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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장치의 안정적인 작동과 설계수명 유지를 위해 전자부품 냉

각은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전자부품 냉각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산업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데스크톱 PC는 비교적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대부분이 열의 형태로 방출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가 데스크톱 

PC 냉각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기술이 상용화

된 상황이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현재의 수준과 같은 초미세 공정

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CPU의 동작 속도를 높여 데스크톱 

PC의 고성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동작 속도의 증가에 

따라 상당한 열이 발생하였고,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100 W 이상의 발열을 갖는 다수의 CPU 제품군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초미세 공정이나 연산을 병렬로 수행하는 멀티코어 기술 

등의 발달로 기존보다 높은 성능을 구현하면서 낮은 프로세서의 

발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CPU 
제작사인 Intel 사의 최신 데스크톱 PC용 프로세서는 35 W~95 
W, 모바일 PC용 프로세서는 15 W~45 W의 열설계전력(TDP: 
thermal design power)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열설계전력

은 프로세서에 이론적인 최대 연산 부하가 가해지는 조건에서 프

로세서가 소비하는 전력을 의미한다. 소비되는 전력이 열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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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열설계전력은 프로세서에서 단위시간에 제거되어야 하는 

최대 발열량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실제 프로세서는 최대 연산 

부하 상태로 작동하는 시간이 짧아, 대부분의 작동시간 중 프로세

서에서 냉각되어야 하는 열부하는 열설계전력보다 낮은 것이 보통

이다. 과거에 비해 CPU 발열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최근 데스크톱 

PC는 그래픽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CPU보다 열설계전력이 더 

높은 GPU를 탑재하는 경우도 많아 효과적인 냉각기술에 대한 요

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데스크톱 PC의 제품이나 기술 동향을 

볼 때, 고발열 프로세서나 기타 전자부품에 대한 냉각기술은 데스

크톱 PC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스크톱 PC 냉각을 위해 다양한 기술이 존재한다.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공랭식이다. 다수의 핀을 갖는 히트싱크를 

발열이 집중되는 프로세서와 접촉시켜 방열면적을 증가시키고 공

기와의 자연대류 또는 팬을 이용한 강제대류 열전달을 활용하여 

냉각을 수행한다. 간단한 시스템 구성과 낮은 비용으로 집중발열

의 특성을 갖는 고발열 프로세서의 효과적 냉각을 구현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충분한 냉각 성능을 위해 팬을 사용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하고, 장시간의 사용 시 팬 작동 신뢰성이 낮아지

며, 방열량이 증가하는 경우 냉각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프

로세서 및 전자부품 냉각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2-6], 이러한 방법

에는 수냉식, 열전소자(peltier) 냉각, 상변화 물질(PCM), 증발 상

변화 유동, 히트파이프 방법 등이 있다.
비교적 최근 개발된 기술 중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냉각방

법은 히트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다. 히트파이프는 특수한 내면구

조를 갖는 밀폐된 금속관 모양의 열전도체로 내부에 소량의 냉매

가 충전되어 있다. 전도와 대류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

문에 일정 온도차를 유지한 조건에서 전도 만을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높을 열전달 성능을 갖게 되므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히트싱

크까지 빠르게 열을 전달할 수 있다. 열전달 측면에서 보면 발열하

는 프로세서는 점 열원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히트파이프는 

이를 선 열원의 형태로 변환시켜 냉각에 유리하게 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히트파이프 자체는 냉각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랭식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되고, 발열부의 열을 히트싱크, 방열판 

및 기타 열교환 표면에 효과적으로 이동 및 확산시켜 냉각성능이 

향상되도록 한다. 특히 냉각부품을 위한 공간이 협소한 모바일 PC
나 휴대폰에서 발열이 집중되는 프로세서에서 내부 열교환기까지 

효과적인 열전달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데스크톱 PC에서

도 강제대류식 히트싱크 핀과 결합 되어 핀의 온도분포를 균일하

게 하여 냉각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응용은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히트파이프는 프로세서의 냉각에 사용되는 부품 중 가격

