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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ing demands for the recently released CPU which has had higher heat density, the 
confined space of desktop PCs, and so on are the main drive for continuously improving PC cooling 
systems. In order to meet number of demands, this paper describes the flow and thermal behavior of 
the heat sink combined with heat pipes, and a fan through the numerical analysis by using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code and discusses how to extend the cooling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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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열원, ()
     :  단위 체적당 열발생율 ()
 : 열저항 ℃

 : CPU 접합 온도 (℃)

 : 베이스 온도 (℃)

 : 외부 공기 온도 (℃)

 : 압력 (Pa) 
    :  축방향의 속도 ()

    :  축방향의 속도 ()

     :  축방향의 속도 ()

 : 밀도, (kgm)       
 : 난류 와점성계수, (kgms)
    : 응력 텐서

 : 시간 (s)

 : 중력 ()
 : 체적 팽창 계수 (1/℃)

 : 와확산계수 ( )

 : 난류 운동에너지 ()

 : 난류 소산율 ()

 : 난류 응력에 의한 생성에너지 ()

 : 난류 부력에 의한 생성에너지 ()
 : 플럭스 리차드슨 수

1. 서론

최근 전자 반도체 및 부품의 소재 및 직접화 

기술의 성능향상과 함께, 전자 반도체 및 부품의 

발열량 및 단위 면적당 열발생률이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시스템의 수명단축 및 신뢰도 저하 등

을 유발하게 된다.[1] 실리콘 칩의 평균 작동 온도

는 70℃ 이하에서 작동해야 하며, 평균 작동 온

도로부터 2℃이상 증가함에 따라 전자 반도체 및 

부품의 신뢰성이 10% 이내까지 감소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2][3] 전자 반도체 및 부품의 안정성 및 



내구성 등을 확보를 위하여, 내부 발생 열을 효

과적으로 외부로 배출하여, 전자부품 및 주위온

도를 평균 작동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 

기술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냉각 시스템의 총

열저항(Total thermal resistance)은 냉각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총열저항을 감소하기 위

한 기술은, 히트싱크와 팬을 이용하여 히트싱크

의 휜 표면적과 팬의 속력을 증가 시켜, 외부의 

공기를 전자 장비 내부로 유입시키는 강제대류를 

발생시키는 냉각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

만, 히트싱크 위로 공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하여 

팬을 구동 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과 데스크탑용 

히트싱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의 연간 총 

누적 소비량은 109kWh 이상이다.[4] 낮은 총열저

항을 갖는 구리 휜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의 조

합된 최근 모듈은, 부피 및 무게 증가와 함께 히

트싱크의 휜 표면적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원가

상승을 유발로부터 최근 데스크탑 PC의 소형화, 
모듈화 및 경량화의 경향을 맞추기 어렵다. 또한 

팬 속력을 증가에 따른 팬 소음이 주위의 거주 

환경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데스크

탑 PC 관련업계에서는 가격인하 및 생산성 확보

에 관련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5] 
 쾌적한 조건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는, 최적의 휜 표면적을 갖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부피와 크기를 줄이며, 낮은 rpm의 팬 속력에서

도 평균 작동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 
  이론에 따른 설계방법은 복잡한 형상 등의 구

조적인 문제와 설계 시간, 비용, 인력 등의 크게 

요구되므로, CFD 코드를 이용하여 CPU 냉각시스

템 전체를 해석하여, 최적 휜 표면적 설계 및 최

적 히트파이프 수량 등을 본 연구에서 예측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프로그램인 

Software Cradle사의 SC-Tetra V7.0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베이스 블록 및 휜은 순수 구리의 

재질로 하였다. 또한, 상온에서 히트파이프의 열

전도계수는 ⋅로 가정 하였다.  

