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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heat generation in a chip increases as the components are miniaturized and the computing
speed becomes faster, suitable heat dissipation has become one of the primary limiting factors to
ensure the reliable operation of the electronic devices. A pin-fin array could be used as an alterative
cooling system of the electronic equipment. In this study, convective heat transfer through the pin-fin
array is analyzed experimentally based on porous medium approach. The influence of the structure of
the pin-fin array including the pin-fin spacing, the pin diameter and plate length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s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previous analytical results and existing correlation
equations. Nowadays, electronic and mechanical devices become smaller and smaller. In this sen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cide the optimum pin-fin arrangement to get similar heat transfer
performance when the length of the existing cooling system is reduced as a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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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문자

ε : 다공도

 : 점성계수 [Pa s]․
 : 동점성계수 [m2/s]
 : 밀도 [kg/m3]

서 론1.

최근 들어 열교환기분야에서도 갈수록 심화되

는 사용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단위부피당 전열면

적을 극대화시킨 고밀도 고효율 열교환기가 관,
심을 끌고 있다 또한 설계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최적설계로 압력손실을 낮추고 열전달 성능을 극

대화시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열교환기

설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열교환기의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휜에 의한 공

기측의 표면적 확장과 열전달계수 향상이 필수적

이므로 채널 내에 핀 휜 을 삽입하는 방식- (pin-fin)
의 열교환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핀 휜을 이용. -
한 열교환기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상용크기

의 열교환기에 비하여 단위체적당 매우 큰 전열

면적을 갖는다는 것이다 같은 용량의 상용 열교.
환기에 비하여 작은 체적으로 또한 작은 무게로,
제작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열교환기를 제공할 수

있다.
열교환기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공기측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이에 관한 연,
구도 주로 핀 휜 주위의 유체와 열전달을 촉진시-
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공기측 열전달계.
수에 영향을 미치는 핀 휜의 형상 평판의 크기- , ,
핀의 개수 핀의 간격 등 형상인자에 대한 연구,
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1-3).
그러나 핀 휜 구조물은 구조가 복잡하여 내부-

의 유동 및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기가 매우 힘들

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수치해석 결과를 기대

하기가 힘든 형편이고 실험에 의한 결과를 이론,
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핀 휜 구조물을 다공성매. -
질 로 모사하여 해석하려는 시도가(porous medium)
이루어지고 있다(4,5).

다공성매질은 체적 대 표면적의 비가 매우 크

고 불규칙한 유로 구성이 특징이며 다공성매질,
내 유체유동은 미세한 다공구조를 지나면서 복잡

한 차원 형태를 갖게 된다 다공성매질을 열교3 .
환기 내에 삽입할 경우 열전달 면적 확대와 유동

교란에 의한 열전달계수 증가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핀 휜을 이용한 전자부품의 냉-

각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일정 열유속이 공급되는

채널에서 핀 휜 구조물을 삽입한 형태를 연구대-
상으로 설정하였다 핀 휜 열교환기의 평판 길이. -
에 따른 열전달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핀 휜 열교-
환기 평판의 길이를 로 줄이고 핀 간격과 열1/2 ,
수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험부를 기존 평판과 길이를.
로 줄인 평판 반평판 가지로 하여 기존 평1/2 ( ) 2 ,

판의 열전달 효과와 길이를 로 줄였을 때 같1/2
은 열전달 효과를 얻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평판에서 반평판으로 길이를 줄였을 때 같,

은 열전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핀의 피치 변화

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채널.
내에 핀 휜을 삽입하고 채널벽면에 일정한 열유-
속을 공급하여 핀의 직경 피치 열전달 면적 등, ,
의 변화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고찰하여 핀 휜, -
구조물을 전자장비의 냉각에 사용하였을 때 구조

물의 직경과 피치 그리고 평판 길이에 따른 열전

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험 및 해석2.

실 험2.1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에 나타내었다 주Fig. 1 .

