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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electronics component, which is adopted as components of antenna for radar or satellite 
system and used for amplifing signals to transmit, is accompanied by very significant heat dissipation 
levels because of the inefficiencies inherent in radio frequency wave generation. So, proper cooling 
performance for that system is base requirement for thermal design. On this paper, we applied heat 
spreading structures to reduce thermal density and find the optimum values of heat sink design factors 
through theoretically, numerically and evaluated by product test. As the results, the performance of the  
cooling system shows the propriety of cooling high density heat dissipation electronics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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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이다는 전자파를 방사하여 목표물로부터 반

사되어 돌아오는 전자파 신호를 분석하여 목표물 

정보를 추출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 목

적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공간영역을 탐색하여 

목표물을 탐지하거나, 한 개의 목표물 위치와 속

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출하는 추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의 구성품중에는 

전자파를 방사할 때 미세한 초고주파 신호를 약 

100만배로 증폭하여 안테나로 공급해 주는 진행

파관 증폭기(TWTA - Traveling Wave Tube 
Amplifier)라는 장치가 존재하는데, 이 장비는 저

출력의 고주파(Radio frequency)신호를 고출력의

신호로 증폭시켜 송신출력을 높이는 과정에 낮

은 효율로 인하여 공급된 전력의 대부분이 열로 

변하게 되며, 특히 특정부위의 발열밀도(Thermal 
Density)가 상당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부품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신뢰성 유지에 

있어서 고밀도 발열원에 대한 방열은 필수적이고

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레이다 구성품 중 고밀

도 발열부에 대한 방열 설계를 위하여, 히트파이

프(Heat Pipe)를 이용한 히트스프레더의 구조로서 

주요 부위의 발열밀도를 저하시키고 팬과 히트싱

크에 의한 강제대류 냉각방식의 방열 구조를 적

용하였다. 방열 설계과정에서 히트싱크 핀의 형

상변화 (핀 길이, 핀 높이, 핀 간격 등) 및 히트스

프레더 구조등에 대한 방열구조 및 방열특성을 

수치해석 및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팬, 히트싱

크, 유동 경로등의 방열 성능 개선 인자를 도출

하고 제작 후 영향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안정

적인 방열 성능을 보이는 방열 구조를 제시한 과

정을 기술하였다. 



2. 방열구조 및 방열 설계조건 

본 논문에서 검토한 장비인 진행파관 증폭기

(TWTA)의 기본적인 방열 구조는 그림1 및 2와  

같이 랙 장비 형태로 구성되며, 장비의 하단부에

는 히트싱크 및 팬이 설치되고, 장비의 상단부에

는 고밀도 발열원인 진행파관(TWT) 및 고전압전

원공급 모듈등 주요 발열원들의 밑면이 히트싱크

에 접하도록 되어 있다. 

Fig. 1 Schematic of Model 1

  Fig. 2 Schematic of Thermal Design Model 

Fig. 3 Thermal Map of Heat Source : Model 2

2.1 모델 1
 모델 1은 기존장비의 방열 성능을 개선시키는 

모델로서 해석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발열량은 

HVPS A2,A3 모듈이 합해서 바닥면에서 100 와
트(Watt)이고 다른 모듈의 발열량은 미비하다. 진
행파관(TWT)의 발열량은 Gun 부위에서 100 와

트, 나머지에서 700 와트 로 총 800 와트(W)이다.  
방열판과 하우징의 밑판(Base Plate)사이에는 히트

싱크 및 팬(팬 사양은 40mm water, 100 l/se)이 설

치되어 있고 열적 설계제한 조건은 방열부위 온

도 상승치를 최고 37℃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2.2 모델 2
 모델2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의 진행파관

(TWT)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

계제한 온도는 A형 진행판관의 경우 100℃, B 형
의 경우 95℃ 이다. 발열량은 총 900~957Watt로
서 상세 발열량 및 발열분포도(Thermal map)은 

