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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형 로봇 내부의 다중 열원에 대한 수냉식 냉각판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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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was investigated thermal performances on two array types of a serial circulation and a two-way 
parallel circulation for six water-cooled cold plates covered with non-metallic material 
(polycarbonate, PC) to reduce weight of the cooling devices for humanoid robot cooling. Six cold 
plates attached on 10×10 mm2 copper base : 0.5×0.5 mm2 pin-finned surfaces of 1.5 mm high with 
0.5 mm array spacing, was mounted on six copper heating blocks with isothermal conditions of 
50~90 ° C, respectively. In order to compare therm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wo circulation 
types, the surface temperatures of heating blocks and the cooling water temperatures at inlets and 
outlets of cold plates were measured.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a two-way parallel 
circulation was better performance than a serial circulation in terms of total thermal resistance, total 
heat transfer rate, and surface temperature rises from 1st heating block to last one for six multiple 
cold plates. 
 

기호설명 
 

h : 대류 열전달 계수 [W/m2K] 
k : 전도 열전달 계수 [W/mK] 
q′′ : 열유속 [W/m2] 
q : 입력 열량 [W] 
R : 열저항 [K/W] 

 T : 온도 [℃] 
    

하첨자 
 

  A : 평균 
,c in : 냉각판으로 유입되는 냉각수 

i : 냉각판의 번호 
s : 히팅블록 표면 
total : 시스템 전체 

1. 서 론 

산업기술 및 공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인간이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탐사로봇이나 로봇팔 등의 사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산업 
및 탐사 이외에도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에까지 
영역을 넓힌 인간형 로봇의 등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형 로봇은 인간의 관절만큼이나 많은 
관절을 제어해야 하며, 이외에도 인간의 대표적 
특징인 2 족 보행을 위하여 균형을 위한 제어가 
필수적이다. 이들을 총괄하는 CPU 들뿐만 아니라 
감지 및 제어를 하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및 구동 모터들의 열유속은 106 W/m2 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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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있다.(1) 이러한 발열 부하들은 각각 칩들의 
작동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며, 10℃의 온도 상승은 
칩의 수명의 50% 이상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2) 

이러한 칩 및 고발열체들은 일반적으로 열전달 
성능이 우수한 히트파이프를 이용하여 냉각시킬 
수 있다. 움직임이 없는 보통의 전자장치들은 
냉각장치인 히트파이프의 무게가 더해져도 
추가적인 열적, 전기적 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형 로봇 내부의 CPU, DSP, 구동 모터 
등과 같이 산재되어 있는 다중 발열체의 
냉각장치로 히트파이프를 장착한다면 냉각장치의 
무게로 인하여 로봇의 구동에 따른 기계 및 
전기적인 부하의 추가적인 증가로 발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인간형 로봇의 적절한 
냉각을 통한 안정적인 작동을 위하여 냉각장치의 
무게를 고려한 냉각장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열전달 성능이 
우수한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냉각판이나 
히트싱크(heat sink)에 관한 열적 성능의 향상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냉각 장치의 무게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기계 및 전기적 
부하를 냉각장치의 경량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냉각을 구현시킬 수 있는 비금속 재질을 이용한 
냉각판에 대한 연구(3-5)는 최근에 이르러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히트싱크의 무게를 줄인 적층형 
냉각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모사된 6 개의 다중 발열체를 
비금속 재질을 활용한 냉각판을 이용하여 
냉각함에 있어서 6 개 냉각판의 배열 방법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함에 따라 열적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열저항, 
열전달량 및 히팅블록의 표면온도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실 험 

총 6 개의 모사발열체를 냉각하기 위하여 
발열체 위에 부착하는 냉각판의 배열 방법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함에 따라 열적 성능의 변화를 
열저항, 열전달량 및 히팅블록의 표면온도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장치, 전원 공급장치, 
온도 측정 및 기록 장치들과 냉각판의 직렬연결은 
Fig. 1(a)에, 냉각판의 병렬연결은 Fig. 1(b)에 각각 
나타내었다. 

