시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냉
각 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진공압 1bar로 만들고 
밸브2를 잠그고, 진공 펌프의 작동을 멈춘다. 이
제 냉각 시스템에 작동유체를 채우기 위하여 밸

브1을 열고, 뷰렛의 눈금을 읽으면서 작동유체의
양을 조절한다. 작동 유체를 채워 넣은 후 밸브1
을 잠근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실험은 초기압을 
대기압 조건하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마지막
에 다시 밸브2를 이용하여 폐루프 냉각 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대기압과 동일하게 조절해준다. 
  Fig. 7은 열전대 보정 실험 장치의 개략도이다. 
온도측정 장비는 Agilent 34970A를 사용하였으며, 
34908A 보드에 열전대를 연결하였다. 온도측정 
장치 보정실험을 하기 위해 0℃의 기전력
(ElectroMotive-Force)값을 측정하고. 열전대의 접  
      

Two-phase
cooling system

Valve2Valve1

Vacuum pump

Digital
pressure

gauge

Tank

Burette

Valve3

Fig. 6 Schematic of evacuation-filling procedure for 
closed lo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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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diagram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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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cations of measure points

합 부분을 항온조의 수위에 넣고 열전대를 고정

한다. 항온조의 온도를 0～95℃까지 매 5℃ 간격
으로 변화시키며 Agilent 34970A로 기전력을 측
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로 기전력-온도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Labview7.0에 적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작동 유체의 충전 작업이 끝나고, 마이크로 펌
프와 응축기 냉각휀을 구동시킨다. 작동유체를 
폐루프 시스템에 충분히 순환시킨 후에, 온도측
정을 시작하였다.  Fig. 8은 온도 측정 지점을 나
타내주고 있다.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튜브 내
에 thermocouples을 위치시키고 작동유체의 온도
를 직접 측정하였다. 대기 온도는 시험부의 중앙
에서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대류 열저항으로 액체 냉각 시스템
의 열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대류 열저항이 큰 

값을 가지면 고체 표면과 액체 사이에 대류 열전

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므로 액체 냉각 시스템에서 대류 열저항은 시

스템의 열적 성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

다. 본 연구에서의 대류 열저항 는 다음 식으

로 계산하였다. 

               




            (1)

  식(1)에서 는 flexible heater 표면온도이고, 

은 대기온도를 의미한다. 는 flexible heater

로의 공급전력이다.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 작동 유체 체적비
(fill ratio), 펌프 유동율(flow rate)  등이 이상 액
체 냉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실험을 하고 식(1)에 의
해 대류 열저항( )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동 유체 체적비는 다음 식에서 계산하

였다.

  
   
    

×     (2)

  식(2)에서, 냉각 시스템의 전체 체적은 26.9

이다. 

  3.1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의 영향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이 냉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등 촉진 마이
크로 구조물을 부착하지 않은 증발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을 제
외하고, 증발기의 규격은 모두 동일하게 제작하
였다. 
  펌프 유량율은 가장 큰 6ml/min을 유지하면서, 
체적비 50%와 60%의 경우에 대해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Fig. 9는 비등 촉진 마이크
로 구조물을 부착하지 않은 증발기를 가진 냉각 

시스템의 heater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은 증발기 출구의 온도를 보여준다. Fig. 9에서 
체적비 50%일 경우에는 heater 온도를 약 94.9℃
로 유지하면서 최대 3W/cm2(14.5W)의 열유속을 
소산할 수 있었다. 체적비 60%에서는 대기온도 
26.2℃에서 최대 4W/cm2 (19.4W)까지 소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heater의 온도가 허용 작동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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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95℃를 넘어선 98.2℃였다. 그러므로 비등 촉
진 마이크로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은 냉각 시스

템으로는 19.4W 이상을 소산시킬 수 없었고, 대

류 열저항의 최소값은   ℃이었다.  

  Fig. 11은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이 부착된 
증발기와 부착하지 않은 증발기에서의 를 비

교한 그림이다. 작동 유체의 체적비와 펌프 유동
율은 각각 60%, 6ml/min로 작동 조건은 동일하
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서 소산할 수 있는 최
대 열유속에서의 를 비교하였다. 비등 촉진 마
이크로 구조물이 부착된 증발기에서의 최대 열유

속은 7W/cm2
이고, 대기온도 28.8℃에서 heater 온

도는 92.0℃를 유지하였다. 대류 열저항은 

  ℃였다. 그러므로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을 부착한 냉각 시스템은 비등 촉진 마이

크로 구조물이 없는 경우보다 소산할 수 있는 최

대 열유속이 약 74.7% 증가하였고, 대류 열저항
은 약 49.9% 감소하였다. 

