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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루프히트파이프 이하 로 표(Loop Heat Pipe: LHP
기 는 기본적으로 히트파이프의 원리를 이용하지)
만 증발부 내에서 유도되는 모세관력 만으로 루

프 전체의 작동유체 순환에 필요한 압력차를 제

공하여 일반 히트파이프보다 우수한 열이송 능력

을 나타낸다 의 형태와 응용도는 다양하지만. LHP
기본적인 원리는 참고문헌에 상술된 바와 같다
(1,2) 그러나 의 실제 제작상 많은 어려움이 있. LHP
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열전도도가 낮으며 매우,
작은 중공도의 윅 구조물을 제작하는 소결기술과

증발부와 액체 저장조의 구조적 설계기술을 들

수 있다.
의 작동에 관한 물리적인 현상은 매우 복잡LHP

하며 입력열부하와 시스템의 자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다루어 온. LHP

소결금속 윅과 메탄올을 사용하며 바이패스라인이 부착된
루프히트파이프의 작동 특성

부준홍†․정의국*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a Sintered-Metal Wick/Methanol Loop Heat

Pipe Having a Bypa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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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a loop heat pipe (LHP) having a bypass line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The LHP had a sintered metal wick as a capillary structure and methanol as a working
fluid. The sintered metal wick was made of stainless steel of which the average pore size was 5
and porosity of 47%. A bypass line of a small diameter was attached between the vapor escape
passage and the liquid reservoir. The dimension of the flat evaporator was 50(L)×40(W)×30(H) mm
and that of the condenser was 50(L)×40(W)×11(H) mm. Wall and pipe material of the LHP was
stainless steel and heating area was 35(W) mm×35(L) mm. The inner diameters of vapor and liquid
transport lines were 4.0 mm and 2.0 mm, and the lengths of the two lines were both 0.5 m. The
LHP was tested for three different tilt angles of horizontal, favorite tilt, and adverse tilt. The thermal
load range was up to 290 W at the condenser above evaporation position. Furthermore, the effect of a
bypass line on the start-up transient as well as steady-state operation was present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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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주제로서는 시동 중 온도의 오버슈트

낮은 열부하에서 시동 문제 그리고(overshoot), ,
높은 열부하에서 드라이 아웃에 관한 것들을 들

수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Boo and Jung(7)의 연구에서 사용

한 폴리프로필렌 윅을 소결금속 윅으로 대체하여

시동특성과 정상상태 성능을 조사하였으며 나아

가 시동과 정상상태 조건에서 바이패스 라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장치 및 방법2.

은 바이패스라인을 부착한 증발부를 갖는Fig.1
형상과 열전대 위치를 나타낸다 히터와 증LHP .

발부는 발열 전자부품과 직접 접촉이 용이하도록

평판형으로 구성하였다 증발부 크기는. 40 mm(W)
이며 액체 저장조가x 50 mm (L) x 30 mm (H) ,

내장되어 있다 증발부 외벽이 히터와 접촉하는.
전열면적은 이며 증발부 내부에35 mm x 35 m ,
는 전열면과 윅 구조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증기

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개의 축방향 그9
루브가 가공되어 있다 소결속 윅의 두께. STS316
는 평균기공 크기는 이며 기공6 mm, (pore) 5 m ,μ

율 는 이다 응축부는(porosity) 0.47 . 40 mm (W) x
이며 내부에 개의 냉50 mm (L) x 50 mm (H) , 10

각수 채널이 가공되어 있다 액체 이송관과 증기.
이송관의 내경은 각각 와 이며2.0 mm 4.0 mm ,
길이는 각각 씩이다0.5 m .
바이패스 라인은 증기채널과 액체 저장조를 연결

하여 증기 이송관과 동일한 직경을 갖는 관이며,

관 중앙에는 바이패스되는 증기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밸브를 부착하였다 작동유체는. 충전량은 문

헌7)에서 제시된 충전률 에 해당하는 를50% 38 cc
충전하였다 실험장치에는 에 보이는 바와. Fig. 1
같이 모두 개의 열전대를 부착하였으며22 K-type ,
모든 열전대는 와 사이에서 보정하였0°C 100°C
다 히터에 공급하는 열부하는 전압조절기로 조절.
하였으며 와트미터 측정오차 의, ( : full scale 0.5% )
로 측정하였다 냉각원의 온도와 유량은 항온조와.
유량계로 각각 와 로 일정하게 제어하10°C 5 GPH
였다 실험장치 전체는 주위와의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세라믹울로 단열하였다 온도자료 전체는.
매 초 마다 자료획득장치에 의해 처리하였다5 .
실험은 수평상태에서 성능과 응축부 상향LHP
의 시동 및 정상상태조건에서 바이패스 밸브를15°

개방 또는 폐쇄하여 바이패스의 효과를 정량적으

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실험결과3.

