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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crochannel heat sink is promising heat dissipation method for high heat flux source. Contrary to
conventional circular channel, MEMS based microchannel had rectangular or trapezoidal cross-sectional
shape. In our study, we conducted three dimensional conjugate heat transfer calculation for rectangular shape
microchannel. First, we simulated that channel was completely drained with known heating power. As a result
we obtained calibration line, which indicates heat loss was function of temperature. Second, we simulated
single phase heat transfer with various mass flux, 100-400 kg/m2s. In conclusion, the single phase test verified
that the present heat loss evaluation method is applicable to micro scale heat transfer devices. Heat fluxes
from each side wall shows difference due to non-uniform heating. However those ratios were correlated with
supplied total heat. Finally, we proposed effective area correction factor to evaluate appropriate heat flux.

기호설명

Nu : 너셀트 수 (Nusselt number)
Ra : 레일레이 수 (Rayleigh number)
Pr : 프란틀 수 (Prandtl number)
Re :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
qT : 열량 (W)
qloss : 열량 (W)
h : 열전달 계수 (kW/m2K)
hNC : 자연 대류 열전달 계수 (kW/m2K)
T∞ : 외기 온도 (°C)
Tc : 관심 구간의 평균 온도 (°C)
Tw : 외벽 온도 (°C)
AT : 전체 열전달 면적 (m2)
A : 채널 한 면의 면적 (m2)
Aeff : 채널 한 면의 면적 (m2)
f : 마찰 계수

α : 가로-세로 비(aspect ratio)
q˝ : 열 유속 (kW/m2s)

Cea : 유효 면적 보상 인자

1. 서 론

무어의 법칙 (Moore’s law)에 의하면 하나의

CPU 칩 안의 트렌지스터의 개수는 2005 년에 이미

오천오백만 개를 넘었으며, 이러한 고집적 회로는

발열 문제와 연관이 있다. IRTS 의 예상에 의하면

2010 년에는 IC 칩의 단위 cm2 당 138 W 의

발열량을 나타낼 것 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발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푸울

비등(pool boiling), 히트 파이프(heat pipe),

마이크로 제트 인핀지먼트(microjet impingement),

그리고 마이크로채널 히트 싱크(microchannel

heat sink) 등 다양한 히트 싱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채널 히트

싱크는 가장 장래성이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1). 그 이유로는 MEMS 제작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IC 칩과 호환성이 좋으며, 상변화

열전달을 통한 높은 열전달 성능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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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채널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사이즈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지 못한 상황이며, 몇몇

연구자에 의해 물리적인 의미 없이 구분되는

상황이다
(2,3)

. 그리고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상용으로 제작되는 수 mm 에서 수백 μm
사이즈의 관을 사용하는 실험 들과 MEMS 제작

기술의 도움으로 수백에서 수십 μm 사이즈의

채널의 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MEMS 에 기초한 채널은 그 형상의 제작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사각, 삼각 또는 사다리꼴

형상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단면 형상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원형 단면 형상의

마이크로채널은 서로 다른 열 경계 조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 벽면에서의 정확한 열의

입⋅출입량과 전체적인 열손실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MEMS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PDMS

(polydimethylsiloxane)로 만들어진 100μm x

100μm 의 사각 채널과 백금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히터로 구성된 실제 실험부에서 열전달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열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수치적으로 모사하였고, 이를 단상 열전달 모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실험부는 선행

연구로 마이크로채널 내의 유동 비등 열전달에

사용된 형상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참고문헌 (4)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사각

채널의 단일 면을 가열하는 조건에서 정확한 열

유속을 구하기 위해, 채널 각 벽면에서의 다른 열

유속 조건에 대한 유효 면적을 보상하는 유효

면적 보상 인자(Effective area correction

factor), eaC 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

유동 해석을 위해 Fluent 6.2 를 사용하였다.

2. 수치 해석

2.1 해석 형상 및 격자 형성

계산 영역은 유동방향으로 중앙의 대칭면을

기준으로 전체 실험부의 반으로 결정하였다.