 카트리지 히터를 삽입하여 모사된 6 개의 
다중발열체 위에 냉각판을 각각 부착함에 있어서 
접촉저항을 줄일 수 있는 열전도성 그리스 
(MOMENTIVE, YG-6111)를 사용하였다. 항온조, 
펌프, 냉각판 사이를 연결해주는 모든 연결관은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내경 1.0 mm, 외경 1.7 
mm 의 타이곤 튜브(SAINT-GOBAIN, tygon S-54-
HL)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냉각수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2.1 열원모사 
로봇에서의 발열체를 모사하기 위하여 단면적 

10×10 mm2, 높이 8.5 mm 의 구리 블록에 내경 5 
mm 구멍 1 개를 뚫어 카트리지 히터를 삽입하여 
총 6 개의 모사발열체를 제작하였다. 삽입한 
카트리지 히터와 구리 블록 내부와의 접촉저항을 
줄이고, 견고하게 부착하기 위하여 전도성 
컴파운드(Henkel corp., Loctite 384)를 사용하였으며, 
카트리지 히터에  직류 전원공급 장치(TOYOTECH, 

(a) serial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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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wo-way parallel circulation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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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30-03TP)를 연결하여, 전압을 제어함으로 
냉각판  표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냉각판(cold plate) 
제작된 냉각판의 모습이 Fig. 2 (a)에 나타나 

있다. 냉각판은 Fig. 2(b)와 같이 냉각판 덮개와 
밑면으로 나눌 수 있다. 단면적 0.5×0.5 mm2, 
높이 1.5 mm, 배열간격 0.5 mm 인 48 개의 
사각기둥핀으로 제작된 구리 재질의 핀-휜 
히트싱크 위에 비금속 재질인 PC(polycarbonate)로 
제작된 덮개를 부착하였다. 이때, 냉각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에폭시 접착제(Araldite 속건성)을 
사용하였다. 냉각판 아랫면의 면적이 10×10 mm2, 
높이가 3.2 mm 이며, 내경이 1 mm 인 입구와 
출구를 가지고 있다. 

 

(a) a cold plate 

(b) dimension of a cold plate 

 

Fig. 2 The cold plate cover and base 
 

 

2.3 측정장치 
냉각판과 접촉하는 모사발열체의 표면에 깊이 

0.5 mm 의 홈 1 개를 파고, 그 홈 안에 열전대 2 
개를 양쪽으로 전도성 컴파운드로 접합시켜 
냉각판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냉각판으로 
유입되는 냉각수가 열원으로부터 흡수하는 
열전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냉각판 유로의 
입출구와 항온조 및 펌프의 입출구에 T-
type 열전대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들은 모두 data 
logger(Yogokawa 사, DA100)에 연결하였고, data 
logger 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온도분포를 기록 및 
저장하였다. 
 
2.4 실험방법 

다중발열체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냉각판을 
부착함에 있어서 냉각판의 배열을 Fig 3 (a)와 
(b)에 나타난 것처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여, 
냉각판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히터에 연결되어 있는 직류 전원공급 장치의 
전압을 조절하여 6 개 다중발열체의 초기 
표면온도를 일정하게 하여 등온조건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등온조건은 50℃~90℃ 
범위에서 10℃씩 증가시켰다. 각 표면온도의 
오차범위는 ±0.5℃ 이내를 유지하도록 조절였다. 

항온조의 온도를 25℃로 설정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각수가 냉각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냉각수 순환 펌프(Flodos, Ch-6210, DC 
12V)에 공급되는 전압을 조절하여 12, 18, 그리고 
24 ccm 로 6 ccm 씩 증가시키면서 유량에 대한 
열적 성능의 변화을 측정하였다. 이 때 이원 병렬 
연결의 경우, 공급된 유량은 Fig. 3(b)에 보여지는 
것처럼 양분되기 때문에 각 냉각판을 지나는 
유량은 직렬 연결했을 때 각 냉각판을 지나는 
유량의 1/2 이 된다. 

모든 온도는 5 분 동안 온도의 변화가 없을 
때를 정상상태로 간주하여 각각의 온도를 
기록하였다. 

