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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를 갖는 증기챔버

(57) 요약

열전달 장치가 열원과 커플링된 증발 영역을 갖는 응축성 유체를 갖는 챔버를 포함한다. 상기 챔버 속에는 비등 강화된 멀

티 윅 구조가 있다.

대표도

도 1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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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하나의 챔버가 응축성 유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응축성 유체를 증발시키기 위해 열원과 짝진 형태인 증발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증발된 응축성 유체가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 내의 표면 상에 응축물로서 결집하게 되는 최소한 하나의

챔버; 및

상기 증발 영역을 향한 상기 응축물 흐름을 촉진하고 상기 관련 비등 과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 내

에 포개져서 다양하게 연결된 윅 구조을 포함하는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2.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응축물 자리에서보다 우수한 윅 성능을 갖는, 비등 강화된 구멍 있는 윅이 상기 증발 영역에서 사용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3.

제2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등 강화된 구멍 있는 윅이 갈퀴들, 핀들, 갈퀴들이나 핀들 사이의 가교 구조, 폼(foam) 및 다공성 구조 중 최소한 하

나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4.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 중 적어도 일부가 판, 메쉬,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 표면에 움푹 패인 구조, 소결층, 및 다

공성 층 중 어느 하나의 조합을 포함하는 다중층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5.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가, 상기 응축물이 상기 증발 영역을 향해 흐를때 상기 응축물의 광범위한 흐름 요건에 따라

변하는 광범위한 가변성 윅 구조를 가지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6.

제5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가 최소한 하나의 갈퀴, 최소한 하나의 핀, 판, 메쉬,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 표면에 움푹

패인 구조, 분말 윅, 및 폼(foam) 윅 중 최소한 하나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7.

제5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범위한 가변성 윅 구조가 광범위하게 변하는 양의 윅 구조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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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가, 상기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 부분들 사이에 상기 응축물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기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의 부분을 연결하는 최소한 하나의 윅 구조 가교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9.

제8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윅 구조 가교가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에 대해 내부 지지 구조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10.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가 가변성 다공을 갖는 윅 구조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11.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의 일부분이 최소한 하나의 갈퀴와 기능적 접촉상태인 열 전달장치.

청구항 12.

제1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가 기저부 챔버와 갈퀴 챔버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13.

제12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갈퀴가 상기 갈퀴 챔버와 기능적 접촉상태인 열 전달장치.

청구항 14.

제1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갈퀴가 공기가 흐를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개구부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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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가 클립 형태인 열 전달장치.

청구항 16.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가 케이싱 구조의 부분을 형성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17.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가 캐비넷 구조의 부분을 형성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18.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가 냉각 액체와 기능적 접촉상태인 열 전달장치.

청구항 19.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 부분이 금속, 플라스틱, 금속 코팅된 플라스틱, 그라파이트, 다이아몬드 및 카본-나노튜브 중 최

소한 하나로 구성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20.

제1항의 열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가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지지 구조를 포함하는 열 전달장치.

청구항 21.

열 장치가 응축성 유체를 포함하고, 열원에 짝진 형태인 증발 영역을 포함하는 최소한 하나의 챔버;및

상기 응축물의 상기 증발 영역을 향한 흐름을 촉진하고 상기 관련 비등 과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

내에 포개져서 다양하게 연결된 윅 구조를 포함하는,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를 포함하는 열 장치 내로 상기 열원으로부

터 열을 받는 것;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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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 내의 표면 상에 응축물로서 결집하는 상기 응축성 유체를 상기 최소한 하나의 챔버 내에서 증발

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열원으로부터 열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냉각 혹은 열 제거는 전자산업에서 중요한 장애물이 되어 왔다. 열 소실은 시설 규모, 고성능에 대한 수요, 다기능 적용예

에 따라 증가한다. 고성능 열전달장치에 대한 개발은 전자산업의 주요 개발 목표 중 하나가 되어 왔다.