위공기 는 홴 을 통해 덕트로 유입되(15 20 ) (fan)～ ℃

면서 입구영역을 거쳐 완전발달된 유동이 되어

시험부를 통과하여 실험장치 밖으로 배출된다.
시험부의 외부 벽면은 두께 의 단열재를25 mm
덮어 주위로의 열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유동에,
수직한 시험부 단면적은 수력직경200×10 mm(

로 폭과 높이의 비 는 이다 시19.05 mm) (W/H) 20 .
험부의 길이는 평판 길이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와 가지로 하였300 mm 150 mm 2
으며 덕트 전체길이는 이다 시험부인, 1000 mm .
핀 휜 배열 앞부분에 길이 수력직경의- 500 mm(
약 배 인 덕트를 설치하여 시험부로 들어오는26 ) ,
유동을 완전발달된 유동으로 만들었다.
핀 휜 구조물은 핀의 직경을- 6, 10, 15, 20 mm

로 정하고 피치를 달리하여 다공도를 변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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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며 모든 경우 종방향과 횡,
방향의 피치가 같은 직교배열을 사용하였다 핀. -
휜을 부착하기 위한 기판 은(base plate) 300×200

와 인 두께 의 구리판을 사mm 150×200 mm 3 mm
용하였으며 그 외부 면에 박막 가열판, (foil

을 설치하여 가열하였다heater) .
기판의 온도 유체의 온도 유량 박막 가열판, , ,

에 가해진 전력량을 열전대 열선유속계 차압계, , ,
전력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계측장치에서,
발생한 신호는 데이터획득장치 에(Agilent 34970A)
연결되었고 데이터획득장치로부터 카드를, GPIB
이용하여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를 이용해서 데이터획득장치를 원격조LABVIEW
정하고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 분석하였다, .
채널 벽면에서의 열전달계수(h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2)

전력계의 오차 열전대의 오차 데이터획득장치, ,
의 오차를 고려하면 열전달계수의 실험오차는 벽

면온도와 유체온도의 차이가 30o 일 경우C ±3.9%
로 판단할 수 있다 실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Shin et al.(5)의 논문에 기술되어 있다.

해 석2.2
Fig. 에 본 연구대상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2 .

평판 사이에 원형 핀 휜을 삽입한 형태이며 벽면- ,

에서 균일한 열유속이 공급되는 경우의 강제대류

열전달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핀 휜 구조물. -
을 다공성매질로 모델링하고 입구영역의 길이는,
매우 짧고 물성치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운동량방정식과 에너지방정식은 다음,
과 같다(6).

μ
ρ

μ

ε
(3)

ρ (4)

(5)

고체와 유체의 유효열전도율은 각각 다음과 같

이 정의하였으며 횡방향의 열적분산, (thermal
효과에 대한 유체의 열전도율dispersion) 는

Kuwahara and Nakayama(7)가 수치해석을 통해 제

시한 식을 사용하였다.

Fig. 2 Sketch of a channel with pin-fin array.

3 inlet thermocouple probes

Foil heater

Thermal insulation

Flow straightener

Fan unit

RPM controller

Differential pressure transducer

Test section (Pin-fin array)

Base plate (Copper)

3 outlet thermocouple probes

Hot wire anemometer

1 7 

2 8

3 9

4 10

5 11

6

1 

2

3

4

5

6

7 

8

9 10 11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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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ε
for (8a)

ε for (8b)

여기서, ε (8c)

Fig. 의 모델을 기준으로 다공도와 단위체적당2
표면적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다음 식으,
로 표현할 수 있다.

  
  (9)

   
 (10)

벽면열전달계수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11)

위 식에서 기호 는 채널 단면 평균을 뜻한< >
다 운동량방정식과 에너지방정식 실험 또는 수. ,
치해석에서 주어지는 각종 상관식으로부터 다공

성매질에서의 속도장과 온도장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다(6,8) 식 에 속도장과 온도장에 대한 해. (11)
를 대입하면 열전달계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Nusselt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2)

결과 및 고찰3.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위해 에 평판과 반평판에 대한 실험결Fig. 3
과를 본 연구의 해석결과 및 유사한 구조물에서

의 타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x-
축의 Nuexp는 본 연구의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식 로 계산한 수이며(12) Nusselt , y 축에 나타낸-
Nucal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실험조건을 각 연구

자가 제시한 상관식과 본 연구의 해석과정에 대

plate half-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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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Nuexp and Nu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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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the product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area with pitc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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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계산한 수를 뜻한다Nusselt (1-3,9) 각 계산값.
과 실험값 해석값에 오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험조건 및 기하학적 형상이 타 연구자가 상관

식을 제시할 때의 조건과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

려하면 비교적 잘 맞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험데이터 및 본 연구의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해석결과 는 열적분산을 고려하지(d)