이 높은 편에 속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팬에 의한 강제대류가 발생

하는 핀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냉각 시스

템의 경량화나, 성능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팬에 의해 냉

각되는 시스템의 소음이나 신뢰성과 같은 문제는 존재하게 된다. 
특히 경제성의 이유에서 히트파이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데스크톱 PC에서 팬의 사용을 최소화한 냉각장치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히트파이프의 열이송 능력을 활용하여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방열부로 이동시켜 자연대류만으로 냉각시키는 

데스크톱 PC용 냉각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과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데스크톱 PC에서 강제대류 공

냉식 냉각 장치를 제거하고, 열확산과 냉각을 수행하는 히트파이

프와 방열부로 구성된 냉각 시스템을 장착하였다. 실험을 통해 

GPU는 히트파이프와 공기측 핀의 자연대류 냉각만으로도 충분한 

냉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CPU는 핀에 대한 형상 설계수정

과 공간의 확보 등을 통해 효과적인 냉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2. 실험장치 및 조건
2.1 데스크톱 PC 및 자연대류 냉각 장치 설치

본 연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스크톱 PC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냉각방법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데스크톱 PC는 팬과 

핀이 설치된 공랭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옆 판을 제거한 내부 사진

이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본체 내 상부에는 전력공급장치가 위

치하고 그 아래에는 메인보드가 설치되어 있다. 메인보드에는 

CPU가 있고 냉각을 위한 팬과 히트싱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하부 

슬롯에는 GPU가 장착된 그래픽 카드가 수직으로 삽입되어 있다. 
그래픽 카드에도 냉각을 위한 핀과 팬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

다. 본체 내부의 공기 유동을 위해 뒷면에도 팬이 부착되어 있음을 

Fig. 1 Heat pipe application: (Left) mobile PC (laptop computer)[7], 
(Right) desktop P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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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러한 주요 부품의 배치는 데스크톱 PC에서 가장 흔한 

내부 구성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CPU와 GPU의 열설계전력은 

각각 95 W와 150 W으로 최근 사용되는 CPU와 GPU의 열설계

전력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의 붉은색 점은 내부 공기의 

온도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가 설치될 위치를 보여준다.
자연대류를 이용한 데스크톱 PC의 냉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CPU와 GPU에 설치된 냉각팬과 히트싱크를 제거하였다. 그
리고 발열부와 접촉하는 방열 블록과 냉각을 위한 핀, 그리고 방열 

블록과 핀을 연결하는 히트파이프로 구성된 냉각 시스템으로 교체

하였다. 또한, 본체 내부의 공기유동 발생을 위한 팬도 제거되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냉각에 필요한 모든 팬을 제거하고자 하였으

나 전력공급장치에 설치된 팬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력

공급장치에는 CPU나 GPU 같은 집중된 발열부가 존재하지 않았

고 방열 블록과 히트파이프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였기 때

문이다. 
핀의 면적을 설계하기 위해 핀 base와 공기의 온도차 35℃, 경계

층 발달 방향으로 수직 방향의 핀 길이 2 cm를 가정하였다. 주어진 

조건에서 Ra 수는 2.11×104로 경계층 내 유동은 완전한 층류 상태

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식 (1)을[9] 이용하여 계산한 핀 표면 평균 

대류열전달 계수는 9.24 W/m2･K이었다. 식 (1)에서 Ra와 Pr은 

각각 Rayleigh 수와 Prandtl 수를 의미한다. 이때 핀의 효율은 약 

98%였고, CPU와 GPU의 발열을 모두 자연대류를 이용하여 냉각

하는 경우 필요한 핀의 표면적은 0.77 m2로 계산되었다. 또한, 자
연대류가 발생하는 핀 표면의 유동 경계층 간섭을 피하기 위한 핀

의 간격은 2.5 cm 이상으로 예상되었다. 

