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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체 다리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인쇄 분야와 유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 수 나노에서 

수 마이크로 이르는 미세한 유체다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유체다리를 

이용하여 온도를 제어 할 수 있는 열 스위치 

또한 연구 되었다[1,2].  

이전의 연구에서는 유체 다리를 이용한 열 

스위치는 유체다리의 생성 및 분리가 결정되는 

압력, 유체의 지름 등 여러 조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 다리 열 스위치의 두 

가지 작동 방법인 정적인 상태의 유체다리의 

생성과  유체다리의 주기적인 생성과 제거를 

통한 냉각 방법을 소개하고 heat spot 의 

효과적인 온도 제어를 위하여 유체다리 열 

스위치의 두 가지 작동방법을 결합한 온도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 

2. 유체 다리 열 스위치  
 
유체다리 열 스위치는 Fig. 1 과 같이 온도 

제어 대상인 고온부와 방열을 위한 저온부 
사이에 유체 다리를 형성하고 유체 다리 의 

 
Fig. 1  The fundamental of liquid bridge heat switch 

 
Fig 2. Steady-state temperature of  LED 

according to changing of  liquid bridge volume 
 
제어를 통해 두 지점 사이의 열 저항을 
변화하여 고온부의 온도를 제어 할 수 있다.  
이 때 두 지점 사이의 열 저항의 변화에 따라 
열 유량이 변화하게 되고 Fig 2. 와 같이 두 
평판 사이의 유체 다리의 부피에 따라 
고온부의 정상상태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체 다리를 이용한 온도 제어에는 정적인 

유체기둥을 이용한 냉각 방법과 유체기둥의 

생성과 제거를 주기적으로 빠르게 반복 하여 

정적인 상태의 유체 다리보다 냉각 효과보다 

더 큰 cyclic cooling 이 있다.  

열원에 의해 가열된 heat spot 을 특정 온도 

이하로 제어 할 때 냉각에 적합한 cyclic 

cooling 을 이용하여 빠르게 냉각 시키고 heat 

spot 의 온도가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목표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킬 수 있는 

부피의 유체다리를 생성 함으로서 heat spot 

온도를 안정적으로  제어 할 수 있다.   

유체다리 열 스위치를 이용한 heat spot의 온도제어 방법 
Heatspot temperature control method using liquid bridge hea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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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 

 

3. 실험 
 
열원은 high power LED(Lighting Emitting 

Diode)로 선정 하였고, LED 를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해  Fig.3 과 같이 Al 재질의 

heat spreader 를 붙였다. 또한 유체다리의 

원활한 제어와 cyclic 동작 시 유체다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heat spreder 의 

바닥부분을  원뿔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heat spreader 와 heat sink 사이에 유체 

다리가 생성될 1mm 폭을 두고 heat sink 에 

유체를 공급할 호스를 연결한 뒤 호스를 

통하여 미세한 량의 유체를 제어 할 수 있는 

펌프를 연결 하였다. 작동유체로는 열 용량이 

크고 친환경적인 물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LED 에 0.5W 를 인가 시킨 뒤 상온의 챔버에 

충분히 두어  35.5°C로 가열된 상태를 만든 뒤 

냉각을 시작했다.  

첫째로 500uL 부피를 갖는 유체다리를 heat 

spreader 와 heat sink 사이에 생성시켜 냉각을 

하였고 둘째로 700uL 의 유체를 이용하여 

40 초 동안 cyclic cooling 을 한 뒤 LED 온도가 

목표온도에 도달 하면 500uL 의 유체다리를 

생성하여 첫번째 실험과 동일한 온도로  제어 

하였다..  

4. 결과 
 

 
Fig. 4 와 같이 정적인 상태의 유체 다리를 

이용한 냉각은 LED 의 온도가 서서히 감소하

여 150 초 뒤에 28.5°C 에 수렴하였다. 하지만 

제안된 방법은 cyclic cooling 을 통해 40 초 동

안 LED 온도를 28.5°C 까지 냉각 시킨 뒤  

500uL 의 유체기둥을 생성하여 일정한 온도로 
제어하였다.  

 
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체 다리 열 스위치의 
두가지 작동 방법을 소개하고 유체다리의 
주기적인 작동을 통한 cyclic cooling 과 정적인 
유체다리를 이용한 온도제어를 결합한 Heat 
spot 의 효과적인 온도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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