2. 이론 및 수치해석 조건

2.1. 관련이론 

 구리 휜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의 조합된 모

듈의 데스크탑 PC CPU용 냉각 시스템의 경우,  
CPU의 발열을 흡수하기 위한 베이스 블록(Base 
block), 히트파이프(Heat pipe) 및 휜(fin) 등으로 

구성된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냉각 시스템의 열경로(Thermal path) 및 열

저항(Thermal resistance)은 Fig.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열전달 능력은 열원(Heat 
Source,  )과 외부공기 온도차(   )를 열

원으로부터 외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

에서의 각 단계별 열저항의 총합(총열저항, Total 
thermal resistance, )으로 나눈 값으로 수식

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          (2)

 여기서, 는 열원( )과 베이스 블록( )

사이의 접촉열저항℃이다. 는 베이스 

블록( )와 히트파이프의 증발부( )사이

의 열저항℃이다.
 는 히트파이프의 증발부( )와 응축부 

( )사이의 열저항 ℃이며, 은 히

트파이프의 응축부( )와 핀(fin, )사이의 

열저항℃이다. 은 핀의 표면()과 

공기( )에 의한 대류 열저항(thermal resistance 

for convection,℃)이다.

Fig1. Cooling system (A) model 
  for a desktop PC CPU  



       

Fig2. Thermal path and thermal resistance

2.2. 지배방정식

3차원 정상상태의 열 및 유체 유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텐서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속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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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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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2, 3 은 각각 x, y, 그리고 z방향을 

의미하고 식(6)의 은 단위체적당 열발생율이다. 
식(4)와 식(5)의 레이놀즈(Reynolds) 응력항 


′′ 과 난류 열유속항 




′′은 각각 난류 유

동 및 열확산을 지배하는 요소로서 와점성 근사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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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난류 와점성계수 및 와확산

계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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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식(8)의 와 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난류모델을 이용한다. 이때 난류운동에너지 

와 이의 소산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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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각각 난류 응력 및 부력에 의한 생

성에너지이다. 또한 는 플럭스 리차드슨 수이

다.[6][7]

본 연구에서는 계수가 수정된 Kato-Laundar 수
정이라 불리는 표준    난류모델을 사용하였

다.[8] 식 (11)과 식 (12)에서의 난류 응력에 의한 

생성에너지   식(13A)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

다.



Table.1 Specification of analysi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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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모델

(A),(B),(C)의 3가지 모델의 데스크탑 PC CPU
용 냉각 시스템을 3차원 모델링한 것으로, (A)모
델의 경우는 5,490cm2의 방열면적을 갖으며 가로, 

세로 및 높이는 각각 90×124×142mm이다. 팬의 

지름은 110mm이며, 히트싱크의 각각의 구리 휜

은 125개이다. 또한 2개의 히트파이프와 부착되

어 있다. (B)모델의 경우는 가로, 세로 및 높이는 

140x94x185.5mm이고, 120mm 지름의 팬이 

Fig.3(B)와 같이 삽입되어 있으며, 히트싱크의 구

리 휜은 268개 이며, 전체의 방열면적은 5,402cm2

이다. 팬의 출구 측 휜에는 히트파이프가 2개 삽

입되어 있으며, 팬의 입구 측 휜에는 히트파이프

a. (A) model

b. (B) model

c. (C) model

Fig4. Temperature distribution 



가 1개 삽입되어 있다. (C) 모델은 115개 의 구리 

휜에 2개의 히트파이프가 삽입되어있으며, 방열

면적 2,583cm2으로 (A),(B)의 모델과 절반이하의 

방열면적을 가지고 있다. 해석경계조건은 챔버 

내의 온도는 30℃이며, 130W의 CPU 열원이 베이

스 블록 바닥으로부터 열전달 되는 것으로 

(A),(B) 및 (C) 모두 적용하였다. 또한 유동조건은 

팬이 2740rpm의 성능을 내어 강제 냉각한다고 가

정 하였다. 또한 방정식 내의 대류항의 계산을 

위하여 상류차분도식(Upwind Difference Scheme)
을 사용하였다.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압력보정

