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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erties of the thermal contact between the laser crystal and the copper cooling mount
were measured while varying the pressure applied to the surface of the laser rod and the material
for heat transfer. The diameter of the Nd:YAG crystal was 3 mm and its length was 75 mm.
Circulating cooling water and a thermo-electric cooler maintained the copper mount at a constant
temperature. The conductance of the thermal contact was measured when a graphite sheet, a
thermal conductive paste, or an indium foil was used as a heat transfer material, as well as when no
heat transfer material was used.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experiments, the thermal conductive
paste showed the highest thermal contact conductivity. When no heat transfer material was used,
the thermal-contact’s conductivit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pressure applied on the las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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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을 위한 물질과 레이저봉 표면에 가하는 압력을 달리하면서 레이저 결정과 구리 냉각 마운트
사이의 열 접촉 전도도 특성을 측정하였다. 레이저 결정의 직경은 3 mm, 길이는 75 mm이다. 냉각
마운트는 냉각수 순환과 열전 냉각기를 사용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열전달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하여 열전달 물질로 흑연 시트, 열전도 페이스트 (thermal paste), 인듐 포일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열 접촉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물질 중에서 열전도 페이스트가 가장 높은 열
접촉 전도도를 보였다. 열전달 물질이 없는 경우 열 접촉 전도도는 레이저봉에 가하는 압력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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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군용 및 산업적인 응용을 위하여 출력이 10 kW가 넘는
고체 레이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2]. 고체
레이저 이득매질은 레이저 다이오드나 섬광등 등으로 펌핑
(pumping) 되며, 펌핑에 사용된 에너지 중에서 레이저 출
력으로 변환되지 못한 에너지는 대부분 열로 방출된다 [2].
열이 신속하게 제거되지 못하거나, 방출되는 열이 균일하지
못하면 이득 매질의 부위에 따라 온도 차이가 생기고, 부피
팽창의 차이를 유도하여 응력 (stress) 이 발생한다. 이 응
력과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의 합이 레이저 결정이 견딜
수 있는 응력 한계를 넘어서면 결정은 파손된다 [3]. 특히
레이저 결정과 냉각 마운트 (mount) 와의 접촉이 불균일한
경우, 이 부위에 펌핑 레이저 출력이 집중되면 국부적인
온도 변화가 커지고 큰 응력이 발생하여 결정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열 배출을 균일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은 출력이 수 kW가 넘는 고출력 레이저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난제이다 [4–7]. 이와 관련하
여 레이저 개발에 관련된 고체 이득매질의 열전달계수를
측정하거나 [8] 고체 레이저와 냉각 마운트 사이의 열전달
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고출력 레이저를 개발하는데 매우

Fig. 1. (Color online) (a) Experimental setup for thermal contact conductance measurement and (b) Image of
experimental device taken by a thermal camera.

중요한 주제이다 [7].
그동안 액체나 박막의 열적인 특성이나, 서로 종류가 다른

II. 실험 및 결과

금속 사이의 열전달은 물질 특성연구, 첨단 소재, 열 기계,
베어링 등에 중요하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9–14].

금속과 레이저 결정 표면사이의 열 접촉 전도도를 측정

기존의 연구에서는 종류가 다른 금속에서 열전달 매질 및

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Fig. 1(a) 와 같다. 실험에 사용한 레

매질에 가해지는 압력, 금속 표면의 거칠기 등을 변화시키면

이저 결정은 직경이 3 mm이고, 길이가 75 mm인 Nd:YAG

서 열 접촉 전도도 (thermal contact conductance) 를 주로

레이저봉이다. 레이저봉의 양끝 면은 광학연마가 되어 있

조사하였다 [9,12,15–17]. 하지만 냉각 마운트로 빈번하게

으며, 파장 1064 nm에 대하여 무반사 박막 코팅이 입혀져

사용하는 구리판과 레이저 결정 사이의 열 접촉 전도도에

있다. 측면은 레이저봉 내부에서의 전반사에 의한 기생발

대한 연구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진을 막기 위하여 그라인딩 (grinding) 이 되어 있다. 레이저