전체는 층을 기준으로 3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된다. 1) PDMS 로 제작된 높이 3mm, 폭 9mm

길이 65mm 의 사이즈를 가지는 100 μm x 100 μm 의

정사각 채널을 포함한 채널부, 2) 높이 1mm

폭 20mm 길이 90mm 사이즈를 가지는 백금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히터가 패턴닝된 pyrex 유리로

Fig. 1 In/out port and microchannel geometry with
grid.

구성된 히터부, 3) 유리면과 사이즈가 같으나

높이만 3mm 인 아크릴로 구성된 단열부가

순차적으로 쌓여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마이크로히터는 평판형으로 간략화 하였고, 실제

상황과 같이 6 개의 히터를 30mm 구간에서

나누었고, 동일한 열량을 인가하였다
(4)
.

마이크로채널로 유체 유⋅출입을 위한 연결부가

존재하는데 이는 PDMS 를 통해 내경 1mm 의 관과

연결이 되고, 같은 사이즈로 PDMS 를 통과하며

채널부로 들어가기 전에 급축소부와 나간 후에

급확대부가 직사각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Fig.1 은 유동이 차지하는 계산 영역만을

격자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Fig.2 는 전체 계산

영역에 대한 전체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z 방향은 유동방향이며, y 방향은 중력방향이다.

본 계산에 앞서, 6 가지 격자의 종속성 테스트를

하였고, 사용된 각각의 격자 수는 273000, 403200,

922500, 1344000, 1612800, 178800 이다. 모든

격자에 대해서 유동이 없는 계산에서는 종속성이

없었으나, 유동에 대해서는 종속성이 나타났다.

(a)

(b)

(c)

(d)

(a)

(b)

(c)

(d)

Fig. 2 Total geometry with grids ; a) total view, b) x-y
plane, c) y-z plane, d) x-z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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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test for grid dependency; velocity.

본 연구에서는 Fig.3 의 결과에 따라 3 번째로

조밀한 922500 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2.2 가정 및 경계 조건

계산에 적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정상 상태

2) 비압축성 유동

3) 층류 유동

4) 물리적 상태량은 상수

5) 점성 소산은 무시

www.matweb.com 에서 구한 물성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때, 경계조건은 크게 유동에 대한

질량, 운동량 방정식을 위한 것과 에너지

방정식에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의 면은 대칭으로,

수치적 확산항이 영이 되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입구에서는 일정 속도 조건을 출구에서는

대기압의 일정 압력 조건을(질량유속에 기초한

1mm 직경의 입구 포트에서의 속도), 벽면에서는

속도가 없는 비미끄럼 조건을 주었다. Fig. 4 는

마이크로채널 단면의 개략도 이다. 열 조건으로는

발열량을 소스항으로 추가해주었다. 이는 열유속

기준으로 단위 부피당 열량을 바닥면의 마이크로

Pyrex glass plate

PDM S

M icroheater
Side wall

bottom wall

upper wall

Pyrex glass plate

PDM S

M icroheater
Side wall

bottom wall

upper wall

Fig. 4 Schematic diagram of cross-section in
microchannel.

히터는 아주 얇은 두께(0.1μm)를 가지는 백금 층

구조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Lee 등
(5)
은 단상

열전달 계산에서 얇은 벽 조건의 적용에 타당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했다. 자연 대류 열전달 계수의

상관식(6)은 아래와 같고, 이는 Fluent 내의 UDF 를

통해 적용하였다(7).

수직 평판일 경우,

( )

1/ 4

4/99 /16

0.6700.68
1 0.492 / Pr

RaNu
⎧ ⎫
⎪ ⎪= +⎨ ⎬

⎡ ⎤⎪ ⎪+⎣ ⎦⎩ ⎭

(1)

수평 평판에 대해서 가열 면의 윗면 일 경우,

1/ 4 4 7

1/ 4 7 11

0.54 10 10
0.15 10 10

Ra Ra
Nu

Ra Ra
⎧ ≤ ≤

= ⎨
≤ ≤⎩

(2)

수평평판에 대해서 가열 면의 아래면 일 경우,

1/ 4 5 100.27 10 10Nu Ra Ra= ≤ ≤ (3)

3. 열손실 해석

3.1 열손실 예측 관계식

열손실은 내부의 마이크로히터에서 발열하는 열

을 최외각 경계를 통해 외부로 방출한다고 본다면,
그 양은 식 (4)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최외각

경계 온도는 내부 고체와 열전도도에 의해 결정된

다. 그러므로, 결국 열손실은 임의의 온도에 의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외기온도가 일정하

다고 가정), 식(5)로 표현된다.

