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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performance of an impinging cooling module for 150 W class high power LEDs have been investigated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Parametric studies were performed to compare the effect of several design parameters

such as nozzle number, nozzle spacing, coolant flow rate, and impinging distance. The experiments were also carried out

in order to validate the numerical results a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 It is found that the overall thermal resistance of impinging cooling module strongly depends on the nozzle

number, nozzle spacing, flow rate, and impinging distance. This results showed the optimized operating condition when

number of nozzles is 25, nozzles spacing is 4mm, flow rate is 2.70 lpm, distance between nozzles and impinging surface

is 2 mm. 

Key Words : Light Emitting Diode(LED), Impinging Cooling Module, Jet Nozzle, Overall Thermal Resistance,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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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송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방송통신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사들은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

상하기 위해 영상기술, 음향기술, 조명기술, 중계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조명기술은 빛과 그

림자를 이용하여 시청자들에게 피사체를 실제와 똑같으

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방송국의 주요 조명장치는 spot과 flux 조명이다. 이

들 조명의 광원은 할로겐램프, 형광등을 사용하며, 광

원에 따라 소비전력이 500 W에서 2 kW 정도로 매우

높다.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많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

며, 이들 조명에서 발산하는 열로 인해 스튜디오 내부

의 온도가 상승하여 냉방시설의 가동에 따른 에너지

사용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피사체에게 과다한 열

이 노출되므로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

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방송국에서도 기존 조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용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ED조명은 전력 소비량이 낮고 광 변

환 효율이 높아서 기존의 백열등에 비해 소비전력이

60% 정도 낮고 수명이 5배 이상 길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LED는 백열등과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차

세대 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출시되고

있는 고출력 LED는 칩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

에 조명으로 사용할 경우에 휘도, 광출력 및 효율의 감

소로 인해 제품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mail : parksh@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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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출력 LED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냉각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1kW급 할로겐 조명의 성

능을 확보할 수 있는 150W급 LED조명의 냉각방법으

로 액체 분사냉각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액체 분사냉각은 노즐로부터 분사되는 고속의 액체

를 발열원(LED)에 충돌시킴으로서 발열원으로부터 많

은 열을 제거하여 열원의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연소기 벽면냉각, 슈퍼

컴퓨터의 CPU 냉각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응용분

야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기체 또는 액체를 이용한

분사냉각 방식을 이용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는 다음

과 같다. Liu 등[1,2]은 직경이 1 mm인 64개의 액체 분

사노즐을 가진 46 mm × 46 mm의 냉각모듈을 이용하

여 220 W의 LED의 냉각 성능을 수치해석과 실험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유량 18.5 ml/s일 때 노즐 출구가

두 개인 경우가 한 개일 때보다 LED 온도가 약 23oC

더 감소함을 보였다. Wang 등[3]은 물과 공기를 이용

한 분사냉각에서 노즐 개수에 따른 분사제트의 성능을

실험하였다. 이들은 유량이 8 ml/min이고 지름이

76 µm인 노즐 4개를 이용하여 열원의 온도를 100oC로

유지하면서 90 W의 열을 제거하였다. 또한 Gao와

Ewing[4]은 공기와 물을 이용하여 노즐 직경과 유량의

변화에 따른 충돌면의 열전달 성능을 실험적으로 연구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자들은 분사충돌냉각 방식에서 유체

의 종류, 노즐 개수, 노즐 직경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응

용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고출력 LED의 냉

각 성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체분사냉각시스템을 구성하여

분사모듈 내의 노즐로부터 물을 분사시켜 150W의 고

출력 LED를 냉각하기 위한 분사모듈의 열성능을 규명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분사 노즐의 개수, 노즐 간격,

물 공급유량 그리고 노즐과 충돌면 사이의 거리 즉 충

돌 높이를 변수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변수에 따른

LED 메탈 PCB의 온도 변화를 수치해석하여 최적의

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분사냉각모듈을 대상으로 수치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LED메탈 PCB와 분사냉각모듈

의 유동장 및 온도장 해석을 위하여 상용 CFD 프로그

램인 FLUENT 6.3을 사용하였으며, 격자 생성은

GAMBIT을 이용하였다.