레이저 결정과 이를 둘러싼 냉각 마운트 사이의 온도 차이를

봉의 양 끝 면은 각각 고온부와 저온부에 접촉해 있다. 열전

연구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7,18]. 레이저 결정과 금속 냉각

냉각기 (thermo-electric cooler, TEC, Thorlabs) 의 고온부

마운트 사이의 압력에 따른 표면접촉 열전달에 대한 정보도

에 실린더 모양의 구리를 열전도 접착제로 부착한 다음에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레이저봉 같은 부도체와 금속재의

구리 표면을 레이저봉의 한 끝 면에 접촉시켰다. 열전 냉각

냉각 마운트 사이에 여러 가지 열전달 물질을 다르게 넣으면

기의 온도는 온도 제어기 (Thorlabs, TED350) 를 이용하여

서 열전달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레이저봉

±0.03 ◦ C 이내로 안정시켰다. 레이저봉과 접촉하는 실린더

표면과 냉각 마운트 금속면 사이에 가하는 압력을 달리하며

형상의 구리 표면은 연마재 입자 크기가 12.6 µm인 사포

열전달 특성을 평가한다.

(그릿 (grit) 번호 P1500) 로 연마하였다. 마이크로미터가
부착된 일차원 이동 마운트 (linear translator) 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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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봉에 압력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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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봉의 다른 끝 면은 냉각수를 흘려 낮은 온도를 유
지하는 구리 냉각 마운트에 접촉시켰다. 구리판에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는 온도조절기로 20 ± 0.5 ◦ C를 유지시켰고
정밀한 온도 제어를 위하여 열전 냉각기를 다시 구리 냉각
마운트에 부착하였다. 이 열전 냉각기의 온도도 온도 제
어기 (Thorlabs, TED200C) 를 이용하여 ±0.03 ◦ C 이내로
안정시켰다. 실린더 모양의 구리를 열전도 접착제로 TEC
에 부착한 다음에 레이저봉의 다른 끝 면에 접촉시켰다.
실린더 모양의 구리 몸체와 레이저봉 사이에 열전달 물질을
넣었다. 실린더 모양의 구리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왕복하면
서 표면을 입자 크기가 12.6 µm인 사포 (P1500) 로 연마하
여, 구리 표면의 거칠기가 연마재 크기와 유사하면서도 전
표면에 걸쳐 일정하도록 하였다. 연마한 구리 표면의 온도
는 25 ◦ C에서 10 kΩ 의 저항을 갖는 서미스터 (thermistor,
Thorlabs, TH10K) 로 측정하였다. 레이저봉과 구리의 접
촉면 사이에는 아무 것도 두지 않거나 열전달 물질로 자주
사용되는 흑연시트 (graphite sheet), 인듐 (indium), 열전도
페이스트 (thermal paste) 등을 두었다.
레이저봉의 양 끝 면에서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이
저봉의 표면 3곳에도 서미스터를 부착하였다. 서미스터는
레이저봉의 한 쪽 끝에서 17 mm, 37 mm, 58 mm 떨어진
곳에 열전도 페이스트 (Tech spray, 1978-DP) 를 이용하여
레이저봉 표면에 부착하였다. 이 물질의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는 0.92 W/m·K이다. 3곳에서 측정한 온도
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한 외삽법으로 양 끝 면에서의
온도를 구하였다. 저온부에서 구리 마운트와 레이저봉의
온도가 각각 TC1 , TC2 이고 경계면에서 전달되는 열량이 q
이면, 열 접촉 전도도 hc 는 다음과 같다 [14].
TC2