   
  Pr  




···················· (1)

가정된 작동 조건을 기반으로 산출된 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CPU와 GPU를 하나의 핀 어셈블리로 냉각하는 것은 사용된 

데스크톱 PC의 형상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

서 CPU와 GPU를 열설계전력 기준으로 나누어 독립적인 핀 어셈

블리를 사용하여 냉각하도록 제작되었다. CPU가 메인보드 상부에 

위치하고, GPU는 본체 내 공간의 하부에 슬롯에 삽입된 그래픽 

카드에 장착되어 있어, 히트파이프의 작동원리, 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CPU와 GPU를 위한 각각의 방열판-핀 어셈블리는 데스

크탑 PC 본체의 윗면과 측면에 분리하여 설치하였다. Fig. 3(a)는 

자연대류 냉각방식으로 변경된 데스크톱 PC의 외부 모습, Fig. 
3(b)는 5개의 히트파이프가 설치된 방열블록이 CPU와 접촉 결속

된 상태, Fig. 3(c)는 4개의 히트파이프가 설치된 방열블록이 GPU
와 접촉된 상태로 방열판-핀 어셈블리에 연결된 상태를 각각 보여

주고 있다. 히트 파이프의 개수는 냉각 성능을 되도록 높이고자,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로 설치 가능한 개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2.2 히트파이프
히트파이프는 전술한 것과 같이 전도와 대류 열전달을 활용하여 

집중된 발열을 효과적으로 히트싱크에 전달하도록 한다. 
따라서 히트파이프의 성능은 CPU와 GPU의 냉각에 매우 중요

하다. 하지만, 높은 성능을 갖는 히트파이프를 직접 설계하여 제작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상용화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사
용된 히트파이프는 Fig. 4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외경 6 mm의 

원형 단면을 갖는 관 형태이고, 구리로 제작된 제품이다. 관 내측 

T0 T1 T2

T3 T4 T5

T6 T7 T8

Fig. 2 Internal view of the experimented desktop PC before the 
modification of the cooling system

(a)

(b)

(c)

T4

T4

Fig. 3 (a) Desktop PC with free convection cooling systems, (b) 
Cooling block for CPU cooling, (c) Heat pipes connecting 
cooling block and fin assembly for GPU cooling

1 mm

Fig. 4 Cross section and inner surface picture of hea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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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는 윅(wick)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구리 분말이 약 1 mm 두
께로 소결되어 있으며, 작동 유체로는 물이 사용되었다. 내부구조

의 확인을 위해 히트파이프를 절단하였을 때 내부에 충전된 물은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양이었으며 매우 미량의 물이 내부에 존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3 실험 방법
실험은 기존의 강제 공랭식 장치의 냉각성능과 이를 제거하고 

설치된 자연대류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의 냉각성능과 소비전력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냉각성능

을 확인하기 위해 CPU와 GPU 발열부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온도

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본체 내부의 공간에서 공기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9개 위치에서 열전대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

정하였다. 열전대는 0.2℃ 이내의 오차를 갖도록 보정 한 후 사용

하였고, 측정오차가 0.1%인 디지털 전력계를 사용하여 실시간 소

비전력을 측정하였다. 데스크톱 PC를 켜는 순간부터 부팅이 완료

되고 idle 상태, 이후 CPU와 GPU에 최대 연산부하를 가하는 

StressMyP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온도가 안정화되는 상태에 이

르기까지 온도와 소비전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3.1 히트파이프 성능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히트파이프는 상용 제품이므로 성능 특성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가 부족하였다. 특히 히트파이프를 냉각 시스

템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설치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

른 히트파이프 성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Fig. 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실험부를 제작하였다. 300 mm 길이의 히트파

이프에 20 mm 간격으로 15개 위치에 열전대를 부착하였다. 히트

파이프의 한쪽 끝단 100 mm에 히터를 감아 증발부를 구성하고, 
증발부와 중간부 100 mm까지 단열하였다. 반대쪽 끝단 100 mm 
부분은 외기에 노출시킨 상태로 2.9 m/s의 풍속을 가하여 응축부

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증발부에 열을 가하고, 응축부를 냉각하면 

히트파이프가 갖는 전도와 대류 효과에 의해 증발부와 응축부 사

이의 온도차이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히트파이프가 갖는 열저

항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열저항(Rth)은 [(Tevap−Tcond) / q]로 표

