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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miniature loop heat pipe 
(MLHP) with non-inverted meniscus type capillary structure. All parts of MLHP in this study were 
made of copper including the capillary structure and the distilled water was used as a working fluid 
of MLHP. The outer diameter of evaporator was 9 mm and its length was 119 mm. The effective 
pore size of the capillary structure was 30 micron and its porosity was 60%. The vapor transport line, 
the liquid transport line and the condenser were consisted of single 4.0 mm copper tube. The distance 
between the evaporator and the condenser region was 200 mm and the length of the loop was 969 
mm. This MLHP was operated successfully at any orientation but the gravity highly influenced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MLHP. The maximum thermal load was 130 watts at the bottom heat 
mode and the 20 watts at the top hea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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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Qin : 입력열부하 (W)
Rth : 열저항 (K/W)
Ts  : 열원 표면 온도 (°C)
Tc  : 냉각판의 온도 (°C)
Tl  : 액체이송관 벽온도 (°C) 
Tv  : 증기이송관 벽온도 (°C)

1. 서 론

전자장비 및 부품의 고성능화로 인한 발열량 

증가로 인하여 고성능의 냉각수단에 대한 필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냉각 수단의 후보로서 루프히트파이프(Loop 
Heat Pipe, LHP)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HP는 일반적인 히트파이프와 마찬가지로 

증발/응축에 의한 열교환과, 외부 동력없이 열을 

이송시킬 수 있다. 구조는 증발부, 증기이송관, 
응축부, 액체이송관 그리고 액체저장조로 구분되

고, 증발부에만 윅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매끈한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액체유동저항을 최소화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히트파이프와 

달리 중력의 역방향으로 액체 순환이 가능하고, 
보다 먼 거리로 열을 이송시킬 수 있다.(1)

외국의 경우 니켈 또는 티타늄 윅을 이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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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at transfer mode in the evaporator of the 
LHP

Fig. 2 Non-inverted meniscus type evaporator in this 
study.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윅구

조물의 제작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학과 연구소

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폴
리프로필렌 윅(2), 세라믹 소결윅(3), 청동 소결윅(4) 
그리고 인공위성 열제어를 위한 니켈 금속윅(5) 
등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성능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국부 발열체를 냉각하기 

위한 저가 LHP를 개발할 목적으로  구리 소결윅 

히트파이프 제작 기술을 이용한 작은 크기의 

LHP를 제작, 실험을 통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증발부 

Fig. 1(a)는 통상적으로 LHP 증발부에 적용되고 

있는 inverted meniscus 개념의 구성을 보이고 있

다. 증발부 외벽에서 유입된 열과 가열면에 공급

되는 액체상태의 작동유체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

로 되어있다. 외벽과 접촉되어 있는 모세관 구조

물의 액체표면에서 상변화를 통한 증기가 발생되

고 증기 배출구를 통해 증기이송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모세관 구조물을 통해 이동하는 경로가 매

우 짧게 된다. 이론상으로는 1 kW/cm²까지 처리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7) 
Fig. 1(b)는 non- inverted meniscus 개념을 보이

고 있다. 일반적인 히트파이프에서 사용되고 있

는 형태로서 벽을 통해 열이 공급되고,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모세관 구조물을 통해 축방향으로 

액체상태의 작동유체가 공급된다. 벽면을 통해 

전달된 열은 벽에 액체로 포화된 모세관 구조물

을 통과하여 기-액 경계면에서 증발되어 작동유

체와 함께 응축부로 이동한다. Inverted meniscus 
개념에 비하여 액체상태의 작동유체 이동에 큰 

유동저항이 발생하고, 열전달능력 또한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Inverted meniscus 형태의 LHP용 증발부를 만들

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제작 비용의 상승을 동반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제작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LHP 제작을 위

해 non-inverted meniscus 개념의 증발부를 이용하

여 작은 열원을 냉각하기 위한 소형 LHP를 제작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증발부에 대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모든 재질은 구리로 제작되었다. 
길이 119 mm, 두께 0.5 mm의 구리관 내부 벽면

