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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mulation method to estimate microstructure 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and their influence on performance

for a honeycomb structured SiC heating element has been established. Electrical and thermal conductivities of a porous SiC

sample were calculated by solving a current continuity equation. Then, the results were used as input parameters for a finite

element analysis package to predict temperature distribution when the heating element was subjected to a DC bias.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a direction of material development for better heating efficiency was found. In addition, a modified metal

electrode scheme to decelerate corrosion kinetics was proposed, by which the durability of the water heating system was great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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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SiC)는 반도체 물질로서 금속과 절연체 중간

정도의 전기전도도를 갖고, 높은 열전도도와 우수한 고

온강도, 내식성, 내열성, 열충격 저항성 등으로 인하여 고

전력용 발열체 물질로 최적이다.1) 거기에 더하여 탄화규

소를 Fig. 1과 같이 허니컴 구조로 만들게 되면 표면적

이 극대화되어 주변과의 열교환 효율이 높아지게 되어 주

변 유체를 매우 효과적으로 가열할 수 있게 된다.2) 이와

같이 제조된 허니컴 구조의 SiC 발열체는 현재 주로 사

용되고 있는 Ni-Cr, kanthal wire, alumina plate 등에 비

해 소비 전력 및 내구성 측면에서 훨씬 나은 성능을 발

휘하게 된다. 거기에 덧붙여서 허니컴 구조는 전류 이

동 경로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병렬이므로 발열체의 일

부가 파손되더라도 열린 회로(Open-Circuit)가 되지 않아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 기존의 금속선 발

열체의 경우 일부가 파손되면 국소적으로 저항이 커지

게 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허니컴 구조 발열체는 SiC 분말, 소결조제(Si), 그리고

유기용매를 혼합하여 페이스트를 만들고 이를 주형(Mold)

에 통과시키는 압출(Extrusion) 및 건조(Drying), 그리

고, 액상소결(LPS, Liquid Phase Sintering)을 거쳐 만들

어진다.1,3) 건조과정에서 유기용매가 제거되고, LPS 공정

중에 소결 조제가 액상이 되어 SiC 분말 입자들을 접

합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SiC, 소결조

제, 기공으로 이루어진 다공성 미세구조를 얻게 된다. 이

러한 다공성 재료로 이루어진 허니컴 발열체의 성능은

재료 특성 및 기공 구조 최적화를 통하여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발열체의 성능은 줄열에 의한 발열과 발생한

열의 전달,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발

열은 전기전도도와 전류 밀도에 의해 결정되며 전자는

재료 특성으로 미세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후자는 발열

체 형상에 의해 결정된다. 열전달도 재료와 형상에 의

해 결정되며 재료 특성으로는 열전도도, 밀도, 열용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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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영향을 받는다. 밀도와 열용량은 단순히 특성값과

조성비율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므로 원료분말의 조성

및 기공률로부터 쉽게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 및

열전도도 예측은 조성비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

는 3차원 공간에서의 각 상의 연결성(Connectivity)에 따

라 값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수치해석으로 이루어져 있

다. 첫째는 SiC, 소결조제, 기공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미

세구조를 갖는 물질의 유효 전기/열전도도를 계산해내는 것

이며, 둘째는 유한요소해석(FEA, Finite Element Analysis)

패키지를 이용하여 허니컴 발열체의 온도 분포를 계산

하는 것이다. FEA는 재료의 물성과 발열체 형상이 입

력이며 온도 분포가 출력이 된다. 두 번째 계산인 FEA

를 통해 발열 성능 효율화를 위한 재료 물성 개선 방

향을 도출해내고, 이러한 재료 물성 변화를 위한 미세

구조 제어 방향을 첫 번째 계산으로부터 도출해내는 수

치해석 방법론을 확보하였다.

2. 전산모사 방법

2.1 다공성 복합 재료의 유효 물성 계산

위에 기술된 SiC, 소결조제(Si), 기공을 각각 α-상, β-

상, γ-상이라 하자. LPS 공정 과정에서 액상인 β-상이 고

상인 α-상 위에서 Wetting이 되게 되고, Wetting의 정도,

즉, 젖음성(Wettability)에 따라 다른 미세구조를 얻게 된

다. 이를 모식도로 Fig. 2에 표현하였다. 젖음성이 높고,

기공률이 낮을수록 β-상의 연결성(Connectivity)이 높아지

게 됨을 알 수 있다. LPS 공정 온도는 SiC의 녹는점보

다 낮고, 소결조제인 Si의 녹는점보다는 높은 1,600 oC

근처이다. 따라서, 우리는 α-상, 즉, SiC 분말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 액상인 β-상, 즉, 소결조제만 젖음성에 따

라 달라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복합재료의 유효 전도도는 Effective Media

Approximation(EMA)에 의해 계산된다.4) EMA는 매트릭

스 상에 구형, Wire 형태 등의 어떤 특정한 기하학적 모

양을 갖는 다른 상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수

학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더 복잡한 미세구조를 갖는 우

리 발열체의 경우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는 간단하지만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에 적용할 수 있는