현되는데 이때 증발온도(Tevap)와 응축온도(Tcond)는 Fig. 5에서 보

여주는 증발부와 응축부에서 측정된 각각 5개 지점의 평균 온도이

고, q는 증발부에 가해진 히터의 전력값이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기울어진 각도(tilting angle)의 개

념과 측정된 히트파이프 열저항 값을 보여주고 있다. 히트파이프

의 기울어진 각도가 90°에서 –30° 사이에서는 히터의 발열이 증가

함에 따라 열저항이 약 0.33 W/K의 값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히트파이프 내부에서 증발과 응축 그리고 wick에 

의한 액체상태의 작동유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따라서 −30°의 상태는 증발부가 응축부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여, 이러한 각도에서도 응축부에서 액화된 

작동유체가 wick의 모세관 효과에 의해 증발부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0°와 −90°의 기울어진 각도에서는 중력의 효과가 강

해져 응축된 작동유체가 증발부에 공급이 어려워지며 열저항이 급

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히트파이프 표면 온도는 

응축부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해당 히트파이프의 증발부 높이

가 응축부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면 히트파이프의 성능이 크게 저

하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증발부의 위치가 응축부보다 높으면 히

트파이프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냉각 시스템에 히프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증발부의 위치가 

응축부보다 항상 낮게 위치하도록 하였다.

3.2 데스크톱 PC 주요부의 온도변화 비교
기존의 강제대류 공랭식 냉각 장치와 이를 변경한 자연대류 공

랭식 냉각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데스크톱 PC를 가동시

켜 CPU와 GPU, 그리고 내부 공간에서의 온도변화를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CPU와 GPU 온도는 각 프로세서와 방열블록 사이에 

열전대를 삽입하여 측정하였으며, 내부 공간에는 부도체 재질의 

와이어를 설치한 후 여기에 열전대를 고정하여 측정하였다. Fig. 
6은 내부 공간에 열전대를 설치한 모습과 열전대의 번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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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냉각장치를 사용한 경우와 변경된 자연대류 냉각장치를 

적용한 경우, 데스크톱 PC 작동에 따른 주요 프로세서와 내부의 

온도변화가 Fig. 7과 Fig. 8에 각각 제시되었다. 강제대류 및 자연

대류 냉각방식을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도중 주변의 실내온도는 

각각 20℃~23℃, 18℃~21℃였다. 자연대류 냉각방식을 적용한 데

스크톱 PC의 실험을 수행할 때 주변 공기의 온도가 약 2℃ 더 낮아 

냉각에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온도의 차이가 크

지 않아 프로세서와 내부 공간의 온도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7는 강제대류 냉각방식을 적용한 데스크톱 PC를 켜고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내부의 온도가 거의 정상상태에 도달

함을 보여준다. 이때 CPU와 GPU 온도는 약 34℃와 47℃이다. 
20분이 약간 경과한 시점에서 CPU와 GPU에 StressMyPC 프로

그램을 실행시켜 최대 연산부하를 가하게 되면 온도는 급격히 상

승하여 CPU와 GPU 온도는 약 59℃와 58℃에 도달하게 된다. 
CPU와 GPU 연산 부하는 CPU-Z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 하

였고, 해당 최대온도에서 최대 연산부하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강제대류 냉각장치는 주어진 작동조건에서 6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해

당 온도의 이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데스크톱 PC 본체 내부의 온도가 측정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 CPU와 가장 

가까운 T0와 T1의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Fig. 2에서 보여주는 

PC의 뒷면에 부착된 팬의 작동 때문이다. 토출팬이 작동하면서 

CPU에서 방출된 고온의 공기가 앞면에서 흡입된 공기로 빠르게 

대체되며, 뒷면으로 토출되어 해당 지점의 낮은 온도를 유지한다. 
반면 T3와 T4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보여준다. 이는 

측정 위치가 뒷면의 토출팬 아래에 위치하여 공기의 순환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에 위치한 그래픽 카드

의 영향으로 CPU를 냉각시킨 공기가 T3와 T4 지점에서 정체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 온도를 갖게 된다. T6 지점에서도 다른 지점