에 평균 두께 1.75 mm의 모세관 구조물 그리고 

모세관 구조물의 안쪽 공간을 구분하는 20 mm 
두께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세관 구조물은 

구리 소결 금속으로써, 유효 중공크기가 30㎛이

고 중공도는 60%이었다. 금속소결윅 히트파이프 

제작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일반 히트파

이프와 다르게 모세관 구조물 내부 공간에 소결 

금속으로 구성된 벽면을 두어 증발부를 액체영역

과 증기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액체상

태의 작동유체가 모세관 구조물만을 통해서 가열

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액체영역이 

LHP의 액체저장조가 된다. 액체저장조의 길이는 

70 mm이었고, 증기영역의 실제로 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역의 길이는 29 mm이었다. 

2.2 LHP 제작

앞서 언급한 구리 소결금속 모세관 구조물로 

제작한 증발부의 양쪽 끝단에 길이 850 mm, 직
경 4.0 mm의 구리관을 수소용접기로 부착하여  

루프를 구성하였다. 루프의 총길이 850 mm 중에

서 증기이송관과 액체이송관의 길이를 각각 300 
mm, 응축부를 250 mm로 구분하여 성능시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증류수를 작동유체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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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HP configuration and thermocouple 
locations

였으며, 오일확산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2.5 x 10-5 
torr이하로 LHP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7.7 
cc의 증류수를 주입하였다. 이때 주입한 작동유체

의 양은 증발부의 액체저장조 부피, 모세관 구조

물의 중공 부피, 액체이송관 내부 부피, 그리고 

응축부의 1/5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의 합에 해당

한다. Fig. 3에 실험을 위해 제작한 LHP의 개략

도를 보이고 있다. 

2.3 실험장치 구성 및 실험방법

성능실험을 위해서 증발부는 전기 저항식 가열

장치를 부착하여 가열량을 제어하였고, 응축부에

서 항온수조를 이용한 냉각판을 부착하여 작동온

도에 변화를 줄 수 있게 구성하였다. 
카트리지식 전기 히터와 알루미늄 블록을 이용

한 가열장치를 구성하였다. 증발부와 가열면 사

이의 접촉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열그리스

를 도포한 후에 나사 체결방식으로 결합하였다. 
히터의 용량은 전압조절기를 이용하여 제어하였

고, 와트미터(HD-301M, ISM)를 이용하여 입력열

부하를 확인하였다. 응축부도 항온수조와 연결된 

냉각판을 부착하면서 방열그리스를 바르고, 나사

로 고정하였다.
온도측정을 위해서 8개의 T type 열전대 (AWG 

28, TC#1 ~ TC#8)를 LHP 외벽에 부착하였고, 히
터와 LHP 증발부의 접촉면에 1개 (TC#9)를 부착

하였다 (Fig. 3). 열전대는 자료획득장치 (DC100, 

Yokogawa)를 통해 PC로 전송하여 실시간 모니터

링과 함께 2초 간격으로 저장되도록 하였다.
실험장치의 최대 온도인 Ts(TC#9)가 100°C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상작동하는 범위까

지 열부하를 증가시켜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응축부 냉각판의 온도는 10°C, 20°C 및 

30°C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부하 및 냉

각온도 변화와 함께 LHP의 자세, 즉 응축부에 대

한 증발부의 위치의 변화에 대한 성능검토가 이

루어졌다. 증발부가 응축부보다 높은 경우 (Top 
heat mode, + 40 mm, + 200 mm)와 증발부가 응

축부보다 낮게 위치한 경우 (Bottom heat mode, 
-40 mm, - 200 mm)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성능평가를 위하여 열저항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하여 식(1)과 같이 실험장치의 최대온도인 

열원의 표면 온도 (Ts)와 최소온도인 냉각판의 온

도(Tc)의 차이를 입력 열부하로 나눈 값으로 표현

하였다. 