q
− TC1

TH − TC
L

접촉이 좋지 않다. 실험 장치의 온도 분포를 열상 카메라
(thermal camera, FLIR, E4) 로 찍은 모습이 Fig. 1(b) 에
나와 있다. 픽셀 (pixel) 이 80×60에 불과하므로 해상도가
낮아서 대략적인 온도 분포만 볼 수 있다. 더 정확한 온도는
서미스터로 측정하였다. 실험에서는 TEC를 이용하여 고
온부의 온도를 60 ◦ C로 설정하고 저온부의 온도를 20 ◦ C
로 설정하였다. 온도 차이가 40 ◦ C 정도이지만 레이저봉
양 끝 단에서의 온도 차이는 약 20 ◦ C 정도이다. 하지만 저
온부에서는 레이저봉의 끝 면과 구리 냉각 마운트의 표면이
서로 평행하게 밀착하여 열전달이 잘되므로 이 부분에서의
온도 차이는 열전달 물질에 따라서 약 0.2 ◦ C에서 3 ◦ C 사
이이었으며, 고온부에 비하여 매우 작다. 레이저봉 끝 면과
고온부 혹은 저온부와의 온도 차이는 열전도 물질의 두께에
매우 민감한데, 두 면을 동시에 평행을 맞추지 못하면 양

(1)

면에서의 열전도 물질의 두께가 다르고 유효 접촉 면적도
달라져 온도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곳에서의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레이저봉과 구리 냉각 마운트의 표
면을 통하여 전달되는 열량 q 는 레이저봉을 지나 전달되는
열량과 같다. 레이저봉의 열전도율 계수 kt , 레이저봉의 양
끝 면에서의 온도 차이 TH − TC , 레이저봉의 길이 L 에서
q 를 구하였다 [16].
q = kt

Fig. 2. (Color online) The temperature measured by the
thermistor along the distance from one end of the laser
rod (Pressure = 0.74 MPa, interface thermal conducting
material = graphite sheet).

(2)

열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양 끝 면을 제외한 다른 부위에서
열 누설이 없다면, 레이저봉을 통하여 전달되는 열량은 고온
부와 저온부에서 동일하다. 열 누설을 막기 위하여 레이저
봉과 서미스터 주변은 스티로폼을 사용하여 2중으로 감싸고
스티로폼의 외부는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다. 실험에서는
서미스트를 통한 열 누설이 미약하지만 존재한다. 고온부
에서는 주로 레이저봉에 압력을 가하는 기능만 하므로 열

온도 변화가 비슷하게 만들려면 두 면이 동시에 평행하게
접촉하게 만드는 특별한 장치의 고안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면 중에서 온도 차이가 작은
면에서, 레이저봉의 끝 면과 구리 실린더가 보다 더 밀착되
었을 것이기에 온도 차이가 낮은 결과만 사용하여 열 접촉
전도도를 구하였다.
레이저봉과 구리 냉각 마운트 표면 사이의 접촉면에서의
압력은 최대 하중이 3 kg인 로드 셀 (load cell, 싸이피아,
P91)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로드셀은 구리 냉각 마운
트에 부착되어 있으며 일차원 이동 마운트 (translator) 를
이동시켜 압력을 변화시킨다. 로드셀은 여러 개의 분동
(weight) 을 이용하여 교정 (calibration) 하였고, 교정된 로
드셀에서 나오는 전압을 이용하여 레이저봉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였다. 먼저, 열전달 물질로 두께가 25 µ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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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al contact conductance measured for several interfacial materials.
Interfacial
Applied pressure
Thermal contact
material
(MPa)
conductance (kW/m2 K)
None
1.76
1.82
Graphite sheet
1.96
1.46
Thermal paste
1.58
14.8
Indium foil
1.16
1.51