작동유체가 흐르는 부분은 격자 간격을 미세하게 하

였고, 고체 부분은 유체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간격으로 하였다. 충돌제트 유동의 수치해석을 위해 3

차원 난류 유동을 가정하였다. 난류 모델은 선행연구에

서 많이 사용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오차가 적은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유동장 해석 시 압력과 속도를

결합하여 유동장을 풀기 위해 SIMPLE 알고리즘을 이

용하였다. 각 지배방정식의 대류항은 2차 정확도의 상

류도식을 이용하여 이산화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입구에서는 입구 속도를, 출구부분은

출구압력으로 하였으며, 열원인 LED는 150 W의 열

발생량에 해당하는 균일 열유속 조건을 주었다. 입구

유속 은 실험에서 사용한 유속을 사용하였고, 입구 온

도는 실험 결과에서 얻은 입구 온도인 303.9 K(30.8)로

주었다. 알루미늄과 구리 그리고 물의 물성치는

FLUENT 6.3에서 주어지는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수

치해석 결과 값은 실험 결과 값과 비교하고, 실험 시

볼 수 없었던 분사충돌냉각 장치 내부의 유동분포 및

온도분포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였다.

3.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3.1. 실험장치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실험장치는 시험부, 전원공급 장치, 데이터 측정 및 처

리부로 구분된다. 시험부는 분사냉각모듈, 열교환기,

펌프, 물탱크가 튜브로 연결되어 폐루프를 구성하며,

길이가 1200 mm이다. 휀과 펌프의 전원공급 장치는

VUPOWER AK-3005DD를 사용하였고, 고출력 LED

의 전원 공급 장치는 DC POWER SUPPLY 를 사용하

였다. 데이터획득 장치는 Agilent 34970A를 이용하였

다. 온도 측정은 직경 0.3mm의 T-type의 열전대를 사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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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Fig. 2는 분사냉각모듈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냉각모

듈의 내부에는 분사노즐이 설치되어 있고, 모듈 밑면

(냉각 대상면)에는 LED 메탈 PCB가 부착되어 있다.

모듈 내의 노즐은 모듈 입구로부터 유입된 액체를 고

속으로 분사시켜 냉각 대상면에 충돌시킴으로서 열원

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모듈 밑면의 냉각 대상

면의 재질은 구리이고 노즐과 입·출구의 재질은 알루

미늄이다. 냉각 모듈의 전체 크기는 56(L) × 56(W) ×

6(H) mm3이고 냉각 대상면은 면적이 56 mm × 56 mm

이고 두께 h = 3 mm이다. 액체 분사되어 충돌되는 면

적은 33 × 25 × 2 mm3이다. 분사 노즐의 직경 d = 1 mm,

노즐의 길이는 2 mm이다. 노즐이 배열된 부분은 25 ×

25 × 2mm3의 크기를 가진다. 그림에서 B는 노즐 간격

을 나타낸다.

3.2. 실험방법

본 연구의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회로 시

스템 내에 물을 주입하기 위하여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진공 상태로 만든다. 폐회로 시스템 내부를 진공시킨

후, 일정양의 물을 시스템 내부에 주입시킨다. 물을 주

입한 후에는 LED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펌프와 팬을

가동시킨다. 물은 펌프에 의해 냉각모듈로 유입되고 분

사노즐을 통해 발열원에 충돌하고 난 후, 다시 모듈 출

구로 유출된다. 가열되어 유출된 물은 열교환기를 통해

냉각된 후, 저장탱크에 저장되고 다시 펌프로 이동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폐회로 시스템 내에서 반복적으

로 일어나게 되며, 실험시 온도측정은 모듈의 입출구,

열교환기 입출구, LED 및 메탈 PCB 온도와 실내온도

를 측정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총열저항으로 분사냉각모듈의 열성능

을 평가하였으며, 총열저항이 큰 값을 가지면 LED와

작동유체 사이에 열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총열저항 Rt는 다음 식으

로 계산하였다.

 (1)

이 식에서 TLED PCB는 LED PCB의 온도, Tin 은 분사모

듈 입구의 액체온도, QLED는 LED로의 공급전력이다.

4.1. 노즐 개수에 따른 영향

Fig. 3은 유량 1.32 lpm, 충돌 높이 2 mm일 때 분사

냉각 모듈 내의 노즐 개수에 따른 냉각모듈의 총열저

항 Rt를 나타낸 것이다. 노즐 개수는 N = 9, 25, 49,

100개이다. 그림에서 □는 수치해석 결과이며, ■는 실

험값을 나타낸다. 해석 결과를 보면 N=9에서는

Rt = 0.079oC/W이고 N = 25에서는 0.07oC/W로 약간 감

소하였으나 N = 100에서 0.092oC/W로 약 24%정도 증

가하였다. 이 결과에서 N = 25에서 모듈의 총열저항이

Rt

TLED PCB Tin–

QLED

-----------------------------=

Fig. 2. Schematic of impinging cooling module.

