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핫플레이트를 균일한 표면 온도로 가열시키기

위한 카트리지 히터의 설계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1. 표면

전력밀도 및 전열선 전력밀도에 따른 발열온도 측정 실험 2.

카트리지 히터의 분할 영역과 전열선 권선 비율에 따른 온도

측정 실험을 실시하여 온도분포형 카트리지 히터의 설계 사양

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설계한 카트리지 히터를 직접 제

작하여 기존의 표준형 카트리지 히터와의 성능 비교 측정 실험

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제작한 카트리지

히터의 표면 온도 균일도가 우수함(표면 온도차 ≤1.25[°C])을

증명하였다.

Ⅰ서론

피 가열물체의 정밀한 표면 가열 열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핫

플레이트(Hotplate)는 내장된 카트리지 히터(Cartridge heater)

의 전열선(Electrothermal wire)에서 열을 발생시켜 표면을 가

열시키는 구조로 되어있다[1 3]. 일정한 온도로 피 가열물을 가

열하기 위해서 핫플레이트는 가열 영역 내에서는 균일하게 발

열되어야한다. 또한, 온도분포형 카트리지 히터를 사용하여 최

소한의 표면 온도편차를 가지도록 제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핫플레이트 표면 균일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카트리지 히터

의 제작을 위하여 실제 제작 실험을 통해 온도차를 줄이는 분

할 영역 비율과 가열 영역별로 발열온도에 따른 전열선 권선

기준 비율을 제시하였다.

Ⅱ. 카트리지 히터 제작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Hotplate 및 카트리지 히터의 구조

1.1 핫플레이트

다음 그림 1에 핫플레이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실물 사

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 핫플레이트

Fig. 1 Hotplate

핫플레이트는 금속판(일반적으로 연강 재질)에 홀(Hole)을

만들어 카트리지 히터를 설치한 후, 리드선을 통해 전기를 인

가하면 히터가 발열하여 금속 재질인 핫플레이트가 가열되어

판 위의 피 가열체를 가열시키는 구조로 되어있다.

1.2 카트리지 히터

다음 그림 2에 카트리지 히터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

성도와 실물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카트리지 히터

Fig. 2 Cartridge heater

카트리지 히터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로는 열을 발생시키는

전열선, 전열선을 고정하는 인슐레이터 코어, 열을 절연시키는

절연재, 열을 전도시키는 시즈엘레멘트, 전기를 절연시키는 리

드인출부로 구성된다.

2. 카트리지 히터 제작 방법

카트리지 히터는 다음의 3가지의 전력밀도를 고려하여 적절

한 전열선 직경과 권선 비율을 선정한다.

2.1 표면 전력밀도

표면 전력밀도는 카트리지 히터의 구조적 요인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전기용량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며 다음 식(1)로 정

의된다[4].

×히터지름×발열부길이비발열부길이
카트리지히터의전기용량

 (1)

2.2 최대허용 전력밀도

최대허용 전력밀도는 카트리지 히터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로써 표면 전력밀도에서 결정된 전력밀도와 히터의 에어갭, 가

열온도에 따라서 다음 그림 3에 나타낸 최대허용 한계 그래프

(graph)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에어갭과 사용 온도가

교차된 지점이 최대허용전력밀도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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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대허용 전력밀도

Fig. 3 Maximum allowable power density

2.3 전열선 전력밀도

전열선 전력밀도는 필요한 발열온도에 따른 전기용량이 계산

되면 다음 식(2)와 표 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4]. 즉, 위

식을 통하여 설정한 가열 온도에 필요한 전열선 전력밀도에 적

합하도록 전열선 직경을 선정하여 카트리지 히터를 제작할 수

있다.

×전열선지름×전열선길이

카트리지히터의전기용량
  (2)

직경

[mm]

도체 저항 [Ω] 가열온도에 따른 필요한 전류[A]

설정 온도[°C] 50 100 150 200

0.5 5.498 0.599 1.11 1.5 1.86

0.45 6.792 0.52 0.962 1.3 1.62

표    1 가열 온도에 따른 전열선 직경

Table 1 Diameter of electrothermal wire for heating temperature

3.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온도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실험 장치

및 실제 제작한 카트리지 히터의 사진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실험 장치와 카트리지 히터의 사진 

Fig. 4 Photos of experiment system and Cartridge heater

3.1 전력밀도 상관관계 분석

표면 전력밀도 5/7 5/10/15[W/cm2]와 전열선 전력밀도

5[W/cm2]를 갖는 5개의 카트리지 히터(CH)를 각각 제작하여

비교, 성능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측정대상 CH 1 CH 2 CH 3 CH 4 CH 5

설정 온도[°C] 도달 시간

0∼100[°C] 1:46 2:46 1:05 44 1:06

100∼200[°C] 8:51 5:16 3:57 1:55 4:18

200∼300[°C] 21:17 10:54 6:15 2:33 5:05

300∼400[°C] 20:24 9:43 3:37 9:23

표    2 5종류의 카트리지 히터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5 Cartridge heaters

CH 3(표면 전력밀도 10[W/cm2])과 CH 5(전열선 전력밀도

5[W/cm2])의 결과가 유사하다. 따라서 표면 전력밀도의 1/2인

전열선 전력밀도를 적용하면 전력 소비를 줄이며 수명을 증가

시킬 수 있다.

3.2 분할 영역과 권선 비율 분석

표면 온도 균일도가 높은 온도분포형 카트리지 히터를 제작

하기 위하여 7개의 분할 영역으로 나누어 전열선 권선비율이

서로 다른 6개의 카트리지 히터를 제작하였다. 위와 같이 제작

한 6개 카트리지 히터의 표면 온도차 측정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측정대상
권선비율 온도차

[°C]1 2 3 4 5 6 7

1 23 15 10 2 10 15 23 7.3

2 23 14 11 6 11 14 23 5.5

3 22 12 12 8 12 12 22 3.9

4 20 13 12 10 12 13 20 2.6

5 19 14 11.5 11 11.5 14 19 2.0

6 19 14 12 10 12 14 19 1.2

표     3  6개의 카트리지 히터 표면 온도차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of 6 

cartridge heaters 

6번의 카트리지 히터가 최소의 표면 오차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실험 방법을 통하여 결정한 내역으로 제작한

온도분포형 카트리지 히터가 기존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

형 카트리지 히터의 성능보다 우수함이 실험을 통하여 밝혀졌

다.

Ⅲ. 결론

핫플레이트를 균일한 온도로 가열하기 위한 카트리지 히터

의 제작을 위하여 1. 표면 전력밀도보다는 전열선 전력밀도를

기준으로 전열선을 선정하여 카트리지 히터를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2. 기존의 표준형 카트리지 히터보다는 7개의

분할영역에 서로 각각 다른 권선 비율(19:14:12:10:12:14:19)을

적용한 카트리지 히터가 가장 균일한 표면온도(표면온도차≤

1.25[°C])의 성능을 보이는 결과를 직접 제작한 카트리지 히터

를 가지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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