배경기술

히트싱크(heat sink)는 종종 장치나 시스템으로부터 주변으로 열을 제거하는 데에 이용된다. 방열기의 성능은 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보다 낮은 값의 열 저항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열 저항은 상기 히트싱크 표면과 주변 환경 간

의 상기 히트싱크와 전달 저항 내의 열발산 저항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열 발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기 히트싱

크를 만들기 위해 고전도성 물질, 예를 들면 구리와 알루미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

형물 확산 메카니즘은 더욱 새로운 전자 장비들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냉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

서 보다 효율적인 메카니즘이 개발되고 평가되어 왔으며, 증기 챔버가 통상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메카니즘 중의 하나였다.

증기 챔버들은, 열이 증발된 작동 액체에 의해 전달되고 증기 흐름에 의해 발산되는 히트파이프의 원리를 이용한다. 상기

증기는 결국 상기 냉각 표면 위로 응축되고, 그 결과 상기 열은 증발 표면 (열원을 가진 인터페이스)에서 응축 표면 (냉각

표면)으로 전달된다. 만약 상기 냉각 표면부가 상기 증발 표면보다 훨씬 더 높다면, 상변화 (액체-증기-액체) 방식이 등온

환경 근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기 열 발산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열 제거/냉각용 고성능 증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증기 장치의 전체적인 성능은 상기 증기-액

체 순환(열 발산 메카니즘)과 관련된 각각의 컴포넌트의 성능에 따라 다르며, 상기 냉각면(전달 메카니즘)에 연관된 상기

장치들의 성능에 따라 다르다. 고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양 메카니즘 모두 중요시되어야 한다.

상기 냉각-응축 순환에는 응축 흐름, 비등, 증기 흐름, 및 응축이 포함된다. 별도로 진행중인 특허출원에는 증기 챔버 내에

상기 응축 흐름을 양호하게 하기 위한 다중 윅(Multi-Wick, MW)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출원번호 10/390,773,

참조문헌으로 통합 인용됨). 특히, 상기 증기 챔버의 크기와 연계된 높은 열-플럭스 요구는 높은 윅 성능을 가진 윅 구조를

요구하는 상상을 낳지만, 동시에 상기 장치를 고려하기에 충분한 지렛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흐름 속도

를 보유하면서 큰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는 윅 구조는 고비용 공정이 요구된다. 사실 가열 (비등) 영역만이 높은 윅 성능이

요구되고, 이러한 윅 성능 요구는 상기 가열 영역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감소한다. 이것은 상기 응축이 상당히 줄어든 열

-플럭스에서 발생하며, 단지 높은 응축 흐름 속도를 보유해야 하는 상기 응축이 수렴하는 증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상기 윅 구조(상기 다중 윅 구조로 참조됨)는 상기 액체 상에서 작용하는 상기 힘들(모세관력, 점성력, 중력)의

균형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 상기 공간적인 흐름 속도 요구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응축이 비등점에 도달할 때 비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본 발명의 목적은 비등 과열(비등 표면 온도와 증기 온도의 차

이)을 줄이기 위해 채택된 다중 윅 구조를 개시하는 것이다. 구멍 비등 구조는 일반적으로 과열 감소를 위한 비등 풀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보통 상기 액체 풀의 길이가 상기 구멍 구조의 것보다 더 커서 상기 구멍이 상기 액체 풀(액체 풀

비등) 내로 전적으로 흡수된다. 더욱이, 상기 가열 영역 근처의 액체가 끓으면서 중력 메카니즘에 의해 교체된다. 증기 챔

버 면에서, 이는 그 작동을 중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억제할 뿐만 아니라 상기 챔버 일부가 전적으로 액체로 범람할 필요

가 있으며, 따라서 상기 증기 및/또는 응축 흐름 과정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비등 강화 특성이 비등 강화 멀티-윅(BEMW) 구조를 통해 상기 증기 챔버 속에 적용된다. 이러한 BEMW

구조로 인해 상기 응축물이 상당히 다양한 윅 성능을 지닌 윅 구조를 이용하여 상기 응축 자리로부터 수집되고, 거기서 비

등 강화된 구조가 상기 가열 영역(비등 영역)에 채택되어 윅 성능과 비등 강화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상기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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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구조는 전적으로 액체 풀 내로 흡수되지 않음에 따라 중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등 강화구조는 3-D 가교 윅 역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 지지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상기

