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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및 박막 소재의 면방향 열전도도 측정가이드 

Measurement guide for measuring in-plane thermal conductivity of nano and 

thin-film materials 

1. 요약문

서문 1.1 

이 가이드는 나노소재 및 박막 소재의 면방향 길이 방향 열전도도 측정방법을 ( ) 

기술한 가이드이다 소재마다 다른 다양한 물성들 중에서 열전달과 관련한 특성은 전통. 

적인 열전달 관련한 응용분야 뿐만아니라 소형화와 고집적화 된 현대 반도체 및 소자 기

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성이 되고 있다 전자 소자의 지속적인 소형화 요구와 고성능화. 

를 위한 집적도 향상 관점에서 열관리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신소. 

재 개발을 위한 탐색단계와 방열을 위한 계면 물질 선정에는 소재의 열전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열전도 측정기술은 크게 비접촉 방식과 접촉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접촉식의 경우 실제 흐르는 열을 측정하는 형태로 직관적이며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 

수 있으나 정확한 측정을 위한 환경 구성이 어려우며 비접촉 방식은 다양한 소재에 비, 

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는 측정모델의 신뢰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접촉식 . 

측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열적으로 정상상태 하에, (steady-state) 

서 열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로 비정상상태 또는 변, (non-steady stae) 

화 중에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정상상태 열전도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열전도 (transient) . 

측정의 인 보호열판 법을 이용하는 측정과 레이primary method (GHP, guarded hot plate)

저플래쉬장비 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수학적으로 (LFA, Laser flash apparatus) . 

에너지보존을 따르는 열확산 방정식은 














 





이고 여기서  ,  


 

[m2 는 열확산도이다 만약 정상상태라면 위의 식은 간단하게 /s] . ∇ 형태인  

가 되며 특별히 한 방향으로 열이 흐르는 경우에는  Fourier’s law , 


로 간단해 

진다. 

나노소재와 박막소재의 열전달 측정수요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노 및 

박막 소재는 측정 과정에서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소재 물성 측정에 가장 널리 쓰. 

이는 전기적 측정은 SiO2와 같이 매우 우수한 전기적 부도체를 이용해 매우 잘 정의 된 

조건에서 측정이 가능하나 열전도 측정의 경우 측정모델에 필요한 구조를 구현하는데 필

요한 우수한 열적 절연체를 찾기 어렵다 특히 매우 낮은 열전도도를 요구하는 차열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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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소재의 경우 일반적인 단열재에 준하는 열전도도를 갖기에 측정 난이도는 전기적 측

정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또한 박막이나 특히 나노소재의 경우 측정을 위한 샘. 

플 준비가 어렵고 측정 대상의 매우 작은 열용량으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이 극단적으로 , 

낮거나 측정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도 측정 시험 절차의 부재와 측정서비스를 ·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측정가이드 제정을 통해 나노 소. 

재 및 박막소재의 면방향 열전도도 측정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측정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개요  1.2 

본 측정가이드에서는 나노 및 박막 소재의 면방향 길이방향 열전도도 측정을 ( ) 

위해 정상상태에서 접촉방식을 이용한 측정기술을 소개한다 나노 및 박막 소재는 측정. 

과정에서 쉽게 손상될 수 있고 특히 측정하는 소재의 크기와 열용량이 매우 작아 기존 , 

측정 기술을 사용 시 측정분해능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 

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측정 대상인 샘플을 최대한 주변과 열적으

로 단절되는 마이크로소자 구조를 만들고 이어서 마이크로소자에 있는 히터를 이용하여 , 

샘플 내부 온도구배를 측정하는 방식의 를 이용한 열전도 측정법을 사용한다Fourier law . 

열전도도 측정은 히터 출력을 조절하며 샘플 내 생기는 온도구배를 전극의 저항변화로부

터 읽어들이는 형태로 열전도 측정모델 


을 사용한다 측정하는 열전도도는 진 . 

공챔버 안에서 샘플 주변의 온도를 에서 범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50 K 350 K . 

적용 범위2. 

이 측정가이드는 나노소재 및 박막소재의 면방향 길이방향 열전도도 측정시험( ) 

에 적용한다 측정 대상인 소재는 기판이 없는 형태여야 하고 본 측정에 . free-standing 

사용하는 마이크로소자에 올릴 수 있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본 측정. 

가이드에서는  측정샘플 준비를 위해 대상 소재를 마이크로소자에 옮기는 과정부터 다양

한 온도에서 열전도를 측정하는 과정과 측정 데이터의 분석 및 열전도도 측정불확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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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4. 

열전달4.1 (heat transfer)

동일 물체 내부나 다른 물체 또는 계 사이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온도가 평형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열의 흐름으로 전도 대류 복사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 3 .

열전도4.1.1 (heat conduction)

정지 상태의 고체 물체 내부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의 흐름으로 열 전도의 

양은 두 물체의 온도 차와 접촉된 단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 

대류4.1.2 (convection)

유체 액체나 기차 가 움직여 열이 전달되는 형태로 강제대류 와 자( ) (forced convection)

연대류 가 있다(natural convection) . 

복사4.1.3 (radiation)

원자나 분자에서의 전자 배치의 변화로 인하여 전자기파 또는 광자의 형태로 물체로부

터 방사되는 에너지로 전도 대류와 달리 복사에 의한 에너지 전달은 중간 매개체가 필, 

요하지 않다 복사에 의한 에너지 전달은 가장 빠르고 진공 중에서도 약해지지 않는다. .

저항온도계수 4.3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TCR)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의 연구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2. 

시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