않은 계산값이며 는 열적분산을 고려한 계산, (e)
값이다 열적분산을 고려한 해석결과는 실험값에.
비해 아주 크게 나타나며 열적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결과는 실험값에 비해 약간 작게 나타

난다 이는 본 연구의 해석에 사용한 열적분산을.
고려한 유체의 열전도율 이 과도하게 크게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다공성매질 내에서의 틈새,
열전달계수를 과도하게 크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는 공기의 전면유속을 로 하였을 때Fig. 4 3 m/s

평판의 길이변화와 이에 따른 피치변화에 따른

열전달계수와 면적의 곱을 나타낸 것이다 즉 평. ,
판에서 반평판으로 길이를 줄이고 피치를 로, 1/2
줄였을 때 열전달계수와 면적의 곱을 지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피치가 작은 영역에서 큰 영역.
으로 갈수록 열전달계수와 면적의 곱이 비슷해지

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 때 피치가.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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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30( ε=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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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40( ε=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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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50( ε=0.989)

0 10 20 30 40 50 60 70 80
0.0

0.5

1.0

1.5

2.0

2.5

3.0

 

hA
  (

W
/K

)  

S  (mm) 

    half-plate      plate       
 *1/2      1
 *1/31/2

 *1/21/2

(d) S60( ε=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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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70( ε=0.994)

Fig. 5 Variation of the product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area with pitch (calculation).

평판 반평판 일 때는 반평판의 가S=30( ), S=15( ) hA
큰 반면에 피치가 평판 반평판 일 때, S=60( ), S=30( )
는 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피치hA . ,
가 큰 영역에서는 평판에서 반평판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피치를 로 줄여야 비슷한 열전달 효1/2
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
피치가 작은 영역에서는 평판의 길이를 로 줄1/2
였을 때 같은 열전달 효과를 얻기 위해 피치를

까지는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1/2
있다 피치가 작은 영역에서는 평판의 길이를. 1/2
로 줄였을 때 피치도 줄인다면 기대했던 것1/2
보다 더 큰 열전달 효과(hA 를 보일 것이다) .

는 평판 길이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관찰Fig. 5
하기 위해 Shin et al.(9)의 모델에서 열적분산 효

과를 고려하지 않고 각 지름(D6, D10, D15,
별로 해석한 결과중 에 대한 해석결과를D20) D6

나타낸다 기존평판의 피치 을 기준으로 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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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평판으로 평판의 길이를 로 줄였을 경우 피1/2
치를    ≒   ≒ 

로 변화시키면서 그에 따른 hA값을 나타내었다.
열교환기 소형화 관점에서 평판에서 반평판으

로 평판의 길이를 로 줄이는 경우 핀의 배열

이 조밀한 영역 예를 들어 일 때 에( D6 S30, S40)
서는 피치를  ≒ 로 그리고 핀의 배열,
이 성긴 영역 예를 들어 일 때( D6 S50, S60, S70)
에서는 피치를 로 줄일 때 비슷한 열전1/2(=0.5)
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평판에서 반평판으로 평판의 길이,

를 로 줄일 때 다공도가 작은 경우 즉 핀 배,
열이 조밀한 경우에는 핀의 피치를

 ≒ 로 줄여야 하고 다공도가 큰 경우,
즉 핀 배열이 성긴 경우에는 핀의 피치를

 로 줄여야 같은 열전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 론4.

핀 휜 구조물을 전자시스템의 냉각에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평채널에서 핀 휜을 가진, -
평판의 길이변화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실험과

해석을 통해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핀 휜을 삽입한 채널에(1) -

대한 실험과 해석결과는 타 연구자의 결과와 비

교하여 비교적 잘 맞았으며 이를 통해 실험데이,
터 및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로부터 평판에서 반평판으로 줄이(2)
는 경우 같은 열전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
치가 작은 영역에서는 피치를 까지 줄이지 않1/2
아도 되나 피치가 큰 영역에서는 피치를 로1/2
줄여야 비슷한 열전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해석결과로부터 평판에서 반평판으로 평판(3)

의 길이를 로 줄이는 경우 핀의 배열이 조밀

한 영역에서는 피치를  ≒ 로 그리고,
핀의 배열이 성긴 영역에서는 피치를  

로 줄일 때 비슷한 열전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과 계산에 의한(4)

값의 경향은 같으나 정량적인 값은 계산이 훨

씬 적게 나온다 이는 계산에서 열적분산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열적분산 효과

등 해석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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