비등 강화 멀티-윅의 일부는 종전에 개시된 멀티-윅 구조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상기 비등 강화(BE)구조는 상기 응축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윅 성능을 보유한 구멍이 있는 윅 구조이다. 이러한 구멍이

있는 윅은 갈퀴 형태여서 상기 액체가 갈퀴의 팁 방향으로 갈퀴 사이에서 흡수될 수 있다. 갈퀴들 또는 핀들 사이의 가교

구조 또한 상기 비등 표면 영역을 늘리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거품/다공성 구조도 더 큰 비등 표면 영역을 제공하기 위

해 상기 구멍이 있는 윅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들 전부에서 목표는 상기 가열원으로부터 더 큰 비등 표면을 향해

가열 전도 통로를 제공하고, 이러한 비등 표면을 복잡한 윅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응축물로 (완전 잠수없이)

포화시키는 것이다.

상기 윅 성능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 위해, BEMW 구조의 일부는 각각의 상부에 쌓인 물질들의 층으로 구성

된 다중층(Multi-Layer, ML)구조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각 층은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 상기 윅 구조는 통합 작용하는

다중층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구멍 뚫린 구리강판의 다중층이 홈이 없는 구리 표면에 쌓여서 홈이 있는 윅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유사하게, 구리판이 홈이 있는 구리 표면에 쌓여서 모세 윅을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

중층 윅는 일반적으로 구멍 뚫린 판, 홈이 있는 판, 메쉬 층, 소결층, 솔리드 판,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더욱이

각 층의 무늬는 구멍의 모양, 슬릿 간격 및/또는 방향, 다공성, 구멍 크기, 메쉬 크기, 및 그 조합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포함

한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증기 챔버는 다양한 용례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설치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포맷은 상기 열원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열이 분산되며, 갈퀴나 다른 냉각 시스템과 접하고 있는 플랫 열-분산기에 사용되는 것이다. 또다른 포맷은 히트 싱크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상기 증기 챔버 부분이 고형 갈퀴들과 열적 접촉상태이거나, 또는 상기 증기 챔버는 기저부와 기능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갈퀴 챔버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부수적인 고형 갈퀴들이 상기 갈퀴 챔버들과 접함으로

써 상기 열대류 표면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광범위하게 제한된 용례들의 경우, 상기 증기 챔버는 인쇄회로기판 상, (특히

도터보드(daughter board))에 고정하는 클립 형태(Vaporclip)로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증기 챔버는 전자 장치들이 기

능적으로 배열되는 케이싱 형태(Vaporcase)로 설치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상기 증기 챔버는 그 속에 Vaporcase가 기

능적으로 배열될 수 있는 캐비넷으로 설치될 수도 있다.

내부저항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대류 저항은 더욱 상승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성능이 상기 대류 저항에

의해 저지될 수도 있다. 갈퀴 구조는 평평한 갈퀴, 핀 갈퀴, 구멍 있는 갈퀴, 다공성 갈퀴로 다양할 수 있다. 상기 갈퀴들과

상기 증기 챔버 간의 경계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상기 갈퀴 구조를 상기 증기 챔버에 연결하는 방법은 결합

물질이 있거나 또는 없이 행해질 수 있다. 결합물질 없이 진행되는 방법은 확산형 결합, 용접, 또는 당업계 공지의 방법이

면 가능하다. 결합물질을 가지고 진행되는 방법은 접촉성 결합, 땜질, 납땜, 용접, 또는 당업계 공지의 방법이면 가능하다.

더욱이, 상기 방법은 그들의 조합일 수도 있다. 보다 우수한 기능적 결합을 위해, 보다 우수한 결합 품질과 접촉면을 위해

결합부위에 "J"-레그(leg)가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냉각 매개체로는 용례에 따라 공기, 물, 또는 냉각제가 가능하다. 액체 냉각을 위해서는 상기 증기 챔버를 갖는

열 교환부는 개방쉘 타입, 시리얼 플로우 타입, 평행 플로우 타입, 또는 그들의 조합 형태가 가능하다.