보다 약간 높은 공기 온도를 갖게 되는데 이는 GPU를 냉각시킨 

공기가 PC의 뒷면에 가공된 공기 배출구를 빠져나가며 해당 지점

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Fig. 8은 기존의 냉각장치를 제거하고 자연대류 냉각장치를 설

치한 후 데스크톱 PC의 작동조건을 변경시키며, 프로세서와 내부 

공기온도 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강제대류 냉각장치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던 Fig. 7과 비교하여 Fig. 8은 몇 가지 차이점을 

Table 1 Average temperature of the CPU and GPU at different 
cooling method and operating conditions

Forced convection cooling
(Tair,avg = 21.5℃)

Natural convection cooling
(Tair,avg = 19.5℃)

Idle 100% load Idle 100% load

CPU 34.3℃ 58.7℃ 43.1℃ 65.1℃
GPU 47.1℃ 58.1℃ 40.4℃ 42.8℃

T0 T1 T2

T3 T4 T5

T6 T7 T8

Fig. 6 Picture of the thermocouple positioning (red circles) and 
the location of the thermocouples in the desktop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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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먼저 CPU와 GPU가 PC 구동을 시작한 후 일정 

수준의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ig. 8에서 CPU가 일정 온도를 갖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강제대류 냉각장치를 사용하였던 조건의 5분에 비해 긴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대류의 특성상 대류 열전달 계수가 

매우 낮고 방열판-핀 어셈블리와 방열블록이 갖는 열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Fig. 8은 내부 공간의 온도분포가 강제대류 냉각장치를 적

용하였을 때 보다 그 편차가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낮은 내부온도

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CPU와 GPU에 과부하를 주는 

조건에서 온도분포 차가 커진다. 강제대류 방식에서는 내부 공간

의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의 차이가 약 12℃인데 반해 자연대류 방

식에서는 그 차이가 약 5℃ 정도임을 알 수 있으며, PC가 idle 상
태와 최고 계산 부하의 조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차이는 냉각방법에 기인한다. 강제대류 방식에서는 프로세서 

발생열을 일단 히트싱크와 소형 팬으로 PC 본체 내부로 이동시킨 

후 본체에 부착된 토출팬으로 외부로 배출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

가 상대적으로 높고 냉각을 위해 다수의 팬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연대류 방식에서는 CPU와 GPU의 발열을 히트파이프를 이용

하여 본체 외부로 이동시킨 후 방열판-핀 어셈블리에서 냉각시키

기 때문에, 본체 내부로 열유입이 작다. 따라서, 본체 내부의 공기 

순환을 위한 추가적인 팬 없이 PC 본체 내부에서 작동 가능 온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Table 1은 정상상태와 유사한 조건에 도달하였을 때 냉각방식과 

작동조건에 따른 CPU와 GPU의 평균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CPU를 살펴보면 자연대류 냉각방식에서 idle 상태와 최대부하에

서 평균 온도는 각각 43.1℃와 65.1℃로, 강제대류 방식에서의 

34.3℃와 58.7℃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목표로 하였던 CPU의 냉각온도 60℃를 약 5℃ 정도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인은 핀이 충분한 냉각능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Fig.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CPU의 위치가 메인보드 상부

에 위치하여 이를 위한 방열판-핀 어셈블리가 본체의 윗면에 설치

되었다. 그 결과 설치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어 방열판을 수평으로 

핀을 수직으로 길게 제작하되 열적 경계층을 고려하여 그 간격은 

넓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점은 수평 방열판에서 이미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하게 되므로 핀과 주변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작아

지며 냉각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핀 

설계의 문제로 CPU에 충분한 냉각을 제공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자연대류를 이용한 냉각 시

스템에서 방열판-핀 어셈블리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
만 자연대류 냉각방식을 적용한 경우 CPU 온도 65.1℃에서도 온

도 상승으로 인해 작동 클럭수가 감소하는 스로틀링 현상은 보이

지 않았다. CPU 온도 약 70℃까지는 주의를 해야 하지만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의 높은 온도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으며[10] 해당 온

도에서도 데스크톱 PC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반면 GPU의 경우 적절한 자연대류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

우 강제대류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냉각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자연대류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GPU의 작동온도는 

idle 상태에서 강제대류에 비해 낮고, 특히 최대 연산부하의 조건

에서도 온도의 상승폭이 크지 않으며, 그 온도가 42.8℃로 강제대

류 장치를 적용한 idle 상태 온도보다도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GPU의 방열판-핀 어셈블리를 본체의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자연대류 냉각에 유리하게 하고, 수직방향 길이가 짧은 여러 개의 

핀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핀의 평균 대류 열전달 계수 감소를 방지

하였기 때문이다. 