그림 3과 같다. 컬렉터(Collector)부에서 고발열이 

집중되어 고밀도 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제

대류에 의한 히트싱크는 보통 발열밀도가 열저항

이 보통 0.1 W/cm2 정도까지 적용하는데.(1) 본 논

문에서 검토되는 최대 발열밀도는 국부적으로 

11.41 W/cm2 에 달한다.  다른 발열모듈들의 발

열량은 전체 합해서 약 280 와트(Watt)이고 최고

온도 71℃ 이하로 방열하여야 하며 외부 고온 환

경조건은 60℃이다

3. 설계 모델 1

3.1. 강제공냉 구조 개선

 초기 시스템에서의 온도 시험을 실시하여 방

열설계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온도 측정부

위는 그림4와 같으며, 각 모듈별 온도 상승치는 

표1과 같다. 센서 4,5의 경우 최고 온도 상승치가 

56 ℃, 63℃로 측정되어 온도상승치 제한범위인 

37℃를 벋어나고 있어 방열 설계의 개선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히트싱크에 가해지는 발열원들

의 발열밀도를 고려하여 팬 위치를 그림 5와 같

이 이동시키고 확인 실험을 실시하여 팬 위치 변

경이 방열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

다. 검증결과 표2와 같이 최고 온도 상승치가 



Model 1 Model 1.5 Model 2

Fin Width 1 1.5 2

Slot Width 3.2 2.7 2.2

A2 
모듈

A3 
모듈

Gun Helix Collector

실험
온도 40 43.2 55.7 64.8 62.2

ΔT 15.3 18.5 31 40.1 37.5

CFD

측정 치온
도

43 45 54.8 59

실험과의 
온도차

+3 +1.8 -0.9 -5.8

최고온도 50.14 57.49 60.27

측정 치와
의 온도차

5.14 2.3 1.27

A2 모듈 A3 모듈 Gun Helix Collector

온도 52 54 64 82 89

ΔT 26 28 38 56 63

40.1℃로 나왔으며, Collector부와 Helix부와의 온

도 편차도 많이 줄어들어 고발열부위를 집중적으

로 냉각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석결

과와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A2, A3모듈 위

치에서는 약간 높은 온도를 TWT 위치에서는 약

간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차후 해석 결

과를 가지고 시스템을 판단시 참고 자료로 사용

되었다. 
현 시스템에서 Heat Sink의 방열 성능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핀의 간격(z) 및 높이(h)를 

이용하여 채널(Cahnnel)의 접수주변 길이(Wetted 
Perimeter)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1]

       for Shrouded Heat Sink     (1)

접수주변 길이를 이용하여 수력직경(Hydraulic 
Diameter)을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2)

 여기에서 Ac는 채널에 단면적(hz)이다.
그리고 핀 간의 열전달 특성을 지배하는 유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Re수를 구

하여 보았다.

                                  (3)  

위 모델에 대하여  채널 간 속도는 계측 결과 

약 9.4 m/s 정도로 Re 수는 약 3600정도가 나오

며, 해석결과는 약 9.29 m/s로서 Re수가 약 3530
정도로 나왔다. 히트싱크와 팬을 이용한 냉각구

조에서 핀간의 유동을 난류 유동으로 만들어서 

열전달 성능이 향상 되도록, 팬과 히트싱크를 조

합하기 위하여 핀 두께를 증가시키고 핀 간격을 

감소시켜 가면서 발열성능의 변화 및 팬의 작동

점의 변화등을 관찰하여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득

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결과는 표 3 
및 4와 같다. 핀 효율(Fin Efficiency)은 다음과 같

은 식으로 구하였으며(2)

            η
fin=

tanhmb
mb

             (4)

       

 여기서 m은 핀 성능인자(fin performance 

parameter)로 ( 2h/ k δ t )
1/2, k 는 히트싱크의 열

도 계수이다.  식에서 열 달 계수값 h는 수

치해석 결과를 사용하 다. 해석결과 핀 두께가 

증가하고, 핀 간격이 감소함에 따라 유속의 증가 

(9.65 m/s, 9.92 m/s), 핀 효율 증가, Re수의 증가

의 경향을 보 다. 최고 온도와의 온도차는 

Model 2에서 33.1℃를 보 으나, Model 1의 결과

에서 실험과 해석과의 차이값을 고려하면 38.9℃

정도로 설계 제한값인 37℃과 비교하여 볼 때 추

가 설계개선이 요구 되었다.