( )loss NC wq h T T∞= − (4)

( )loss c cq a T T b aT b∞ ′= − + = + (5)

본 첫 번째 계산에서는 위의 보정 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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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libration line; relation of heat loss and
temperature.

3.2 계산 조건 및 보정

식(5)의 보정은 알고 있는 열손실과 온도를

통해 온도에 대한 열손실의 선형 함수를 구하게

된다. 열손실을 알기 위해서, 마이크로채널 내를

유동이 없는 공기로 차있는 경우를 모사하였다.
이렇게 되면, 인가한 열량은 모두 열손실로 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열량은 히터 하나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0.0025, 0.0125, 0.0375, 0.05,
0.075W 의 5 가지의 경우를 적용하였다. 선행 연

구에서 아크릴판의 중앙에 열전대를 삽입하여

온도를 측정함으로 본 계산에서도 6 개 마이크

로 히터의 아래 아크릴판의 중앙으로 관심 온도

를 정하였다. Fig. 5 의 결과는 각 마이크로히터

영역 (입구영역 TC1 에서 출구영역 TC6)에 공급

된 열량과 관심 지점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선형성이 좋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고, 채널의 방향에 대해 대칭적인

열손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단상 열전달 해석

4.1 계산 조건
위의 열손실과 온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서 단상 액체 유동의 열전달 상황을 모사하였다.
작동 유체는 물을 사용하였다. 다른 열전달 조

건을 고려하여, 입구의 질량유속을 100, 200, 300,
400 kg/m2s 로 4 가지 경우, 열량은 하나의 히터

가 0.0125 W (열 유속으로 100kW/m2)로 6 개의

히터에 일정하게 가해진 경우에 대하여 비교하

였다.

4.2 단상 압력 강하

Shih(8)는 point matching method 를 사용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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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6

0.8

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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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5 10 15 20 25 30 35 40 45

Re

f

circular

Numerical result

Shah and London

Fig. 6 Friction factor of single phase laminar flow.

다른 가로-세로 비에 대한 사각채널에서의 마찰

계수와 레이놀즈 수의 관계를 구하였다. Shah 와

London(9)은 위의 결과를 가로-세로 비에 대한

다항식(식(6))으로 만들었다.

2

3 4 5

Re 24[1 1.3553 1.9467
1.7012 0.9564 0.2537 ]

f α α

α α α

= − +

− + −
(6)

Fig. 6 은 계산 결과가 원형과는 차이가 있고, 식

(6)과 근사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본 해

석에서는 식(6)에서 α=1 인 결과 f⋅Re=14.23 와

유사한 14.16 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단상 압력

강하 해석 해가 마이크로채널에서도 적용 가능

함을 확인하였고, 본 계산에 대한 신뢰도를 검

증할 수 있었다.

4.3 열손실 예측 방법의 검증

계산 결과 단상 열전달은 채널 내부 유체의

온도의 상승에 따라 열손실은 증가하게 된다.
Fig. 7 은 3 번째 히터 구간에서 온도와 열손실에

대한 보정 선을 나타낸다. 질량 유량이 증가 함

에 따라 열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선은 Fig.5 의 보정 선을 나타내고 있고,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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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libration line with valid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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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히터의 온도를 기준으로 구한 보정 선이다.
TEST-heater3 은 히터 온도를 기준으로 열손실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이로부터 히터온도를

관심 온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존의 많은 연구자들은 위의 열손실을 구하는 방

법에서 히터의 온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10), 본 결과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

겠다.