Fig. 3. Variation of thermal resistance depending on the

number of no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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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즐 개수가 N < 25일 때

노즐 개수가 감소하면 분사속도가 증가하지만, LED

광원 전체에 균일하게 충돌되지 않고 국소 부분만 액

체가 충돌하기 때문에 Rt가 증가한다. N > 25에서는 노

즐 개수의 증가로 인해 노즐에서 분사되는 액체분사

속도가 크게 감소하여 Rt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노즐 개수의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과 실

험결과는 2.4% 이내로 잘 일치함을 보였다.

Fig. 4는 LED 광원과 LED PCB 표면의 온도 분포를

수치해석한 결과이다. 온도분포는 LED 광원을 중심으

로 대칭적임을 보였다. N=100일 때 LED 중심부의 온

도는 61.5oC이고 N = 25에서는 57.5oC로 약 6.5% 감소

하였다. 그러나 N=9일 때는 59.0oC로 3% 다시 증가하

였다. LED 전체의 온도 편차는 N = 100에서 약 13oC

정도이나 N = 25에서는 약 11oC 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N = 25일 때가 최적 조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

는 Fig. 3의 총열저항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모듈 내부의 충돌표면에 분사된 액체의 속도 벡터를

Fig. 5에 나타내었다. N=25일 때는 분사된 액체가

LED 광원의 전체 면적에 균일하게 충돌함을 보이고

있으나, N = 100일 때는 분사된 액체가 LED 열원을

중심으로 출구 방향으로 편향됨을 보였다. 이것은 유량

이 일정한 경우, 노즐 개수가 증가하면 모듈의 입구 면

적에 비해서 노즐의 분사면적이 증가하여 분사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4.2. 노즐 간격에 따른 영향

Fig. 6은 N = 25개, 유량 1.32 lpm일 때 모듈 입구의

유량과 노즐 구멍의 간격(B)에 따른 모듈의 총열저항

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의 결과는 약

4%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본 실험에서 노즐 간격은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LED and LED

PCB for various numbers of nozzles.
Fig. 5. Velocity vectors on impinging surface for various

numbers of no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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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3, 4 mm로 하였고 유량은 1.32, 1.57, 1.86, 2.28,

2.70 lpm으로 변화시켰다.

모듈의 총열저항은 노즐 간격과 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보였다. 유량이 1.32 lpm일 때, B = 2 mm와

4 mm에서 총열저항의 값은 2% 이내로 차이가 없으나,

2.70 lpm일 때는 B = 2 mm에 비해 4 mm의 경우가 총

열저항이 15.5%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유량을 1.32 lpm

에서 2.70 lpm으로 2배 증가시킬 경우 B = 2 mm에서는

총열저항이 35.7%로, B = 4 mm에서는 43.3%로 크게 감

소함을 보였다. 이것은 유량이 일정할 경우 노즐 간격을

매우 좁게 하면 LED 광원에 국부적으로 분사액체가

충돌하기 때문이며 모듈의 총열저항은 증가하고, 노즐

간격이 일정할 때 유량을 증가시키면 노즐에서 유속이

증가하여 총열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7은 LED 광원과 LED PCB 표면의 온도 분포

를 수치해석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유량이 1.32 lpm에서는 LED 중심부의 온도

와 LED 광원의 온도분포는 노즐 간격에 관계없이 대

칭적으로 나타남을 보였다. 그러나 유량이 2.70 lpm일

때, B = 2 mm에서는 LED 광원의 온도가 비대칭적으

로 불균일 분포를 보였고, 출구 반대 방향이 상대적으

로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LED 광원의 중심

부와 가장자리와의 온도차는 약 9oC정도이다. 반면에

B = 4 mm에서는 LED 온도분포가 대칭적이며, LED

중심부와 가장자리와의 온도차가 약 5oC정도로 나타남

을 보였다.