다양한 용례 요구 및 제한에 따라, 상기 증기 챔버는 금속, 플라스틱, 및/또는 합성물질로 된 것일 수 있다. 상기 증기 챔버

표면은 또한 다양한 물질, 예를 들면 플라스틱, 금속 코팅, 그라파이트층, 다이아몬드, 카본-나노튜브, 및/또는 당업계 공

지의 고전도성 물질과 기능적으로 접촉될 수 있다.

실시예

도 1은 평판형으로서 기저판(111), 상부판(112), 네개의 측벽(113), 기저부 윅 구조(121), 및 비등 강화구조(130)으로 이

루어진 증기 챔버(100)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열원(전기소자)(101)으로부터 열이 주입되면, 상기 비등 강화

구조(130)로부터 증기가 생성된다. 상기 비등 강화(BE) 구조(130)은 상기 액체를 상기 증기 기저판(111)에 수직하게 끌어

당기기 때문에 (상기 기저부 윅(121)에서 상기 BE구조(130)의 상부 방향으로), 상기 비등 강화면이 늘어나서 증발량 증가

와 비등 열 플럭스의 감소에 이른다. 그 결과 상기 비등 과열은 줄어든다. 이 BE구조(130)는 상기 기저부 윅(121) 중 일부

를 구성할 수도 있고(도 1c에 보여지는 것처럼), 또는 상기 기저부(111) 중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도 1d에 보여지는 것

처럼). 반면 상기 BE구조(130)는 부가 요소로서 접속될 수도 있다. 상기 BE구조(130)의 크기는 상기 열원(101)의 크기보

다 크거나, 작거나, 또는 동일할 수 있다. 상기 BE구조(130)는 평탄한 갈퀴구조(131)(도 2a), 핀형 갈퀴구조(132)(도 2b),

구멍(133)있는 평탄한 갈퀴구조(131)(도 2c), 또는 열전도성 다공성/폼(foam) 구조(134)(도 2d)일 수 있다. 상기 BE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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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는 3차원 가교 윅 기능을 제공하고 응축물로 하여금 직접 상부판(112)으로부터 흐르도록 하기 위해 상기 상부판

(112)(도 3a)과 전부 기능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 또는 도 3b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기 BE구조(131)의 일부(130)만이

상기 상부판(112)과 기능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다. 상기 윅 성능에 더욱 유연성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BEMW 구조의 부분들이 다중층(ML) 구조를 통해 형성될 수도 있다. 도 4에서는 고형판(270)이 움푹 패인 기저부판(280)

위에 놓여져서 모세 통로들(281)을 형성하는 하나의 다중층 구조를 나타낸다 (도 4b). 이러한 고형판(270)은 상기 BE구조

(130)을 수용하기 위해 개구부를 갖는다(도 4a). 판들의 층을 포갬으로써 다양한 모세 통로들 또는 패인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다. 도 5a는 세 개의 판(220)을 판(210)의 상층에 슬릿(221)으로 포갬으로써 큰 길이폭 비율을 가진 패인 부분들

(201)을 보여준다. 유사하게, 좁은 슬릿(231)을 가진 하나의 판(230)을 더 넓은 슬릿(221)을 가진 두개의 동일한 판(220)

상층에 포갬으로써 불규칙한 단면을 가진 불규칙하게 패인 부분(201)이 형성될 수도 있다. 도 6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액

체 흐름과 증기(242)의 배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통로(241)를 형성함으로써, 넓은 다양한 무늬를 갖는 슬릿(241)과 구

멍(242)을 가진 판(240)이 상기 멀티 윅 구조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못(stud) 유형 특징부(211)(도 6c)도

포개짐 판(240)과 접하면서 얇은 모세 평면(202)을 형성하여 더욱더 윅 성능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판 외에도

다중층 구조는 또한 메쉬 구조(250)(도 7a) 또는 소결층(260)(도 7b)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적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기 증기 챔버는 다양한 포맷으로 설치될 수 있다. 도 1a에서의 상기 평탄한 열분산