식을 위해 SIMPLEC 해법을 채택하여, 정상상태

에서의 데스크탑 PC CPU용 냉각 시스템의 유동 

및 열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의 (A),(B) 및 (C) 
모델의 격자수는 모두 약 40,000,000 개 이상이

며, 히트파이프와 베이스 블록 사이의 접촉열저

항(Thermal contact resistance) 및 히트파이프와 핀 

사이의 접촉열저항은 총열저항에 영향을 주나 본 

해석에는 무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4는 정상상태에서의 각각의 냉각 시스템 

모듈의 온도분포를 표시하고 있다. 휜에서의 온

도분포는 강제 대류에 따른 유동속도 분포와 같

이 유동이 지나가는 부분과 팬 근방에서 낮게 나

타났다. 베이스 블록의 온도는 히트파이프가 없

는 부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히트파이

프가 있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분

포를 보여주었다. 휜은 히트파이프가 지나는 부

위가 온도가 높게 분포하였다. 이는 베이스 블록

에 부착된 히트파이프 증발부에서 높은 열원을 

히트파이프의 초열전도 특성과 낮은 열저항으로 

히트파이프의 응축부까지 열전달을 열전달을 보

여주고 있다.
   Fig.5는 정상상태조건으로 해석된 각각의 냉각

기의 측면에서 본 유동 해석의 결과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A)와(C)의 유동속도 분포는 

팬을 통과하여 대각선과 직선 방향으로 퍼져나가

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B)의 유동속도 분포는 

입구쪽 휜을 통과 한 후 팬 뒤쪽의 출구 쪽 휜을 

통과하여 대각선과 직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즉, 히트파이프가 지나가는 부

분의 휜 부분에서, 유동이 지나가는 휜의 윗부분

으로 열전달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Fig.6은 (A),(B) 및 (C) 모델의 수치해석결과로

부터의 총 열저항 값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B)모델은 휜 사이에 팬을 삽입하므로 팬 입구 

및 출구 모두에서, 증대된 전열 면적로 부터 열

전달을 진행하게 하므로 제일 낮은 열저항 수치

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모델 중 가장 큰 

팬 사용과 압력강하에 따른 소음 문제가 고려되

어야 하므로, 낮은 rpm에 대한 최적의 설계가 필

요하다. (C)모델은 전열 면적 축소로부터 셋 모델 

중 높은 열저항을 가졌으나, 발열부의 온도가 요

구된 CPU의 평균 작동 온도 보다 20℃ 이상 낮

았다.  

a. (A) model

b. (B) model

c. (C) model
Fig5. Flow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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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구리 핀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의 조합된 모듈

의 데스크탑 PC CPU용 세 종류의 냉각 시스템의 

열 및 유동 수치해석과 이에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였다. 열부하를 설계 목표치 

130W, 실내 온도 30℃, 2750rpm에 따라 수치해석

을 수행하여, 휜, 히트파이프 및 베이스 블록이 

조합된 냉각 시스템 모듈의 온도 및 유동 경향을 

확인 하였다. 
히트파이프의 개수, 위치 및 배열의 조절에 따

른 (A), (B), (C)의 3개의 샘플 모두 휜에서 히트

파이프가 부착되는 부분은 히트파이프의 열전달

에 의해 온도가 높게 분포 하는 것으로 보이며, 
팬을 통과하여 대각선 방향과 직진 방향으로 뻗

는 휜의 윗부분에서 온도 분포 낮게 나타났으며,
샘플 모두 낮은 열저항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냉각 시스템 모듈을 부착한 

CPU는 130W의 가혹조건에서도 요구된 작동 온

도 보다 낮게 구동하므로, CPU의 안정성 및 내

구성 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히트싱크 모듈이 갖고 있는 무게 증가, 팬의 소

음 증가 등의 문제점들을 억제 및 제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근 데스크탑 PC 시장의 경향에 

맞추어 소형화 및 슬립화 응용 할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동시에 시제작 모델의 제작 전 최적 

설계를 구현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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