모듈 내부의 충돌표면에 분사된 액체의 속도 벡터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충돌표면에 분사된 액체의 속도

분포는 Fig. 7의 LED 온도분포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B = 4 mm 경우 분사된 액체가 LED 광

원의 전체 면적에 균일하게 충돌하고 있으나, B = 2 mm

Fig. 6. Effect of nozzle spacing on the thermal resistance.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LED and LED

PCB for 2.70 lpm.

Fig. 8. Velocity vectors on impinging surface for various

nozzle spac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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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분사된 액체가 LED 광원을 중심으로 출구 방향

으로 편향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Fig. 7의 LED

온도분포와 Fig. 8의 속도분포를 살펴볼 때 B=4mm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3. 충돌 높이에 따른 영향

Fig. 9는 N = 25개, B = 4 mm일 때, 모듈 입구의 유

량과 충돌 높이에 따른 모듈의 총열저항을 나타낸 것

이다. 충돌 높이 h = 2 mm∼6 mm의 범위로 2 mm씩

증가시켰다.

모듈의 총열저항은 충돌 높이가 작을수록, 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보였다. 실험 결과에서, 충돌 높

이 h = 2, 4, 6 mm인 경우, 유량을 1.32 lpm에서

2.70 lpm으로 2배 증가하면 총열저항은 40% 이상 감

소함을 보였다. 충돌 높이를 h = 6 mm에서 3배 감소시

킬 경우 총열저항은 유량이 1.32 lpm에서는 32%,

2.70 lpm에서는 약 38% 정도 감소함을 보였다. 이것은

충돌 높이가 높을수록 노즐로부터 분사된 제트류의 충

돌 효과가 감소하면서 냉각 성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LED 열원과 LED PCB 표면의 온도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h = 2 mm인 경우, 1.32 lpm에서는

LED 중심부 온도가 약 57.5oC이고, 2.70 lpm에서는 약

49.5oC로서 LED 표면의 온도가 약 14% 정도 감소하

였다. Fig. 11은 유량이 2.70 lpm이고 노즐 개수가

25개일 때, 충돌 표면에서의 속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h = 2 mm와 6 mm의 경우 분사된 물이 LED 열원

의 전체 면적에 균일하게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h = 6 mm의 경우가 2 mm일 때보다 유속이 감

소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유량이 2.70 lpm이고,

h = 2 mm일 때가 최적의 냉각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Fig. 9. Effect of the distance between nozzles and

impinging surface on thermal resistance.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LED and LED

PCB for various impinging heights.

Fig. 11. Velocity vectors on impinging surface for various

impinging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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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150 W급 고출력 LED에 적용한 분사냉각모듈의 열

성능을 연구하기 위하여 분사 노즐의 개수, 노즐 간격,

냉각수 유량, 충돌 높이를 변화시켜 수치해석과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량 1.32 lpm, 충돌 높이 2 mm일 때 분사모듈 내

의 노즐의 개수에 따른 냉각모듈의 총열저항은 노즐 개

수가 N = 25개에서 열저항이 0.07oC/W로 최소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노즐 개수의 변화에 따른 수치

해석과 실험 결과는 2.4% 이내로 잘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LED 광원과 PCB 표면의 온도 분포는 LED 광원

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며, N = 25개일 때 온도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듈 내부 충돌표면에 분사된

물의 속도 분포의 경향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2) 노즐 개수가 25개이고 유량이 1.32 lpm일 때, 모

듈의 총열저항은 노즐 간격과 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함을 보였다. 유량이 2.70 lpm일 때, 총열저항은 노즐

간격이 4 mm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LED 광원과

PCB온도분포도 대칭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됨을 보였다.

또한 충돌면의 속도분포도 LED 광원의 온도분포와 경

향이 잘 일치함을 보였다. 그러나 유량을 2배 감소시킨

1.32 lpm에서는 총열저항이 노즐 간격에 크게 의존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LED 광원의 온도분포도 비대

칭적으로 불균일함을 보였다.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의

결과는 약 4%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3) 노즐 개수가 25개이고 노즐 간격이 4 mm일 때,

유량과 모듈 내의 충돌 높이에 따른 모듈의 총열저항

은 충돌 높이가 작을수록, 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보였다. 즉 유량이 2.70 lpm이고 충돌 높이가 2 mm일

때 총열저항이 최소가 됨을 보였다. 또한 LED 광원과

PCB의 온도 분포는 대칭적이며 균일하게 분포되었고

이 결과는 충돌 표면에서의 속도 분포와 경향이 잘 일

치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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