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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heat pipe combined with a solid-liquid phase change 
material(PCM). The outer diameter of the heat pipe was 9.5 mm and the total length was 600 mm, where 
the evaporator, the adiabatic section and the condenser lengths were equally 200 mm. A paraffin wax having 
a melting point of 58.5 was used as PCM. The paraffin container was attached to the adiabatic section of 
the heat pipe. The paraffin container had outer diameter of 18 mm, wall thickness of 1.2 mm  and the total 
length of 100 mm. The heat pipe was tested with tilt angle of horizontal degree and favorite angle 10 
degree, with evaporator lower position to provide stable operation of the heat pipe. Input thermal load was 
varied from 40 W, with increment of 40 W, to above 100 W until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heat 
pipe wall reached 200 . Test results of the PCM heat pipe were presented in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heat pipe of the same basic dimensions. The performance was analyzed in terms of temperature distribution, 
thermal resistance and heat transport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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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Qin : 공급 열부하(W)
Rth : 시스템 열저항(℃/W)
T : 온도(℃)
x : 열전대 위치(m)
L : 히트파이프 길이(m)

하첨자

e :   증발부

c :   응축부

1. 서 론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 이하 PCM) 
은 주로 태양열 반응로와 같은 열저장 시스템에 

적용하여 열을 효과적으로 저장하며 전자장비 및 

열교환 기기에 접합하여 냉각용으로 사용하고 있

다(1-3). 
고체-액체간 상변화시에 흡수하는 대량의 잠열

을 저장 및 열매체로부터 열을 흡수함으로써 냉

각용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Lee et al은 PCM을 

활용하여 이동전화기의 냉각성능에 관한 이론적 

및 수치적 연구를 수행을 통하여 PCM의 온도상

승 억제 기능을 보고하였다(1). Cui et al은 태양열 

히트파이프 수집기의 히트파이프 외벽에 PCM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운전시간에 따른 각부 영역의 

온도 분포를 조사하였다(2). 이들은 PCM이 수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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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향상과 작동유체의 온도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Liu et al은 

히트파이프 열교환기의 고온부와 저온부 사이에 

PCM챔버를 설치하여 열교환기의 작동특성을 분

석하여 PCM이 효과적으로 열의 저장 및 방출 기

능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3).
본 연구에서 구리/물 조합 히트파이프의 단열

부에 PCM을 접합하여 PCM의 상변화에 따른 히

트파이프의 성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이를 활용

한 전자장비 냉각 및 에너지 절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작 및 시험한 히트파이

프의 사양과 열전대 위치를 보이고 있다. 히트파

이프의 전체길이는 600 mm로서 증발부, 단열부 

및 응축부 각각 200 mm로 제작하였다. 히트파이

프 재질은 구리이며 외경 9.52 mm 및 내경 8 
mm이다. 작동유체는 물로서 히트파이프의 윅 구

조물 내 중공 체적의 110%인 3 cc를 주입하였다. 
PCM 용기는 길이 100 mm 외경 22 mm, 내경 20 
mm이며 총 체적이 24.3 CC이다. 히트파이프 단

열부 외벽에 부착하여 PCM이 단열부 벽과 직접 

접촉하여 히트파이프에서 PCM으로의 열전달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실험장치는 히터와 냉각기를 

부착한 후 전체를 세라믹 울로 견고하게 단열하

였다. 히트파이프의 상세한 사양을 Table 1에 수

록하였다. Fig. 2는 히트파이프 성능실험을 위한 

실험장치를 나타낸다. 히트파이프는 기울기 조절

대 위에 놓여져 있으며 히트파이프의 기울기는 

수평과 10°이다. 항온조에서 일정한 유량 5 GPH, 
25°C를 공급하여 응축부에서 일정한 열이 회수 

되도록 구성하였다. 증발부에 열 공급을 위하여 

전기저항식히터(220 V, 300 W)를 부착하였으며 

전압조절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열부하가 공급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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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PCM HP in this study and
       the thermocouple locations

Pipe O. D.(mm) 9.52

Pipe I.D.(mm) 8

Pipe length(mm) 600

Pipe material Copper

Mesh material
 Stainless Steel 316,
 Mesh No.100,
 2 Layers

Working fluid Water

PCM
Paraffin wax,

Melting point  (58.5 )

Table 1 Dimensions/materials of heat pipe

 acqusition system

Voltage regulater

Flow meter
Heat Pipe

Multi 
meter Constant 

Temperature 
Bath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PCM을 충전하지 않은 

일반 히트파이프(Conventional HP) 와 PCM을 충

전한 히트파이프(이하 PCM HP)에 40 W에서부터 

20 W간격으로 100 W까지의 열부하를 공급하였

으며, 일반 히트파이프와 PCM HP의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공급열부하에 대해 응축부에서 회수한 열량, 즉 