 

    (1)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4는 수평상태에서 Tc = 30°C, 20°C, 10°C  
일 때 열부하를 가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열 

공급을 중단하여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냉각판 온도에 무관하게 10분이내에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열원의 표면온도(TC#9)와 증발부 증

기의 출구 온도(TC#1) 사이의 온도차가 최대 

20°C까지 벌어졌다. 이것은 열원과 LHP 증발부

사이의 열저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다. 전반적으로 위치별 온도의 분포가 3개로 구

분되어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온

도는 열원의 온도이고, 두 번째로 증기이송관의 

온도분포 (TC#1 ~ TC#3) 마지막으로 액체이송관

의 온도분포 (TC#4 ~ TC#7)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증발부의 액체저장조 영역의 온도는 열

원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TC#8의 온도는 증기온

도 분포에 가까웠고, TC#7는 액체이송관 온도부

근에 분포하고 있다. 액체저장조가 가열부와 일

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증발부의 벽면, 
윅, 그리고 액체를 통한 전도 영향이 TC#8에 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TC#7의 경우에는 응
축부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낮아진 작동유체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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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vapor 
line and the liquid line at horizont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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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ximum thermal load of LHP at various 
position

향으로 인해 낮은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TC#7과 TC#8은 동일한 액체저장조 외벽의 온도

로서 거리가 50 mm이며 여기서 온도차가 15°C이
상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냉각판의 온도가 낮

을 수록 TC#7의 온도와 액체관의 온도차가 커지

는데 이것은 LHP의 작동온도가 낮을수록 작동유

체 순환 능력이 감소하고, 전도에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Fig. 4 Start up and cool down characteristics at 
horizontal position.

Fig. 5는 열부하에 따른 증기관 외벽온도와 액

체관 외벽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냉각판의 온

도가 30°C일 때 열부하가 10 W에서 70 W로 변

화는 동안 Tv - Tl 값의 변화는 5°C 미만으로 변

화량이 크지 않았고, 이는 다른 냉각온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Fig. 6은 냉각온도 및 증발부와 응축부 사이의 

높이 차이에 따른 최대 열전달 성능을 보이고 있

다. 각 조건 중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인 조건

은 증발부가 응축부 보다 200 mm 높게 위치한 

경우로 20 W가 열전달 한계였다. 이 값은 액체 

순환에 대하여 중력영향이 적어지거나(+20 mm, 
수평), 중력의 도움이 커지는 경우 열전달 한계가 

증가하여 응축부가 증발부 보다 200 mm 높게 위

치하는 경우 열전달양은 130 W로 6배 이상의 성

능차이가 발생하였다. 수평상태에서의 최대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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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한계는 90 W이었다. 또한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냉각온도가 높을수록, 즉 작동온도가 

높을수록 전송가능한 열전달량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볼 수 있으며 이 경향은 중력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 7은 입력열부하를 기준으로 LHP의 열저항

을 보이고 있다. 증발부가 응축부 보다 200 mm 
높게 위치한 경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전

달 한계가 20 W이었고, 이 범위에서의 열저항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증발부가 응축부 보

다 40 mm 높게 위치한 경우, 중력방향의 반대로 

액체가 순환하지만, 열저항값 분포는 수평 또는 

중력방향과 동일한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분포하

고 있다. 그러나 냉각온도가 낮을수록 열저항값

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력의 도움을 받는 

형태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가장 열전달한계가 높

았기 때문에 열저항값은 중력의 도움을 받는 경

우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각 냉각온도 별

로 최저 열저항은 30°C에서 0.52 K/W, 20°C에서 

0.72 K/W, 10°C에서 0.94 K/W이었다.

4. 결 론

일반적인 구리소결윅 히트파이프의 제작기술을 

응용하여 non-inverted meniscus식 소형 루프히트

파이프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중력의 영향에 따라 성능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경우 정상적인 작동을 보였다. 증발부가 응

축부보다 200 mm 높게 위치하여 작동하는 경우 

한계 열부하는 20 W이었고 열저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평상태에서는 90 W, 증발부가 응축

부보다 200 mm 낮게 위치하는 경우 130 W까지 

열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높이변화가 +40 mm ~ 
- 200 mm 사이에서 열저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다 단순화된 구조와 제작방식,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루프히트파이프를 

구현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성능개선을 모색

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히트파이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을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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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rmal Resistance of the LHP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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