는 수평 자세에서 에서 까지Fig. 2 10 W 120 W
의 공급열부하에 따른 각 위치의 온도를 시LHP
간에 따라 보이고 있다 공급열부하 에서는. 120 W
증발부 외벽 최고온도가 에 도달하였으며200℃
지속적인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드라이 아웃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실험을 중단하였다(dry-out) .
은 응축부 상향 에서 입력열부하Fig. 3 15° 260 W

를 입력 후 바이패스 라인을 활용하여 오버슈트

온도 및 정상상태에서 바이패스 효과를 알아보았

다 일반 작동모드 이하. (normal opera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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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vaporator wall (Evp),  9: Wick Inlet (Wick. in),  10: Reservoir,  11: Evaporator, Outlet(Evp. out), 12: Vapor line,  13:
Condenser, inlet (Cond. in),  14: Condenser, outlet(Cond. out),  15: Liquid line 16: Evaporator, inlet(Evp. in) , 17: Coolant inlet
(Cool. in),  18: Coolant, Outlet (Cool. out), 19~21: Condenser wall(CW), 22: Bypass line(BL)

Fig. 1 Schematic of LHP fabricated in this study( numbers represent thermocouple locations and their desig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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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기함 는 바이패스 밸브를 폐쇄하여NOM )
일반적인 의 작동환경이며 바이패스 작동모LHP ,
드 이하 으로 표기함(bypass operating mode: BOM )
는 증발부 증기채널로부터 일부의 증기가 액체저

장조로 바이패스되는 작동상태를 나타낸다. Fig.
는 에서 시동 후 실험시각 분에 바이3(a) NOM 8.75

패스 라인으로 증기를 유입시킨 실험결과이며,
는 동일한 입력 열부하에서 으로 시Fig. 3(b) NOM

동 후 실험시각 분에 바이패스 밸브를 개방한1.9
결과이다 는 으로 시동하여 정상상. Fig. 3(c) BOM
태에 도달한 실험시각 분에 으로 전환한27 NOM
경우의 온도특성을 보이고 있다 의 경우. Fig. 3(a)
에 증발부 외벽의 오버슈트 최고온도는 까326℃
지 상승하였으며 의 경우에는 까지, Fig. 3(b) 241℃
상승하였다 바이패스 밸브를 개방하는 시간에 따.
라 오버슈트 온도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를 시동한 결과 오버슈트. BOM LHP
최고온도는 로 감소하였다 국부 온도의 오178 .℃

버슈트 문제는 최근 의 작동특성에 있어서 문LHP
제로 등장하는 현상이다(1,2) 에서 에. Fig. 3(c) BOM
서 으로 전환한 결과 정상상태의 증발부 외NOM
벽온도 가 최고 에(Evp. 3, Evp. 7 and Evp. 8) 154℃
서 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높201 .℃

은 열부하에서 전열면의 그루브와 밀착된 윅 구

조물에 마른영역이 증가하는데 바이패스 라인을,
열면 이를 통해 액체 저장조로 유입된 증기가 액

체 저장조 내부의 액체를 윅 구조물 방향으로 밀

어주어 마른 영역을 감소시킨 결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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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rt-up of LHP with NOM and BOM
(260 W, favorite til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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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축부 상향 의 자세에서 입력열Fig. 4 15°
부하 로 으로 시동 후 과 을160 W NOM BOM NOM
반복한 실험결과 와 으로 시동한 실(Fig. 4(a)) BOM
험결과 를 나타내었다 으로 를(Fig. 4(b)) . NOM LHP
시동한 결과 증발부 외벽의 오버슈트 최고온도는

까지 상승하였으며 으로 를 시동했190 , BOM LHP℃

을 때는 오버슈트 온도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으로 시동하여(Fig. 4(c)). Fig. 4(a) NOM
정상상태로 도달한 후 으로 전환한 결과는BOM

과 다르게 증발부 영역의 모든 온도들이 상Fig. 3
승하였지만 증발부 외벽의 한점 는 과Evp. 3 BOM

에서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에서NOM .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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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rt-up of LHP with NOM and BOM
(160 W, favorite tilt 15°)

영역에 가장 적은 양의 액체가 공급되고Evp. 3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에 수평과 응축부 상향 자세에서 실Fig. 5 15°
험한 의 열저항을 아래 식 로 계산하여 비LHP (1)
교 하였다.