  3.2 작동 유체 체적비의 영향
  상변화를 이용하는 액체 냉각 시스템에서 작동 
유체의 양은 시스템의 성능 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좀 더 높은 열유속 조건
에서는 작동 유체의 완전 증발을 막기 위해 양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또한 작동 유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낮은 열유속 조건에서도 시스템 내부 

압력 증가로 상변화를 이용하는 액체 냉각 시스

템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어진다. 이것은 압력 
상승 때문에 작동 유체의 비등점도 증가하기 때

문이다. 작동 유체는 증발기에 채워지고, 증발기
와 연결된 튜브 및 응축기에 부분적으로 채워진

다. 0.033cm3/s(4ml/min)의 펌프 유동율을 일정하
게 유지하고, 40%, 50%, 60%, 70%의 체적비를 
실험을 하였다. 이후의 모든 실험에서는 비등 촉
진 마이크로 구조물이 부착된 증발기를 사용하였

다.
  Fig. 12(a)는 작동 유체 체적비에 따른 시스템
의 열적 성능을 대류 열저항으로 나타낸 그림이

다. 40% 체적비에서는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대류 열저항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열유속이 
3W/cm2를 이상이면 40%의 체적비로는 film 
heater의 허용 작동 온도 95℃를 유지시키지 못한
다. 이 현상은 50% 체적비에서 열유속 5W/cm2 

이상일 경우 다시 발생하였다. 이것은 기화된 작
동 유체의 양보다 응축액이 증발기로 돌아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작동 유체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시스템의 성능은 체적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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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 40%와 50% 체적비에
서 일어난 완전 증발(dry-out) 현상은 더 이상 일 
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Fig. 12(a)에서 알 수 있듯
이 70%의 체적비에서는 오히려 60%의 체적비 보
다 성능이 떨어졌다. 이것은 작동 유체의 양이 
일정량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내부 압력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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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g. 12  Effect of working fluid volume fill ratio 

on thermal performance of system with boiling 
enhancement microstructure at 4ml/min

가하여 작동 유체의 비등점()을 상승시키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체적비 60%에서보다 체적비 
70%에서 ,   이 각각 2.2～8.3℃, 2.7～6.7℃

씩 증가하였다(Fig. 12(b), Fig. 12(c)).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최적의 작동 유체 체적비는 6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의 모든 실험은 60% 체적
비에서 시행하였다. 
  Fig. 12(d)는 열유속 변화에 따른 와  의 

차이(△T)를 나타낸 그림이지만,  Fig. 12(b)와 유
사한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펌프 유동율의 영향 

  이상 냉각 시스템에서는 작동유체의 상변화뿐
만 아니라, 강제 대류도 시스템의 성능에 복합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
이크로 펌프를 이용해서 작동 유체를 강제 순환

시키기 때문에, 강제 대류 열전달은 아주 중요한 
변수이다. 마이크로 펌프의 유동율이 작동 유체
의 대류 열전달 계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험
은 펌프 유동율 2ml/min～6ml/min(0.033cm3/s～
1.0cm3/s)의 범위에서 1ml/min(0.017cm3/s)씩 증가
시키면서 진행하였다. 체적비는 최적 조건인 60%
를 사용하였다. 
  Fig. 13(a)는 펌프 유동율에 대한 대류 열저항 
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또한 각각의 펌프 
유동율에서의 소산할 수 있는 최대 열유속을 나

타내고 있다. 유동율이 작은 영역인 2ml/min와 
3ml/min에서는 각각 최대 열유속이 3.3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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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었고, 대류 열저항은 각각 최대 

열유속에서 4.53℃ , 3.9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4ml/min에서는 열유속이 
4W/cm2