흑연 시트 (t-global technology, T-68) 를 사용하고 레이저
봉에 가하는 압력을 0.74 MPa로 두었을 때, 측정한 결과가
Fig. 2에 나와 있다.
Fig. 2에서 위치에 따른 온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최소자
승법으로 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기울기와 절편을 이용하여
레이저봉 양 끝 면에서의 온도를 구하였다. 레이저봉과
접촉하고 있는 실린더 모양의 구리 마운트의 온도는, 레이
저봉과 접촉한 구리 마운트에 서미스트를 부착하여 측정
하였다.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끝 면의 온도와 냉각마운트
사이의 온도 차이 ∆TC 를 이용하여 열 접촉 전도도 hc 를
식 (1) 에서 구하였다.
냉각 마운트와 레이저 봉 사이에 열전도 페이스트 (Tech
spray, 1978-DP) 를 넣은 경우, 필러 게이지 (feeler gauge,
Niigata Seiki Co.) 를 이용하여 20 µm 두께로 균일하게 페
이스트를 도포하였다. 도포를 마치면 레이저봉 끝 면을 접촉
시키고 서서히 압력을 증가시켰다. 하나의 주어진 압력에서
측정이 끝나면 압력을 다시 변화시키고 최소 20분이 지난
후에 다시 측정하였다. 압력을 변화시킨 직후부터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관측하면서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면 측정을 시작하였다. 한
가지 물질에 대하여 실험을 마치면 면봉과 이소프로필알코
올을 이용하여 레이저봉의 끝 면과 구리실린더 표면을 여러
번 깨끗하게 닦은 후에 다른 물질로 변경하였다.
다양한 물질에 대하여 측정한 열 접촉 전도도를 모아서
정리한 결과는 Table 1에 나와 있다. 열전도 페이스트가
월등하게 열 접촉 전도도가 높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
다. 이 결과는 물질의 열전도도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인듐의 열전도도는 86 W/(mK) 이어서 열전도 페이스트의
경우보다 매우 크다. 물질의 열전도도와 실제의 열 접촉
전도도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열전도 페이스트를 사용한
경우가 인듐을 사용한 경우 보다 유효 열 접촉 면적이 크고,
구리표면과 레이저봉 사이의 간격이 레이저봉에 가한 압력
때문에 매우 좁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인듐은 무른 금속이므로 압력이 증가하면 유효 열 접촉
면적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압력이 충분하지 않거
나 인듐과 레이저봉 표면 사이에 기포가 갇힌 경우는 완전한

Fig. 3. (Color online) Thermal contact conductance as a
function of the pressure applied to one end of the laser
rod (no interface material).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전달 물질로
사용한 인듐 포일 (Alfa Aesar) 은 두께가 127 µm이다. 다른
물질에 비하여 두꺼운 편이어서 열전달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도 열접촉 전도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을 수행한 후에 인듐 포일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원래의 표면에 변화가 없어서 충분한 압력을 받아
고르게 밀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열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인듐의 높은 열전도 특성을 활용하려면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해야 하지만, 로드셀의 한계 값 (29.4
N) 으로 인하여 더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인듐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 경우엔, 구리 냉각 마운트의 표면을
매끈하게 잘 가공하여 레이저봉에 직접 접촉시키는 경우가
인듐을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만큼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전도 페이스트와 비슷한 종류의 열전달 물질을 사용하
면 인듐 포일을 사용한 경우보다 표면 열접촉 전도도가 더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다 [7]. J. Didierjean 등의 결과에서는
인듐은 9 kW/(m2 K), 방열 그리스 (heat sink grease) 는 20
kW/(m2 K) 의 표면 열접촉 전도도를 보여 우리의 결과와
비교하면 인듐은 약 6배 크고, 방열 그리스의 경우는 1.4배
정도 더 크다. J. Didierjean 등의 실험에서는 레이저 결정
에 가한 압력이 나와 있지 않지만 [7] 나사로 냉각 마운트를
조립하였기에 본 실험의 조건보다는 매우 높은 압력을 가할
수 있었고, 따라서 박막의 두께가 줄어들면서 열 접촉 전도
도가 상승하면서 차이가 크게 난 것으로 판단된다. 방열 그
리스는 열전도 페이스트와 비슷하게 매우 무른 물질이기에
낮은 압력에도 밀착이 되어서 두께가 본 실험과 비슷하게
얇아져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레이저봉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하면
표면에서 미세한 요철이 눌리면서 유효 접촉 면적 (effective
contact area) 이 증가하므로 열전달 경로가 늘어나 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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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가 증가한다 [9]. Fig. 3은 열전달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레이저봉에 가하는 압력에 따른 열 접촉 전도도
를 나타낸다. 예상대로 열 접촉 전도도가 압력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비례계수는 0.590 kW/(m2 ·K·MPa) 이다.

[2] W. Koechner, Solid-State Laser Engineering, 5th ed.
(Springer Science, Herndon, 1999), Chap. 6, pp. 312418.
[3] Y. F. Chen,

IEEE J. Quant. Electron. 35,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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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구리 재질의 냉각 마운트 표면은 입자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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