수치해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위의 3가지 상의 전기 또

는 열전도도를 각각 σα, σβ, σγ라 하자. 그러면 재료 내

에서 위치에 따른 전도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q. 1)

3차원 좌표 상의 모든 위치는 3가지 상 중 하나에 속

할 수 밖에 없다. 상과 상 사이의 계면(Interface)에서

는 전도도값이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고 서서히 변한다

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서서히 변하는 영역은 미세구조

의 크기보다는 훨씬 작다. 즉, 계면 근처에서만 어느 정

도 연속적으로 변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미분방정식 수

치해석 중에 필요한 미분 연산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직육면체 시편 내에서 미세구조가 주어져 있고, 두 마

주보는 면에 각각 양극, 음극의 전극이 있어서 전위차

가 V만큼 걸려 있으면, 샘플 내에서는 전류의 연속방정

식 이 만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는 전기 또

는 열의 Flux이다.

(Eq. 2)

σ r( )

σα inside α phase–( )

σβ inside β phase–( )

σγ inside γ phase–( )⎩
⎪
⎨
⎪
⎧

=

∇ J⋅ 0= J

∇ J⋅ ∇– σ r( )∇φ r( )⋅ 0= =

Fig. 2. Schematics of microstructures resulted from different

wetting angles.Fig. 1. Schematic (left) and photograph (right) of SiC heating

element with honeycomb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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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q. 3)

위의 식 (3)을 뉴튼 법(Newton Method)에 기반한 유한

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으로 수치해석을 하여 주

어진 전도도 분포 로부터 전기포텐셜 분포 를

얻어낸다. 얻어진 전기포텐셜 분포로부터 전극 사이의 총

전류량 I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옴(Ohm)의 법칙 R =

V/I = (A/L)(1/σeff)으로 샘플의 저항을 구한 후, 샘플 크기

에 무관한 다공성 물질의 유효전도도(σeff)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전극 면적, L은 전극 사이의 거리이

다. 이 방법으로 각 상의 분율 및 젖음성이 다른 샘플

에 대하여 유효 전기전도도와 유효 열전도도(keff)를 얻을

수 있다.

2.2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허니컴 발열체 성능 전산 모사

앞서 미세구조에 따른 유효 전도도들과 기타 물성값들

을 입력 변수로하여 허니컴 구조 및 전극의 모양에 따

른 발열체 성능을 유한요소해석(FEA, Finite Element

Analysis)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다. 발열체 직경 및 길

이, 단위 셀의 크기(공극 크기 및 재료 두께), 집전부 전

극의 크기 등에 따른 온도의 분포 및 최고 온도 등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지된 유체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은 고려하지 않고, 열

전도만을 고려하여 전산모사하였다.

FEA는 고체(발열체) 내에서 Laplace 방정식, 줄열(Joule

Heating), 그리고, 열전도 방정식을 적용하고 Eq. (4-6),

또한, 고체와 주변 유체 계면에서의 대류(Convection) 효

과를 고려한 열전달 방정식(Eq. (7))을 Self-Consistent하

게 수치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으로 전극에 일정한 전위

가 주어졌을 때의 온도 분포를 얻어내게 된다.

(Eq. 4)

(Eq. 5)

(Eq. 6)

(Eq. 7)

여기서 k는 열전도도[W/cm·K], T는 온도[K], ρ는 밀

도[g/cm2], cp는 비열[J/gK], gJoule은 줄열(Joule Heating)

[W/cm3], h는 열전달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 [W/

cm2K]이며, 모두 위치의 함수이다. 즉, 발열체 물질 내

부, 유체(공기 또는 물), 용기, 공기 등에 따라 물질 상

수가 달라지며 온도 역시 위치의 함수로 얻어진다. 먼

저 전극 사이의 전위차가 주어지면 그를 통해 포텐셜 분

포 및 전류밀도 분포를 얻는다. 전류밀도 분포로부터 줄

열의 분포를 얻고, 그로부터 Eq. (6)과 (7)을 이용하여

온도 분포를 계산하게 된다. 우리는 전극에 주어진 전

위차가 15 V일 때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구조에 따른 유효 전도도 계산 결과

SiC, Si, 기공으로 이루어진 다공성 재료의 유효 물성

을 계산하였다. 각 물질의 전기 및 열전도도는 Table 1

에 정리되어 있다. SiC의 열전도도는 결정구조에 따라

3.2~4.9 W/cm·K의 범위를 보이며 우리는 4.0 W/cm·K

을 선택하였다.5) 반도체인 SiC의 전기전도도는 도판트

(Dopant) 역할을 하는 불순물의 함량에 크게 영향을 받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말의 경우 상온에서 0.01 S/

cm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물성들은 원래 온도의 함수이

나, 본 연구에서는 기공율 및 함량에 따른 유효 물성의

변화만을 보기 위해 상수값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본

발열체의 작동 온도 범위는 상온에서 60~70 oC까지이며

이 영역에서는 물성값의 변화가 크게 변하지는 않으므로

상수로 놓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수백도 이상의 고온 영

역에서는 온도 의존성을 반영해야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료 간의 물성 차이가 여러 Order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높은 값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무시하여 0으로 놓고 계산하였다. 즉, 공기의 열전도도

와 전기전도도는 0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Eq. (8)에

주어진 Bruggeman 모델로 표현되는 이론식의 결과와 정

량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경향성이 일치하는 결

과를 얻었다.