일 때 3ml/min보다 대류 열저항이 31.6% 
감소한 2.69℃였다. 이것은 펌프 유동율이 
4ml/min보다 작은 경우에는 강제 대류 열전달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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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pump flow rate on thermal 

performance of system at volume fill ratio 60%

유동율이 4ml/min보다 큰 경우에는 비등뿐만 아
니라 강제 대류 열전달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3(c)는 펌프 유동율에 따른 film heater의 
표면 온도를 보여준다. 허용 작동 온도 95℃ 이
하를 유지하면서 소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나타내주고 있다. 대기온도 28.7℃, 펌프 유동율 
6ml/min에서 film heater 온도를 92.0℃로 유지하
면서 최대 33.9W를 소산할 수 있었고, 대류 열저
항은 1.86℃였다. 
  Fig. 14는 최적 조건에서의 시간에 따른 각 위
치의 온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film heater와 증발
기 출구의 온도는 전원 공급 후 약 3분 정도 지
나면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응축기의 입구와 출구의 온도는 각각 
10분, 25분 경과 후에 정상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상적으로 응축기의 입구 온도는 증발기의 출구 

온도와 동일하여야한다. 그러나 실험에서는 응축
기 입구 온도가 6.6℃정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증발기와 응구기 사이에 연결된 스테
인레스 재질의 fitting 부위와 teflon 튜브로의 열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응축기는 Fig. 14에서 알 수 있듯이 입․출구의 
온도차가 최대 10℃였다. 그리고 응축기 출구와 
증발기 입구 사이의 fitting 부위와 튜브로의 열손
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응축기 출구 온도는 최대 

57.7℃이고, 증발기의 입구 온도는 40.4℃였다. 이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헬리켈 형상의 핀튜브 

열교환기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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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ariation of temperature with respect to time
 at volume fill ratio 60% and pump flow rate 6ml/min

냉각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상적인 냉각 시스템에서는 응축기의 출구 
온도와 증발기의 입구 온도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야한다. 또한 증발기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증발기의 입구 온도를 휴대용 컴퓨터의 

케이스 내부 온도와 동일하게 유지시켜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튜브 및 fitting으로의 열손
실로 인하여 증발기 입구 온도가 약 40℃를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열교환 장치를 설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응축기의 재질을 열전도
도가 높은 금속으로 교체하고, LCD 뒷면을 이용
한 cold plate 또는 상변화 물질(phase change 
materials) 등을 가진 열교환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이상적인 냉각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

다. 

4. 결 론

  휴대용 컴퓨터를 위한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
조물을 이용한 이상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스템의 열성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의 유무, 작동 유체의 체적비, 펌
프 유동율을 변화시킨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의 유무에 따른 이
상 냉각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최적 조건인 작동 유체 체적비 60%
와 펌프 유동율 6ml/min에서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물이 없는 증발기는 19.4W(=98.2℃) 이상을 

소산시킬 수 없었고, 대류 열저항의 최소값은 
 ℃이었다. 비등 촉진 마이크로 구조

물을 부착한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산할 수 있는 최대 열유속이 약 74.7% 증가하
였고, 대류 열저항은 약 49.9% 감소하였다. 
(2) 이상 냉각 시스템에서 작동 유체의 양은 시스
템의 열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체적비 40% 또는 50%에서는 증발기 입구
로 들어오는 응축된 작동 유체의 양보다 증발기

에서 기화되는 작동 유체의 양이 많기 때문에 

dry out이 일어난다. 체적비 40%와 50%에서는 각
각 최대 9.7W, 19.4W를 소산시킬 수 있었다. 반
면에 체적비 70%에서는 증가된 작동유체의 양으
로 인해 시스템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작동 유체의 비등점을 상승시킨다. 그 결과 체적
비 60%에서보다 체적비 70%에서 ,   이 각

각 2.2～8.3℃, 2.7～6.7℃씩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최적의 체적비는 60%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펌프 유동율은 2ml/min～6ml/min 범위에서 실
험하였다. 펌프 유동율이 4ml/min보다 작은 경우
에는 강제 대류 열전달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

고, 비등 열전달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4ml/min에서 열유속이 4W/cm2

일 때 3ml/min
보다 대류 열저항이 31.6% 감소하였다. 그리고 
펌프 유동율이 증가할수록 대류 열저항은 계속해

서 감소하였다. 펌프 유동율 6ml/min에서 를 

92.0℃로 유지하면서 최대 33.9W를 소산시킬 수 
있었고, 대류 열저항은 1.86℃였다. 

후  기

본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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