기 포맷 이외에, 히트싱크(heat-sink)(400)(도 8) 포맷을 가질 수도 있는데, 상기 기저부 챔버(410)는 상기 갈퀴 챔버

(440)와 기능적 접촉상태에 있다. 도 1a과 유사하게, BE구조(430)는 기저부판(411) 위에 포개질 수도 있고, 기저부 윅

(421)은 남아 있는 표면 위에 포개질 수 있으며, 함께 비등 강화된 멀티 윅 구조를 이루어낸다. 상기 갈퀴 챔버(440) 내의

증기 공(441)은 과도하게 좁아져서는 안되며(증기 저항), 허용가능한 갈퀴 챔버의 수에 제한이 있다 (주어진 기하학적 제

한 목적). 대류면 전체면적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도 9에 보여지는 것처럼 고형 갈퀴(450)들이 상기 갈퀴 챔버(440)와

접촉 상태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열 전달계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들 고형 갈퀴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채택될 수 있다

(도 10). 상기 고형 갈퀴들은 단순한 평판형(450)(도 11), 엇배열된 평판형(455)(도 12), 변형성 피치(454)를 가진 형태(도

13), 구멍있는 형태(451)(도 14), 충돌/요동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한 흐름 편향 구조(452)(도 15), 결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J-레그(453)를 가진 형태(도 16), 핀 갈퀴(460)(도 17), 및/또는 다공성 블럭(470)(도 18) 형태가 가능하다.

상기 히트 싱크 포맷(400)(도 8) 이외에도, 상기 증기 챔버는 케이스(500)(도 19, 20), 캐비넷(600)(도 21), 또는 클립

(700)(도 22) 형태로 설치될 수 있다. 케이스 포맷(500)(도 19A)의 경우에는, 냉각을 요하고 인쇄회로기판(504) 상에 탑

재될 수 있는 다중 전자 소자(501, 502, 503)들이 있을 수 있다. 상기 인쇄회로기판은 상기 케이스(500)의 기저부(505) 상

에 구조적으로 포개질 수 있다. 상기 소자들은 상기 증기 챔버(510)의 상기 기저부판(511)과 직접 접촉하거나, 다른 전도

매개체(581), 또는 히트파이프(584)와 커플링된 전도 매개체(582, 583)로 이루어진 또다른 히트파이프 어셈블리(580)(도

19B)를 통해 구조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다. 이런 커플링 표면 전부 (소자간-커플링 또는 내적-커플링)는 우수한 구조적

접촉을 확보하기 위해 열 계면물질과 연결된다. 더욱이, 상기 케이스 포맷에 있어서의 상기 갈퀴들은 갈퀴 챔버(540)(도

20A)이거나 고형 요소들(550)(도 20b)일 수 있다. 상기 소자와 상기 케이스 사이에 동일한 적용예를 다음 시스템에 적용

하면 (케이스과 캐비넷), 캐비넷 포맷이 채용될 수 있다. 도 2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증기 케이스들(500)이 증기 캐비넷

(600)의 랙(621) 상에 구조적으로 포개질 수 있다. 상기 케이스(610)의 증기 챔버와의 구조적 커플링은 또다른 증기 챔버

(690)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증기 챔버는 클립 형태(700)를 가질 수 있는데 (도 22), 상기 챔버(클립

포맷)(710)가 상기 전자 소자(701) 및/또는 상기 인쇄회로기판(704)과 구조적 접촉상태일 수 있다. 갈퀴들(750)이 상기

챔버(710)와 구조적으로 접촉해서 대류면 전체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기 이외에, 상기 냉각 매개체로는 입구(711)와 출구(712)를 가진 외부 셸(710)형태(도 23a) 또는 상기 갈퀴 구조와 시리

즈(도 23b) 또는 평행하게(도 23c) 구조적으로 접촉상태인 액체 냉각 튜브 형태(도 23b)로서, 상기 증기 챔버(400)로부터

열을 제거할 수 있는 액체 (물이나 냉매 등)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도 23d에서는 상기 증기 챔버(400)로부터 직접 열

을 제거하기 위해 상기 액체 냉각 파이프(713)가 상기 증기 챔버(400)속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 상기 파이프(713)(도 23e)