A2 A2 모듈부모듈부
((센서센서  No.1)No.1)

A3 A3 모듈부모듈부
((센서센서  No.2)No.2)

HELIXHELIX부부
((센서센서No.4)No.4)

GUNGUN부부
((센서센서No.3)No.3)

COLLECTORCOLLECTOR부부
((센서센서No.5)No.5)

   Fig. 4. Temperature Measuring Points

Table 1. Temperature Rise of Major point [℃]

* 외부 온도 : 26 ℃

 (a) Fan position 1       (b) Fan position 2
Fig 5. Fan Position Variation

Table 2. Temperature Rise of Major points at 
        Fan position 2 [℃]

* 외부 온도 : 25 ℃

Table 3. Analysis Model with Fin Width Variation

Table 4. Cooling Performance Comparison
Model 1 Model 1.5 Model 2

Fin Efficiency 0.911 0.935 0.947

Re. 수 3530 3670 3770

Max. T. 60.3 ℃ 58.9 ℃ 58.1 ℃

51.4 L/s 49.8 L/s 47.9 L/s
Fan Operating Point

(Average)
19.4 mmH2O 20.1 mmH2O 20.8 mmH2O



A2 모듈 A3 모듈 Gun Helix Collector

온도 26 29 36 50.2 55.1

ΔT 3.2 6.2 13.2 27.4 32.3

 3.3. 히트스프레더 구조 적용

방열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히트파이프를 이용하여 고밀도 발열부인  

컬렉터부위의 열을 분산시키고 추가적으로 히트

싱크를 설치하여 방열하는 안을 검토되었다. 각 

주요 모듈의 온도 값 및 온도 상승치의 평균은 

표 5와 같으며, 최고 온도 상승값은 Collector부위

에서 보이며 32.3 ℃ 였으며, 전체적인 최고 온도

는 표2에서 살펴본 결과를 근거로 검토하여 볼 

때 34℃정도로 예상되어 목표값인 37℃이하를 만

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4. 고찰

그림 7은 기존의 시스템, 팬 위치, 핀 두께 변

경 및 최종적으로 히트파이프를 적용한 시스템에 

대하여 각 모듈의 측정 외치에서의 온도값과 외

기 온도와의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팬의 위

치를 변경한 구조 변경으로 많은 개선효과가 있

었으며, Fin 두께 변화는 기대만큼 많은 성능 개

선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팬의 작동점 관점

에서 보면 핀 두께 증가는 작동점의 압력값을 증

가시켜 핀 간 유동속도를 증가시키기는 하였으

나, 상대적으로 작동점의 유량값이 감소하므로 

Re수 증가는 난류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적으로 히트파이프를 

사용하여 주 발열 소자의 발열 밀도를 완화시킴

으로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인 온도상승 

값을 가지게 되었다.

Fig 6. Heat Sink with Heat Pipe Heat Spreader

 Table 5. T. Rise with Heat Pipe [℃]

* Environment Temperature : 22.8 ℃

A2모듈
A3모듈

GUN

HELIX

콜렉터

A2모듈

A3모듈

GUN

HELIX
콜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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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Temperature Rise Comparison

4. 설계 모델 2

4.1 예비 열설계

초기 방열 설계는 A형 진행파관에 대하여 외

국의 Aavid Thermalloy社에서 수행되었다. 해석 

Case별 주요 결과 및 해석 결과보고서에 대한 당

사의 역해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case 1과 6의 

주요 차이점은 진행파관(TWT) 위치 변화등으로

서 case 6의 경우 당사에서 역해석을 수행하면서 

위치에 따른 영향인자 만을 검토하였다.(그림 8) 
검토 결과 약 10℃ 차이가 나서 그 영향이 매우 

큼을 알수 있었으며. case 6과 7의 주요 차이점은 

고밀도 열원과 저밀도 열원사이에 얎은 홈

(Groove)를 파 주어서 표면 전도 전도 열전달의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case 8의 경

우는 이러한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히

트싱크를 고밀도 열원용과 저밀도 열원용으로 분

리하는 안인데 이 안은 EMI등 타 설계 조건상 

문제가 제시되어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며, 최종 

모델의 경우 그림 9와 같이 RF 설계 관점상 내

부 시스템 구성및 고밀도 발열원인 진행파관의 

위치가 방열 관점에서는 아주 불리하게 선정되었

다. 이에 히트파이프를 사용한 히트 스프레더 구

조를 적용하고  해석상의 설계 목표치인 100℃에

서 5.3℃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작시 추가적으로 

구리 동판을 히트스프레더(Heat Spreader)로서 추

가 적용하여 극복하였다. 그림 9의 (b)는 히트파

이프를 제거하였을 때의 온도 분포로서 최고 온

도가 약 27℃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6. Simulation Results for Each case 

           (a) position 1     (b) position 6
       Fig. 8 Temperature Contour of case 6 
             with position variation

