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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메이커의 LSI 방열설계

노트북 PC에서 디지털가전으로 파급 

(Hunt for Leakage Current Heats Up : (2) Examples : Cooling 

technology on model mobile PCs eventually could lead to a 

fanless cooling design)

전문연구위원 유철로

1. 서론

 

  □ 노트북 PC,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플라스마 TV 등에 적용시킨 최신 방

열설계에서 LSI의 열 대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열 대책을 결정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장치 소자를 탑재하는 기기

의 단위체적당 소비전력(열 도)이다. 열 도가 커질수록 보다 많은 

열을 좁은 공간 중에서 방열시켜야하기 때문에 방열설계는 어렵다. 또 

하나는 코스트 허용도이다. 기본적으로는 기기의 가격대가 높을수록 방

열설계에 배당되는 코스트 허용도는 커진다. 코스트 허용도가 클수록 

코스트가 비교적 높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방열설계를 분류하면, 열 도가 높고 

코스트 허용도가 큰 대표적인 예가 노트북 PC이다. 이에 대해 보다 향

상된 방열설계가 기술적인 견인력으로 되었다. 또 열 도는 낮고 코스

트 허용도가 적은 대표적인 예로서 디지털 비디오카메라가 있다. 이 기

기에는 저 코스트를 중시한 방열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열 도가 낮고 

코스트허용도가 큰 대표적인 예로서 평면판 디스플레이(FPD : Flat 

Panel Display)TV가 있다. 이 기술에는 실적이 있는 기존 기술을 활용

한 방열설계가 중요하다. 향후 기술개발로, 열 도가 높고 코스트 허

용도가 적은 기기는 휴대전화기를 생각할 수 있다. LSI 메이커에서는 

LSI를 매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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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노트북 PC․팬리스화를 실현

  □ 노트북 PC는 성능과 코스트를 양립시킨 방열설계기술을 선도하여 왔으

며, 금후에도 그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향상시켜도, 언제나 박형․경량화가 요구되기 때문

이다. 종래에는 LSI의 방열대책이 방열설계의 주목적이었으나, 이제는 

정음화(靜音化)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어, fanless를 실현하는 새로

운 방열설계기술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 흑연으로 팬리스화를 실현

   

    ○ 박형 경량화를 중시하여 노트북 PC에서 팬리스화를 실현한 메이커가 

Sony와 Matushita이다. 흑연을 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만든 열 확산

성이 높은 흑연판(Graphite Sheet)을 새로이 채택하여 팬리스화와 동

시에 경량화를 실현하 다. 채택된 흑연판은 Al과 복합화한 복합 흑

연판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서 발생된 열을 확산하여 키보드의 

이면이나 외함 전체로 방열시키고 있다. 이 방열기구는 팬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기존의 중량을 1/2인 15g로 경량화 하 으며, 이것

을 내장한 모델에서는 세계 최경량인 1,499g을 실현하 다

(Matushita). 또 흑연판을 사용하여 박형 경량화를 추구한 Sony는 노

트북 PC(윈도우xp)를 세계 최경량인 785g로 실현하 다. 

  □ 방열량을 중시하는 기종은 수냉 방식으로 

   

    ○ 노트북 PC에서도 30W 이상이 되면, 흑연판만으로는 방열성능을 이

룰 수 없으므로, 경량화보다 방열량을 중시하는 수냉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2000년 9월에 Hitachi는 세계 최초로 수냉 모듈을 탑재한 

노트북 PC를 발표하 다. 또한 노트북 PC에서 박형으로 수냉 모듈

을 시작(試作)한 기업은 NEC이다. 정음화와 동시에 박형화를 추구하

기 위하여 두께 5㎜인 압전 펌프를 채택하여 순환수로를 내장한 Al 

방열판은 두께 3㎜ 이하를 실현하 으며, 소음은 30㏈ 이하를 실현하

다. 시작한 수냉 모듈은 노트북 PC에 조립하여 동작을 확인하 다. 

    ○ 일반적으로 수냉 모듈에서 염려하는 냉각액의 휘발에 대하여서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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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성이 적은 재질로서 폐성을 높여 방지하 다. 이때 휘발분을 

보충하기 위한 탱크의 체적은 종래의 것과 비교해서 1/10로 소형화

하 다. 

  □ IBM은 2006년까지 팬으로 대응 

   ○ 일본 IBM에서는 노트북 PC에 새로운 방열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예

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열을 방출시키는 소형 히트파이프를 팬

과 조합한 방식으로 타사에 앞서 노트북 PC에 채택하 다. 2003년 4

월에는 3.06GHz 데스크 탑용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PC

에 히트파이프보다도 냉각 성능이 좋은 증기실과 팬을 조합한 것으로 

84W의 발열량을 가진 마이크로프로세스의 방열을 가능하게 하 다.  

    ○ IBM이 수냉 모듈의 채택에 소극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

는데, 하나는 신뢰성의 문제이다. 펌프 등 부품수가 많아짐에 따라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

른 하나는 설계에서 자유도의 저하다. 수냉 모듈은 냉각액으로 이동

된 열을 방열시키는 방열기구(열교환기)가 필요하다. 그 효율의 최적

화까지 고려할 때 부품의 배치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트북 PC에서는 히트파이프 및 vapour chamber로 대응하고 있고, 

정음화에 대한 요구는, 팬의 대형화와 회전속도를 저하시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경에는 기존 팬을 사용한 공냉방식 이외의 새로

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３. 디지털 비디오카메라․열 대책을 설계 초기단계에 도입 

  □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는 전하결합소자(CCD : Charge Coupled Device)

의 화소수의 증가, 기록 매체의 고성능화, 소형․경량화를 동시에 이루

어야 한다. 또한 휴대기기이므로 먼지나 수분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폐성은 필수적이며, 음성기록 시 잡음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여야한

다. 그러므로 방열에는 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 전제로 삼고 있다. 