의 표면은 응축된 액체 흐름이 증발 영역으로 보다 잘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 움푹 패인 부분과 같은 윅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증기 챔버(800)(도 24)는 금속 물질, 중합체 및/또는 화합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 상기 열원으로부터 열 흐름이

높다면, 고 전도성 물질(890)이 상기 기저부 챔버(810)의 분리된 부분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중합체가 사용된다면,

금속 코팅이나 해당분야의 다른 물질이 증기 및/또는 공기 누출 방지를 위해 내부 표면에 사용되어야 한다. 상기 증기 챔버

의 열 전달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고전도성 물질의 외부 코팅이 상기 기저부 및/또는 갈퀴 챔버에 적용될 수 있다

(보이지는 않음). 이러한 코팅은 그라파이트, 금속계, 다이아몬드, 카본-나노튜브, 또는 해당분야 공지의 다른 물질도 가능

하다.

수많은 실시예들이 설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형이 상기 기술사상 및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그러한 변형 실시예들 또한 청구항들의 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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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평판으로 설치된 증기 챔버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1b는 평판으로 설치된 상기 증기 챔버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1c는 베이직 윅이 삽입된 비등강화 구조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1d는 상기 증기 챔버의 기저판이 삽입된 비등강화 구조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2a는 상기 평탄한 갈퀴형 비등강화 구조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2b는 상기 핀 갈퀴형 비등강화 구조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2c는 평탄한 갈퀴 구멍이 있는 비등강화 구조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2d는 다공성 비등강화 구조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3a는 연장된 비등강화 구조를 갖는 평판 증기 챔버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3b는 상기 비등강화 구조 중 일부가 연장된 평판 증기 챔버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4a는 상기 비등강화 멀티-윅 구조의 다중층 설치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4b는 상기 다중층 구조를 통해 형성된 부가채널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5a는 상기 다중층 구조를 통해 형성된 심부 홈구조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5b는 상기 다중층 구조를 통해 형성된 불규칙 홈구조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6a는 슬릿과 구멍 패턴이 매우 다양한 다중층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6b는 액체 흐름을 위한 부가 판을 갖는 다중층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6c는 징(stud) 모양 특성을 갖는 판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7a는 메쉬 구조를 이용한 다중층 윅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7b는 소결층을 이용한 다중층 윅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8는 히트 싱크에 설치된 증기 챔버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9는 고형 갈퀴와 갈퀴 챔버를 갖는 증기 히트 싱크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10은 수평면 상에 고형 갈퀴를 갖는 증기 히트 싱크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11은 고형 갈퀴만을 갖는 증기 히트 싱크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12는 엇배열된 갈퀴 구조를 갖는 증기 히트 싱크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13은 변형가능 갈퀴 구조를 갖는 증기 히트 싱크에 대한 사시도이다.

공개특허 10-2007-0088618

- 8 -



도 14는 구멍 뚫린 갈퀴를 갖는 증기 히트 싱크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15a는 흐름 편향구조를 갖는 갈퀴를 갖는 증기 히트 싱크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15b는 흐름 편향판을 갖는 갈퀴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16은 J-레그를 갖는 갈퀴를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도 17은 핀 갈퀴를 갖는 증기 히트 싱크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18은 다공질 블럭 구조를 갖는 증기 히트 싱크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19a는 케이스 형태로 설치된 증기 챔버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19b는 히트파이프 어셈블리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20a는 갈퀴 챔버를 갖는 증기 케이스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20b는 고형 갈퀴를 갖는 증기 케이스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21은 캐비넷 형태로 설치된 증기 챔버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 22는 클립 형태로 설치된 증기 챔버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23a는 외부 셸 타입 액체 냉각구조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23b는 시리얼 플로우 액체 냉각구조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23c는 평행 플로우 타입 액체 냉각구조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23d는 챔버 속으로 통하는 액체 냉각 튜브를 갖는 증기 챔버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23e는 상기 챔버 속에 액체 냉각 튜브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도 24는 중합체/합성물로 된 증기 챔버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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