실제 히트파이프에서 수송한 열부하는 평균 60% 
이상으로서 이 차이는 중간의 열손실로 인한 것

이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Fig. 3은 수평자세에서 일반 히트파이프와 

PCM HP의 공급열부하에 따른 정상상태 축방향 

온도분포를 공급열부하에 따라 나타내었다. 히트

파이프의 단열부 온도(Fig. 1의 Vapor)가 증발부 

끝단 온도(Fig. 1의 Evp. 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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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xi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HP as a
   function of thermal load (Horizontal)

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아직 분

석되지 않았다. 일반히트파이프와 PCM HP의 온

도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PCMHP의 

증발부 외벽온도와 응축부 외벽온도가 최대 14%
(공급열부하 80 W의 열전대 위치 0.17) 낮게 형

성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증발부에 공급된 열의 

일부분이 PCM에 저장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열전대 위치 0.325의 단열부 온도(Fig. 1의 

Vapor)는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여 PCM 히트파

이프가 최대 4% 이상(공급열부하 100 W) 높게 

나타났다. 이 현상은 PCM 용기 부착에 따른 영

향으로 추정된다. 한편, PCM HP의 응축부 외벽

온도가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여 약 2% 낮아지

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증발부로부터 

이동되는 열의 일부가 PCM에 저장됨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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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xi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heat pipe   
      as a function of thermal load (favorite ang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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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부로 오는 열전달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Fig. 4는 증발부를 하부에 위치시킨 기울기(즉, 

favorite   tilt) 10°에서 일반 히트파이프와 PCM 
HP의 축방향 온도분포를 공급열부하에 따라 나

타낸 것이다. 열부하가 40에서 80 W 범위까지는 

증발부 영역에서 PCM HP의 온도는 일반 히트파

이프에 비하여 축방향 위치에 따라서 높거나 낮

았지만 차이는 2% 미만으로 매우 작았다. 그러나 

공급열부하 100 W의 경우에는 PCM HP의 증발

부 벽 온도 가 최대 30% (Fig. 1의 Evp. 1) 낮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Fig. 3에서 상술한 바

와 같다. 단열부 영역의 온도는 일반 히트파이프

와 PCM HP의 차이가 2% 미만으로 작게 나타났

다. 응축부 외벽의 온도는 PCM HP가 일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었으며 공급열부하 100 W의 경우에 

최대 4% 낮게 측정되었다. 
Fig. 5에서 공급열부하에 따라 일반 히트파이프

와 PCM HP의 작동온도를 비교하였다. 수평자세

에서 PCM HP의 온도는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4% (열부하 100 W에

서)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원인은 

Fig. 3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기울기 10°에서 

PCM HP의 작동온도는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

여 공급열부하 40 W에서 80 W범위에서 2% 이
내에서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공급열부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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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erating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thermal load

W에서는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여 낮게 측정되

었다.
Fig. 6은 공급열부하와 기울기에 따른 히트파이

프의 증발부 외벽평균온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외벽 평균온도는PCM HP의 경우가 낮게 형성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

평자세에서는 최대 8%(열부하 80 W에서)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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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verage evaporator wall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therm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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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verage condenser wall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therm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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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으며, 기울기 10°의 경우에 최대 23%(열
부하 100 W에서) 낮게 나타났다.  

 Fig. 7은 일반 히트파이프와 PCM HP의 공급

열   부하에 따른 응축부의 외벽평균온도를 보이

고 있다.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여 PCM 히트파

이프의 온도가 낮게 형성되었으나 그 차이는 2℃ 

미만으로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Fig. 8은 일반 히트파이프와 PCM HP의 공급

열부하에 따른 평균열저항을 나타내었다. 열저항

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1)

여기서 

는 증발부 외벽 평균온도, 는 응축

부 외벽 평균온도, 은 시스템에 공급한 열부

하이다. 
 기울기를 기준으로 일반 히트파이프와 PCM 

HP의 열저항을 비교하면, 수평자세일 때 PCM 
HP의 열저항 값이 낮게 측정되었고 공급열부하 

80 W의 경우에 최대 10% 낮게 측정되었다. 기울

기 10°일 때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여 PCM HP
의 열저항이 최대 4%(공급열부하 40 W에서) 높
게 측정되었지만, 공급열부하 100 W에서는 오히

려 열저항이 30%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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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verage thermal resistance as a function of  
      thermal load

3. 결론

상변화 물질(PCM)을 히트파이프 단열부 외벽

에 접합하여 수평과 기울기 10°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변화 물질을 사용한 히트파이프는 증발부 

외벽평균온도를 수평의 경우에 최대 8%까지 감

소하였고 기울기 10°의 경우에 최대 23% 까지 

감소하였다.
(2) 수평자세에서의 실험에서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여 PCM HP의 작동온도가 최대 4% 정도 높

게 측정되었으나, 기울기 10°의 경우에 일반 히트

파이프와 PCM HP의 작동온도 차이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 
(3) 모든 경우에서 PCM HP는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여 응축부 외벽평균온도가 낮게 측정되었으

나 그 차이는 2% 미만으로 매우 작았다.
(4) 모든 경우에서 PCM HP는 일반 히트파이프에 

비하여 평균열저항이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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