  □ 광 픽업의 온도상승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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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VD라고 하는 새로운 기록방식의 채용으로, 방열설계 전체를 재고

한 기업은 일본 Hitachi이다. DVD 기록방식을 타사에 앞서 채택하

기 때문에 광 픽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품에 대한 온도제어를 고려

할 필요가 있었다. 광 픽업은 출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 온도를 

70℃ 이하로 억제하여야 한다. 초기의 기종에서는 기기설계의 최종단

계에서 열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고가인 흑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

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다음 기종에서는 소형경량화로 체적당의 소비

전력이 1.8배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기기설계의 초기단계에서 열 대책

을 세우기로 하 다.   

    ○ 방열을 포함한 열 대책 3가지를 Hitachi에서 채택하 다. 첫째는 기

판의 열을 적극적으로 외함으로 방열시킨다. 둘째는 발열량이 많은 

기판과 광 픽업을 격리벽으로 열적으로 차단한다. 셋째는 기판과 광 

픽업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킨다. 첫 번째의 열을 방열시키는 수단으로

서 Cu판, 두 번째 열의 격리벽에는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채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적화한 결과 광 픽업에 열이 전달되지 않

는 온도분포를 실현하 다. 

  □ 소형 히트파이프의 채택

   

    ○ 소형의 히트파이프를 채택한 기업은 일본 Victor와 Sony이다. Victor

는 하이비전 기록방식의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제품화할 때, 소비

전력이 2∼3W에서 9.7W로 급증됨에 따라 본격적인 열 대책을 실시

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Cu판만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

나,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한 LSI를 탑재한 것으로 인해서 발

생하는 열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 히트파이프를 채택하 다. 이때 히

트파이프를 사용하기 전에는 106℃인 것이, 사용 후 66℃로 되었다. 

또 Sony사에서는 히트파이프를 사용하여 CCD센서의 발열을 Al구조

물로 방열시켜 열전도의 효율을 높인 것으로, Cu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를 얻었다.  

4. 평면판 디스플레이 TV․휴대전화기

  □ 평면판 디스플레이 TV․열 시뮬레이션을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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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면판 디스플레이 TV의 방열설계는 액정 TV, 플라스마 TV 모두 초

기단계에서 대응하다면, 기존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튜너기판을 내장한 일체형 모델에서는 어느 것이나 팬이 필요하며, 

팬리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튜너기판에 탑재한 소자의 열 대책이 중

요하다. 액정 TV의 설계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

한 열 해석을 도입한 기업은 Sharp이다. 설계결정 전에 개략적인 시

뮬레이션으로 주요 부품의 온도를 평가한다. 그 후 설계, 냉각, 회로

기판을 검토하고 형상과 기판의 최종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와 같은 순서로 사전에 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문제점을 해결한다. 

   

    ○ 현재 튜너일체형 액정 TV에는 팬이 2개가 부착되어 있으나, 시뮬레

이션기법을 구사함으로서 하나의 팬으로 하도록 검토한다. 튜너분리

형 플라스마 TV에서 팬리스화를 실현한 기업은 Pioneer이다. PDP의 

이면에 Al판을 2층 구조로 공간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접합함으로서 

Al의 표면적을 2배로 하 다. 이로 인해 큰 히트싱크의 역할을 하여 

패널에서 발생된 열을 균등화시키고 있다. 또 화면의 중앙부에 특히 

열이 집중되기 쉬우므로 Al 접합부의 수를 증가시켜 열전도율을 높

이고 있다. 다만 튜너기판 일체형 모델에는 팬이 아직 부착되어 있으

며, 시뮬레이션의 도입 등으로 팬리스화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 휴대전화기․박형화의 추구로 열 대책이 필요

   

    ○ 휴대형 전화기는 현재의 모델에서 원래 LSI의 소비전력이 적으므로 

열 대책의 긴급성은 낮다. 그러나 금후 휴대전화기의 다양화 및 박형

화를 추구하고 있는 기종이 등장할 때는 현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

다. 두께를 반 정도로 얇게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열 대책은 필수 과

제이다.

5. 결론

  □ 장치 소자의 열 대책으로 긴급한 것은 노트북 PC이다. 마이크로프로세

서를 비롯하여 화상처리 칩이나 메모리 등의 집으로 인해 LSI의 발

열량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박형․경량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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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선진적인 방열기술 도입으로 노트북 PC를 비롯하여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금후에는 LSI의 방열기술이 파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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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반도체소자가 개발된 지도 수십 년, 이제 IT 분야를 비롯하여 모든 산

업 분야에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기술로 되었다. 특히 IT 분

야에서 이동형 PC의 보급에 따라 휴대성이 우수한 고성능 노트북 PC 

등은 박형화, 경량화 및 초저전압형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그러나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 요소기술의 개발과 유

닛의 개발이다. 박형화로 하기위한 CPU 등의 방열기술은 대단히 중요

하며, 내각장치의 개발에 있어서는 설계단계에서 방열 시뮬레이션에 의

한 열 해석을 통해 최적치를 구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툴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방열기술은 1996년경에는 Al 또는 Al+Cu의 히

트싱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경에는 Al+히트파이프, 또는 히트

파이프+팬 등을 이용하 으며 최근에는 수냉 방식과 흑연판 등을 이용

하고 있다. 노트북 PC나 디지털제품 등은 동작 주파수의 증가, 소비전

력의 증가로 발열 도가 계속 증가되는 경향이므로, 새로운 방열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 디지털제품을 비롯한 가전제품 등은 소형화, 고집적화, 저손실, 고효율

화 및 고속화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미 외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신기술개발, 신소자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