     (a)with Heat Pipe     (b)without Heat pipe
 Fig. 9 Temperature Contour of Case HP

Fig. 10 Improvement Model for Type A TWT

Fig. 11 Heat Sink Optimization (Type B TWT)

4.2 상세 열설계

상세 열설계는 예비 열설계보다 더욱 발열밀도

가 높은 B형 진행파관 적용을 목표로 한다. 이에 

그림 9의 예비열설계안 최종안 중 히트파이프를 

제거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유동 가이드 설치 

및 핀 형상등의 구조 변경을 통하여 히프파이프

를 적용하지 않고 최고 온도 104.9℃~105.1℃를 

나타내는 구조를 그림 10과 같이 도출하였다. 히
트파이프를 적용한 다음에는 히트싱크 최적화 과

정이 다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는 히트 스프

레더를 통하여 히트싱크에 가해지는 열분포가 달

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팬의 선정시 저속에서는 

속도증가에 따른 히트싱크의 온도가 급격히 하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고속에서는 속도증가에 

대한 온도의 하락이 완만해진다. 즉 팬의 속도를 

더 증가시켜도 히트싱크는 온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소음은 더욱 더 커지게 된

다.(3)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히트파이프를 적

용하고 핀 간격 및 핀 두께에 대한 실험계획법에 

의한 최적값을 도출하여 그림 11와 같이 최고 온

도 97.89℃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4.3 제작상의 문제를 고려한 최적 설계

제작과정에서 히트파이프를 Bending 하고 압착

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림12의 사진에서처럼 불가

피 하게 히트파이프 표면에 홈(Groove)이 존재하

게 된다. 이는 접촉 저항을 증가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결과만큼의 제품의 방열 성능이 구

현되지 못함을 의미하였다. 이에 그림 12의 좌측

과 같이 히트파이프를 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압

착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

다. 또한 고밀도 발열부 하단에 구리동판 히트스

프레더 및 구리히트 싱크를 도입하고, 무게를 최

소화 시키는 최적화 과정을 거쳤다.



Fig. 12 Final Thermal Design Model

Fig. 13 Product Test Result 

4.4 제작, 시험 결과 및 고찰

 방열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은 히트싱크의 핀 간격, 두
께 최적화, 히트파이프의 성능저하 요인을 최소

화시킨 단순구조등의 특징을 반영하여 제품에 제

작되었다. 상온(30℃) 상태에서의 해석 결과 및 

시험 결과(외부 온도 31~32℃)는 그림 13과 같다. 
온도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TWT 접촉부 바닥부 온도는 1~2℃정도 해석값이 

낮은 범위에서,  히트파이프 응축부 근처의 온도

는 1~2℃ 정도 해석값이 높은 범위에서 일치하였

다. 따라서 TWT 접촉부 바닥과 히트파이프 응축

부와의 온도차이는 해석값은 약 11℃, 시험값은 

약 13℃를 보였다. 고온시험(60℃) 결과 TWT 바
닥부 최고 온도는 약 82℃ 정도를 보였다. 이는 

외부 온도 31~2℃에서 55~6℃ 의 결과를 보인것

과 비교하여 동일한 온도 상승분(약 22~24℃)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발열 전자 부품의 방열

을 위하여 강제대류 방식을 적용되었으며, 강제

공냉부의 최적화를 위한 적절한 팬 및 최적의 핀

두께, 간격등 히트싱크 형상 변화, 고밀도 발열부

와 저밀도 발열부의 적절한 유량 분배를 위한 유

동 가이드 구조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고밀도 열원의 발열밀도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히

트파이프 및 얇은 구리 동판(Copper Pad)을 히트

스프레더(Heat Spreader)로서 적용하는 모델이 적

용되었다. 설계결과 히트파이프만 적용한 모델은 

열저항값 0.046 ℃/W의 방열구조를 보였으며, 구
리동판과 히트파이프, 국부 구리 히트싱크를적용

한 모델의 경우 열저항값 0.0395℃/W의 방열 구

조를 제안하였다. 고밀도발열 구성품과 저밀도 

발열 구성품와의 상호 전열 효과를 차단하기 위

한 홈(Groove) 구조의 영향도 검토 및 제안되었으

며, 히트파이프 적용 구조 단순화를 통하여 제작

상의 성능 저하 방지 등에 대한 방열 설계가 이

루어 졌다. 이러한 방열 인자들은 차후 각 인자

들의 특성, 영향 및 경향을 추가적으로 검토, 분
석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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