3.3 소비전력 비교
자연대류 냉각 시스템을 데스크톱 PC에 적용하는 경우 장점은 

사용되는 팬의 개수를 감소시켜 소비전력과 소음을 감소시킨 신뢰

성 있는 냉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CPU와 GPU에 장착된 

팬뿐만 아니라 본체 내부의 공기 순환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팬

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전력과 소음의 감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Fig. 9는 강제대류 냉각과 자연대류 냉각장치를 적용한 데스크

톱 PC의 소비전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반적

으로 PC는 부팅이 시작되며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부

팅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작업을 기다리는 idle 상태에서 낮은 전력 

소비를 보인다. Fig. 9에서 idle 상태의 강제대류와 자연대류 냉각

조건에서 평균 소비전력은 약 140 W와 123 W로 12.1%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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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대 연산부하 

조건에서는 각 냉각방식 조건에서 소비전력이 약 226 W와 193 
W로 자연대류 냉각조건에서 약 14.6%의 소비전력이 감소하였음

을 알 수 있다. Idle 상태와 최대 연산부하 조건에서 소비전력의 

차이가 각각 17 W와 33 W로 다른 값을 갖는데, 그 이유는 CPU
와 GPU를 강제 냉각시키는 팬의 작동조건이 연산부하에 따라 변

화되어 팬의 소비전력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팬의 소비전

력이 증가하는 최대 연산조건에서 자연대류 냉각을 적용한 데스크

톱 PC의 소비전력 절감효과가 커지게 된다.
소음 감소의 효과는 정밀한 측정 장비가 없어 정량적인 측정이 

어려웠으며, PC의 총 사용시간이나 작동조건 등에 따라 발생 소음

은 큰 차이를 보인다. 다만 자연대류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데스크

톱 PC는 전력공급장치 내부에 설치된 팬과 하드디스크 이외의 기

계적 소음원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의 강제대류 냉각방식을 적용한 

PC와 비교하여 확실한 소음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PC 
사용시간 증가에 따라 팬 소음이 심하게 증가하는데, 자연대류 냉

각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데스크톱 PC에 적용된 강제대류 냉각

장치를 히트파이프와 방열판-핀 어셈블리를 활용한 자연대류 냉각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변경 전후의 CPU, GPU, 본체 내부 공간의 

온도분포, 소비전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대류 냉각 시스

템의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자연대류 냉각 시스템은 데스크톱 PC의 주요 발열부인 CPU와 

GPU의 열을 히트파이프를 통해 본체 외부로 이동시킨 후 냉각을 

수행하므로 강제대류 냉각방식과 비교하면 본체 내부의 공기 온도

가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CPU의 온도는 자연대류 냉각방

식의 경우 강제대류 냉각방식에 비해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간과 설치의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냉각성능을 제공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대류 냉각장치에 의해 GPU
의 발생열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으며, idle 상태나 최대 연산부하 

조건에서 모두 강제대류 냉각방식에 비해 낮은 GPU 온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소비전력 측정을 통해 자연대류 냉각방식은 강제대

류 방식에 비해 idle 조건에서 12.1%, 최대 연산부하 조건에서 

14.6%의 소비전력 절감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적절한 설계와 설치를 통해 자연대류 냉각방식

이 데스크톱 PC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히
트파이프와 방열판-핀 어셈블리의 설치에 적합한 CPU와 GPU의 

위치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자연대류 냉각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제작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자연대류 냉각

방식의 경제성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소비전력과 소음 감

소 효과, 냉각장치의 신뢰성 향상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데스크

톱 PC의 다양한 냉각방식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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