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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전달의 기본

열의 이동

열역학의 원칙에서 보듯이 물질과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단지 서로간에 변화를 일으켜 이동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될 뿐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열을 이동시키는데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열전달의 방식에 따라 이들중 2-3가지의 방법이 함께 작용하기도
하나 (자연적으로든 인위적으로든) 기본적으로 냉각시스템은 이들 기본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전도 - 열이 물질의 한부분으로부터 물질을 통해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

대류 - 중력이나 밀도의 변화에 따라 열에 의해 기체나 액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현상.

복사 - 전자기 에너지를 웨이브 또는 입자의 형태로 방사함으로써 열을
이동시키는 현상.

열의 전달

물질의 표면이 아무리 매끄럽게 보인다해도 현미경으로 보면 표면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CPU와 플레이트, 또는 힛싱크는 전체 표면의 0.01%만 닿을 뿐 표면의 나머지 부분들은 공기로 분리되어
있어 열 전달물질이 없이는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합니다.

우수한 열전달물질들은 높은 열전도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게 되므로 대부분의
힛싱크들은 싼 가격의 흑연 또는 실리콘/산화아연 물질을 사용합니다.

열 전도율

열전도율이란 어떤 물질이 단위 시간동안 이동시킬 수 있는 열의 양을 뜻합니다. 열전도율은 W/m K로 표시되며,
두께의 물질이 1°K의 온도로 몇와트(w)의 열을 한쪽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주: 열전도율은 길이에 따라 전달되는 열을 측정한 것으로, 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열의 양을 측정한 열전도력과는
다름니다)
1m

다이아몬드
은
동
금
알루미늄
철
납
얼음
콘크리트
나무
탄소
유리
고무

고체
2000 - 4000
417.3
393.7
291.3
216.5
66.9
34.3

(H2O @ -5°C)

수은
물

액체

3M Flourinert FC-43

메탄올
글리콜, Antifreeze
에탄올
액체질소 Nitrogen

8.3
0.67
0.66
0.25
0.25

기체

수소
헬륨
산소
질소
공기

0.18
0.15
0.023
0.025
0.026

0.14
0.14

1.6
1.1
0.12 - 0.04
1.6
0.8
0.2

특정 열용량

특정 열용량이란 특정한 물질이 보유할 수 있는 열의 양을 말합니다. kJ/kgK로 표시되며 1kg의 물질이 1°K의
온도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Kilojoules의 에너지량을 뜻합니다.

인체 (평균치)
콘크리트
얼음
나무
고무
알루미늄
유리
탄소
다이아몬드
철
동
은
납
금

고체
(avg)

(H2O @ -5°C)

3.47
3.3
2.1
1.7 - 2.7
1.6
0.89
0.84
0.71
0.50

액체
물
메탄올
에탄올
글리콜, Antifreeze
액화질소
벤젠
3M Flourinert FC-43

프레온 11
수은

4.184
2.55
2.48
2.38
2.04
1.72

수소
헬륨
수증기
질소
공기
산소

기체
14.32
5.23
(at 110°C)

(at 100°C)

1.97
1.04
1.0
0.91

1.47
0.87
0.14

0.45
0.39
0.23
0.13
0.13

이 숫자들이 수냉시스템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위의 열전도율은 왜 동(Copper)이 냉각시스템의 냉각플레이트로 애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은 은과 성능은 거의
비슷하나 가격은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금속들과 마찬가지로 동은 열을 오래 보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질이 열을 흡수해주어야 합니다.

특정열용량은 물이 어째서 가장 뛰어난 열보유액체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은 또한 열전도율에서도 가장
뛰어난 액체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프로세서에서 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동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사실과, 동이 보유하고 있는 열을
빼앗아가는 물질로는 물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다른 요인들이 연관될 수 있겠으나,
본 페이지에서는 수냉시스템의 기본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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