 

      (1)

여기서, 는 증발부 외벽의 평균온도이며

 는 유입되는 냉각원 온도이다.

에서 수평자세와 응축부 상향 자세에서NOM 15°
실험결과를 비교하면 응축부 상향 자세에서, 15°
의 열저항이 수평자세에 비해 최대 열부하64%(

에서 낮게 나타났다 응축부 상향 자세100 W ) . 15°
에 한하여 과 의 성능 특성을 비교하면BOM NOM ,
입력열부하 범위 에서 의 경우가(20~210 W) NOM
최대 낮았지만 입력열부하 범위23% , (220~260 W)
에서는 의 경우가 열저항이 최대 열부하BOM 14%(

에서 감소하였다 이 에 비하여260 W ) . BOM NOM
평균 열저항이 증가하는 것은 바이패스라인을 통

하여 증기가 액체저장조로 유입되어 증발부 영역

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이며 평균열저항이 감,
소하는 원인은 높은 열부하에서 바이패스 라인으

로 유입되는 증기가 액체 저장조 내부의 액체를

전열면 방향으로 밀어서 윅 구조물의 마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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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킨 결과 증발부 외벽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는 응축부 상향 자세에서 의 경Fig. 6 15° BOM

우에 가 시동하는 동안 측정된 증발부 외벽의LHP
최고온도와 의 경우에 증발부 외벽의 오버슈NOM
트 최고온도를 비교하였다 공급열부하 이. 240 W
하에서 으로 시동할 경우에 오버슈트 온도는BOM
나타나지 않았다 동일한 입력열부하에서 증발부.

의 오버슈트 최고온도는 이 시동하는NOM BOM
동안 나타나는 증발부 외벽최고 온도에 비하여

최대 열부하 에서 높게 나타났다93 ( 260 W ) .℃

은 응축부 상향 자세에서 과Fig. 7 15° BOM NOM
로 시동한 경우의 정상상태 증발부 외벽 최고온

도를 비교하였다 입력열부하 범위 에서. (20~200 W)
의 경우에 증발부 외벽 최고온도가 감소최대NOM
열부하 에서 감소하였으나 입력열부하31%( 180 W )

범위 에서는 의 경우가 최대(220~270 W) BOM
열부하 에서 감소하였다30%( 260 W ) .

은 과 에서 의 시동시간Fig. 8 BOM NOM LHP
비교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시동시간은. LHP
의 증발부로 액체가 귀환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나타내었으며 실험자료에서 의 의, Fig. 1 Evp. in
온도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

다 이상의 입력열부하 범위에서는 오버슈. 180 W
트 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으로의 시동이NOM
불가능하였으므로 이하의 실험자료만으로160 W
결과를 비교하였다 은 에 비하여 시동. BOM NOM
시간이 짧게 나타남으로써 시동특성이 향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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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maximum evaporator wall
temperature of BOM and overshoot
temperature of NOM during start-up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동하는 동안 오버슈트.
현상이 없으면 시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으로 인하여 시동시. BOM
간은 최대 열부하 에서 감소하였다65%( 100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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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maximum evaporator wall
temperature at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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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4.

소결금속 윅과 메탄올을 사용하며 바이패스 라

인을 갖는 루프히트파이프의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수평상태에서 본 연구의 실험결과 최(1) LHP

대 의 열부하를 이송할 수 있었다110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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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부 상향 자세에서 가 시동하는(2) 15° LHP
동안 바이패스 라인을 사용할 경우 오버슈트 온

도를 제어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동시간은,
최대 단축 가능했다65% .

정상상태에서 바이패스 라인을 사용할 경우(3)
낮은 열부하 범위에서는 열저항이 증가하였으나

높은 열부하 범위에서는 증발부 외벽의 평균온도

가 감소함으로써 시스템의 열저항이 감소하여 성

능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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