(a) serial circulation 

 
(b) two way parallel circulation 

Fig. 3 connect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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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저항 

한쌍의 냉각판과 발열체에 대한 열저항은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s i c in i

input ii
T T

R q
−

=                   (1)

   

여기서, inputq 는 각 초기 등온조건에서 발열체로 

공급된 열량, ,c inT 은 냉각판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입구 온도, sT 는 발열체 표면의 평균 온도, i 는 

각 냉각판의 번호이다. 
시스템 전체 열저항은 직렬 연결의 경우, 식 

(2)에 나타나는 것처럼 각 열저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원 병렬 연결의 경우 식 
(3)처럼 계산할 수 있다. 

 

total R R R R R RR + + + + += 1 2 3 4 5 6  (2) 

total R R R R R RR
+

+ + + +
=

1 2 3 4 5 6

1 1 1
  (3) 

4. 실험결과 및 고찰 

 다중발열체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판이 직렬 
또는 병렬 연결되었을 때, 각각의 유량에 따라 
열적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에 대하여 에너지 
밸런스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이때 냉각판의 
직렬 및 병렬 연결 방법에 따라 입력된 열량과 
냉각수가 얻은 열량과의 오차가 10%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열적 손실이 
최대 10% 이내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 (2), (3)을 이용하여 시스템 전체의 열저항을 
연결방법에 따라 Fig. 5 에 각각 나타내었다. 
직렬과 병렬 연결 모두,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저항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입력된 
열량이 증가하여도 시스템 전체의 열저항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남으로써 열저항이 유량만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조건에서 
최대유량인 24 ccm 의 경우, 직렬연결일 때, 
시스템 전체의 열저항 값이 약 15 K/W 이고, 
병렬연결일 때, 열저항 값은 약 5 K/W 이다. 즉, 

병력연결일 때의 열저항 값은 직렬연결일 때의 
열저항 값에 비하여 약 63.7%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최소유량인 12 ccm 의 경우, 직렬연결일 때, 
열저항 값이 약 25 K/W 이고, 병렬연결일 때, 
열저항 값은 약 9 K/W 로 병력연결일 때의 열저항 
값은 직렬연결일 때의 열저항 값에 비하여 약 
61.7% 감소하였다. 따라서 다중발열체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냉각판을 배열함에 있어서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Fig. 5 Comparison of thermal resistances on total 
input power  

 
 

Fig. 4 Energy balance of liquid-cooled cold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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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tal heat transfer rates by cooling water on 
initial surface temperature 

Fig. 6 은 냉각수가 각각의 냉각판을 차례로 
지나가면서 발열체와 열교환한 총열량을 직렬 및 
병렬 연결 방법에 따라 나타내었다. 각 발열체의 
초기온도에서 병렬연결이 직렬연결에 비하여 거의 
1.5~2 배 정도로 더 많은 열량이 냉각판으로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7 은 6 개의 발열체에 공급된 총 열량에 
대하여 각각의 연결 방법에 따라 첫번째 발열체의 
표면온도에서 마지막 발열체의 표면온도까지 온도  

 

Fig. 7 Comparison of temperature difference for total 
input power 

상승분을 비교하였다. 같은 유량의 조건에서 
병렬연결의 경우가 직렬연결의 경우보다 작은 
온도 상승 폭을 보여주고 있다. 유량이 최대인 24 
ccm 의 경우가 가장 낮은 온도 상승 폭을 
나타내고 있다. 병렬인 경우, 유량이 18 ccm 과 24 
ccm 일 때, 입력된 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 
상승폭의 증가가 거의 일정하나 유량이 12 ccm 의 
경우는 앞의 두 경우보다 온도 상승폭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유량이 증가할수록  
온도의 상승폭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인간형 로봇 내에 산재되어 있는 다중 열원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열원 위에 냉각판을 부착할 때, 
직렬로 연결시켰을 경우와 병렬로 연결시켰을 
경우의 열적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즉, 시스템 
전체의 열저항 값, 냉각수가 차례로 냉각판을 
지나가며 발열체와 열교환한 총열전달량, 그리고 
첫번째 냉각판에서 마지막 냉각판까지의 발열체 
표면온도의 상승값을 직렬 및 병렬연결 방법에 
따라 각각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직렬연결보다 
병렬연결이 우수한 열적 성능을 보임에 따라 
다중열원을 냉각시킴에 있어서 냉각장치로 
냉각판을 연결할 때, 병렬연결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냉각 방법임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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