(Eq. 8)

위의 식을 세 가지 상을 가진 복합재료에 적용한 경

우는 Fig. 3에서 적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색 원과

세모로 표시된 점들이 본 연구에서 계산한 결과이다. 기

공률은 30 %로 고정하였으며 소결조제와 SiC의 부피비율

의 함수로 표시하였다. 실제로는 Si의 함량이 더 적고, 이

경우는 그래프로부터 Si/SiC 부피비가 1이하인 부분으로

부터 유추할 수 있다. 전기전도도의 경우는 Wetting과

σ∇ φ∇⋅ σ∇2φ+ 0=

σ r( ) φ r( )

∇ J⋅ 0=

gJoule σ J
2

=

∇ k∇T( ) gJoule+ ρcp
∂T

∂t
------=

q h T Tfluid–( )=

δi
σi σeff–

σi 2σeff–
-----------------------

i
∑ 0=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effective property calculation.

SiC Si Pore (air)

Thermal conductivity (W/cm·K) 4.0 1.5 0.0002

Electrical conductivity (S/cm) 1.0e-2 2e-4 5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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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wetting의 경우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으나, 열

전도도는 Nonwetting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실제 재료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의 중간 정도일 것

이며 문헌상으로는 약 40o의 Wetting 각도가 보고 되어

있다.6) 표면 처리에 의해 이 각도는 변화될 수 있으며,

열전도도를 약 30 %까지 조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2 FEA에 의한 발열체 성능 모델링

허니컴 발열체 구조를 생성하고, 전극을 양 끝단에 감

은 형태로 잡았다. 발열체는 물 속에 잠겨 있으며, 물

이 담긴 용기의 열전도도는 매우 낮아서 외부의 공기와

는 단열된 상태로 가정하였다. 그 후, 발열체 자체의 온

도와 유체 내의 온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최고 온도

를 보이는 지점은 Fig. 4와 같이 집전부 주변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공기 중에서는 발열

체 중앙 부분에 Hot Zone이 형성되는 것과는 다른 양

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물의 열전달 계수(h)가 공기보

다 더 높기 때문이다. 줄열은 전류밀도의 제곱에 비례

하므로 전류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발열이 많이 일어난

다. 물의 경우는 발생한 열이 물로 바로 빠져 나가게 되

어 발열체 내에서의 열전달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

라서, 줄열 분포의 모양이 온도 분포의 모양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공기의 경우는 열전달 계수가 작

기 때문에 발생한 열이 상대적으로 발열체 내부에서 전

달되어 중앙 부분에 모이게 되어 그 부분의 온도가 가

장 크게 나타난다. 물 속 발열체에 대하여 전기전도도

와 열전도도를 변화시키며 조사한 결과, Fig. 5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 모두 높이는 방향

이 더 효율적인 유체 가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

되었다. 비효율적 발열은 발열체 온도는 높이 올라가면

서도 물의 온도는 높이 올라가지 않는, 즉, 열교환 효

율이 나쁜 경우이다. 그림의 적색선 위쪽의 데이터는 나

올 수 없는 영역이다.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는 앞서

Fig. 3에 보인 값들을 그대로 입력하지 않았으며, 실제

시편의 기공률, SiC/Si 함량, 미세구조 등은 계산에서 가

정한 값들과 차이가 있고, 이는 추후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경향성 측면으로는 앞서 보인

미세구조 제어와 연관 지으면 SiC 함량을 높이고, Wetting

각을 낮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허니컴 발열체를 물 속에서 사용할 경우, Fig.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집전부 주변의 열화 및 그로 인한 전

체 저항의 크기 증가가 심각하다. 발열체의 집전부는 양

Fig. 3. Calculation of effective material properties of a porous material comprising SiC, Si, and pore phases (a)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b) effective electrical conductivity.

Fig. 4. Profiles of temperature (oC). The inlet shows the corres-

ponding current density profile.
Fig. 5. Comparison of water and heater temperatures with different

electrical and thermal condu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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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아 놓은 형태이며, 물 속에서 전류밀도의 집중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고온이 되게 되면 부식(Corrosion)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극

Coating 또는 물질 개선 등의 해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

만, 가장 쉬운 방법은 집전부 주변의 전류밀도 분포를

더 넓게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의 고안이다. 은 전극을

Fig. 6과 같이 더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FEA를 통해 사

전 검증하였고, 적용 결과 Fig.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집전부 주변의 열화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었다.

4. 결  론

압출 및 액상 소결에 의해 제조된 허니컴 구조 SiC

발열체의 성능에 대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다공성 복

합체의 상분율 및 미세구조 형태에 따른 유효 전기 및

열전도도의 변화와 그로 인한 발열체 성능에의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극 집전부 형태에 따른 전류밀

도 차이를 밝혔고, 이를 반영하여 전극 형태의 개선안

을 도출하여 내구성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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