4.4 사각채널에서의 열 흐름 분포

열손실도 중요하지만, 단면 가열에서 열 유속

을 정확히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Fig. 8 은 두

가지 경우(질량유량 100, 300 kg/m2s, 열량은

0.0125 W 로 일정)에 대해 Fig.4 에서 정의한 사

각채널의 세 면에서의 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6 개의 히터영역으로 나누어 결과를 정리하였고,
하나의 히터에서의 발열량에 대한 분율로 표시

하였다. 양의 값은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열량

을 음의 값은 반대를 나타낸다. 유동 방향으로

열의 흐름 분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히터와 가까운 아래면(bottom)에서 대부분의 열

이 들어가고, 저유량 일 때 후류 영역에서는 열

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유량, 즉

열전달 계수가 높아짐에 따라 옆면(side)와 윗면

(upper)을 통한 열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이크로채널 히트 싱크의 경우는

사각채널의 단면 가열의 경우로 가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고, 사각채널에서 단면 가열의

경우는 옆면과 윗면에서도 열이 들어갈 수 있는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Fig. 9 는 하나의 히터 영역(3, 6 번 히터구간)에

서 열손실에 대한 4 가지 계산 조건에서 사각채

널의 3 면에서의 열 흐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히터에 가해준 열량에 대해

분율로 표시하였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채

널로 들어간 열량에 대해 세 면에서의 분배 비

가 일정하게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b)는 열이 방출하는 경우에 대

해서도 예측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

른 히터 구간에 대해서도 선형적인 결과를 나타

내었다.

4.5 유효 면적 보상 인자

일반적으로 열전달 계수는 식(7)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사각채널에서의 경우 실제 가해준

전체 열량을 알고, 온도차이를 측정한다 하더라

도 모든 면에서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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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eat flow on heater section; (a) G=100 kg/m2s,
q”=100 kW/m2 (b) G=300 kg/m2s, q”=100
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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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eat flow in each wall of rectangular channel
for one heater section; (a) no. 3 heater, (b) no. 6
heater.

사실이다. 이는 앞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열

흐름의 분포가 불 균일하기 때문이다.

T

T

q qh
A T T

′′
= =

Δ Δ
(7)

식 (7)을 각 면에 들어온 열량으로 나누어 생각

하면, 식(8)과 같이 볼 수 있다. 식(7) 과 비교해

보면, 열 유속을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열 유속에 대한 면적을 정의해야 하고 그

것을 유효 면적이라 볼 수 있다. bottom (바닥면)
을 기준으로 식(8)로부터 유효면적을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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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ive Area coefficient for no. 2, 6 heaters.

면 식(9)와 같고, 이는 기준이 되는 면의 열량에

대한 다른 면을 통한 열 유입의 비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그 정도를 유효 면적 보정 인자,

eaC 로 정의하였다.

T bottom side upq q q q= + +

2bottom side uphA T h A T hA T= Δ + Δ + Δ

21 upside

bottom bottom

TThA
T T

Δ⎛ ⎞Δ
= + +⎜ ⎟Δ Δ⎝ ⎠

(8)

1 upside
eff ea

bottom bottom

qqA A C A
q q

⎛ ⎞
= + + =⎜ ⎟
⎝ ⎠

(9)

유효 면적 보정 인자의 정의에 따라 각 히터

(2, 5 번 히터) 영역에서의 eaC 를 구한 결과를

Fig. 10 에 나타내었다. 유효 면적 보정 인자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1 에 가깝다는 것은 실

제 bottom(바닥면)에서만 열이 들어가는 경우에

가깝고, 즉, bottom 을 유효면적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Fig. 8 의

결과에서 2 번과 5 번의 히터 영역의 결과를 보

면, 2 번 히터의 경우는 열이 upper 와 side 에서

도 들어가는 경우(양의 값)이고, 그러므로 eaC
는 1 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 반면에 5 번 히

터 영역의 경우, 낮은 질량유속에서 열이 나가

는 결과(음의 값)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eaC 가

1 보다 작은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사각 마이크로채널과 마이크로히터로 구성된

실험부에 대한 3 차원의 열전달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사각채널의 단상 압력강하 상관식

이 마이크로채널에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2. 열손실을 특정 온도의 함수로 보정하여 예

측하는 방법에 대한 검증을 수치적으로 하였으

며, 히터의 온도를 대표 온도로 사용할 수 있음

을 확인을 하였다.
3. 단면 가열 사각 마이크로채널에서의 불 균

일한 열 흐름을 확인하였고, 이 영향을 보상하

기 위한 유효 면적 보상 인자, Cea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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