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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rmal analysis means the analysis of a change in a property of a sample, which is related to an imposed 

temperature alteration. Measurements are usually made with increasing temperature, but isothermal measurements 

or measurements made with decreasing temperatures are also possible. In fact, any measuring technique can be 

made into a thermal analysis technique by adding thermal control. Simultaneous use of multiple techniques increases 

the power of thermal analysis, and modern instrumentation has permitted extensive growth of application. The basic 

theories of thermal analysis are well developed and some of them are explain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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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분석은 ICTAC(International Confederation for 

Thermal Analysis and Calorimetry)에 따르면 시료를 

미리 설정된 온도 변화 프로그램에 따라 온도를 변화시켜 

시료의 물리적 성질을 온도 또는 시간의 함수로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1) 즉, 열분석에 대한 넓은 범위에

서 본다면 전기 전도성 및 유전체 등의 다양한 전기적 성

질과 자화율 등의 자기적 성질 또는 분말 X선 회절 패턴

과 분광 스펙트럼 등을 온도의 함수로 측정한다면, 이러

한 분석도 모두 열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많은 열분석 중에서도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흡열·발

열을 측정하는 시차열분석법(DTA) 및 시차주사열량법

(DSC),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는 

열중량분석법(TG 또는 TGA),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길이 변화 등의 기계적 성질을 분석하는 열기계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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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은 전형적인 열분석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Table 

1)2) 이런 열분석법은 수 oC/min에서 수백 oC/min의 속

도로 연속적으로 온도를 변화시켜 측정하기 때문에 시료

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비교적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시료의 열 안정성, 상전이 거동, 화학 반응 거동 

등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2.   시차열분석법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및 시차주사열량법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에 의한 상전이 분석

DTA나 DSC는 온도 변화에 따라 시료에서 발생 또는 

흡수하는 열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DTA는 Fig. 1(a)와 

같이 열적으로 불활성인 기준 물질(상전이나 열분해 등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된 물질, 주로 α-Al2O3)과 시료를 동

시에 가열 혹은 냉각하면서 둘 사이의 온도차를 측정한

다. 예를 들면 가열함에 따라 고체 시료가 용해 등의 상전

이를 일으키는 경우 Fig. 2와 같이 기준 물질과 시료의 온

도 신호들은 시료의 화학적인 반응이 있기 전까지 일정한 

승온 속도로 가열하는 동안 평행하게 증가하게 되지만, 

시료는 상전이에 따른 열 흡수로 인하여 온도 상승이 멈

추며, 따라서 시료와 기준 물질 사이에는 온도차가 생기

게 된다. 상전이 이외도 다른 화학 반응이 발생하면 이에 

Table 1. 주요 열분석 기술 및 방법

Property Techniques Methods Abbreviations

Temperature Thermometry Heating or cooling curve analysis

Temperature difference Differential Thermometry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 and DTA

Heat flow differenc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Mass Thermogravimetry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 and TGA

Dimensions or mechanical 
properties

Thermomechanometry Thermomechanical Analysis TM and TEA

Pressure Thermomanometry Thermomanometric Analysis

Electrical properties Thermoelectrometry Thermoelcetrical Analysis TE and TEA

Magnetic properties Thermomagnetometry Thermomagnetic Analysis

Optical properties Thermoptometry Thermoptpmetric Analysis TO and TOA

Acoustic properties Thermoacoustimetry Thermoacoustimetric Abalysis TAA

Gas exchange
Thermally Stimulated Ecchanged 

Gas Measurement
Thermally Stimulated 

Exchanged Gas Analysis
EGM and EGA

Fig. 1. DTA와 DSC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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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반응열에 의해 역시 온도차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온도 차이를 조사하여 시료의 녹는 온도와 상전이 온도, 

반응 온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원

리로 시료와 기준 물질간의 온도 차이를 시간에 따라 나

타날 수 있지만, 상용 기기의 경우 온도에 따른 흡·발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현재는 DTA 단

독 보다는 뒤에 설명하게 되는 TG의 동시 측정이 가능한 

TG-DTA 장치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DTA는 원리상 상전이 온도 및 반응 온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기기로는 뛰어나지만, 그 때 발생하는 흡수 또

는 발열하는 열량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열량 측정은 DSC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DSC는 Fig. 1(b)와 (c)의 2가지 방식이 있다. Fig. 1(b) 

입력보상형 DSC는 시료용 셀과 기준 물질용 셀에 각각 

분리된 온도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에 온도차

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셀에 에너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 측정 시 추가되는 에너지 차이로부터 시료에서 발생

하는 흡·발열 열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이러한 입력보상형 DSC는 분리된 온도 조절 장치 덕

분에 고속 가열·냉각이 가능하여 현재 750℃/min이 가

능한 설비도 시판되고 있다. 한편, Fig. 1(c) 열유속형 

DSC의 기본 구조는 DTA와 비슷하며, 가열로를 가열 또

는 냉각하면서 시료용 셀과 기준 물질용 셀의 온도를 측

정한다. 열의 흐름은 곧바로 가열로로부터 시료와 기준 

물질 부분의 센서로 흐르며 이때 저항열의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열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힘은 통과하는 저항열

에 따른 온도의 차이이며, 시료에 대한 열 흐름은 이 두 

흐름의 차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치의 열전도율이 알려

진 경우 시료에 있어서 흡수 또는 발생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DTA는 시료의 열전도율의 영향을 받아 측정할 

때마다 열전도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온도센서를 시료 

셀에 설치하는 것으로, 열전도율을 장치 상수로 간주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열유속형 DSC를 정량 DTA라고 부

르는 경우도 있다. 열유속형 DSC는 흡·발열 등에 의해 

시료와 기준 물질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했을 때 온도 센

서에 의해 양쪽의 온도차 신호로부터 열량 변화 데이터를 

환산하여 얻게 된다. 따라서 시료, 열전도도, 열용량 등

의 영향을 받게 되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기

존의 상전이 열을 아는 물질로 미리 측정하여 장치 상수

의 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온도 범위에 따라 여러 

물질로 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SC 측정에 사용

되는 시료는 장치에 따라 달라 수 mg ~수 g 정도에서 측

정하는 것까지 다양한 상용 제품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 mg 정도에서 10 mg 정도의 시료를 이용하는 장치가 

많다. 또한 DSC와 분말 X 선 회절 장치를 조합함으로써 

고상-고상 전이가 일어나는 열 거동을 DSC로 관측하면

서 동시에 결정 구조의 변화를 조사 장치3) 및 현미경 관

찰을 실시하면서 DSC 측정을 할 수 있는 복합 장치 등 도 

개발되고 있다.

DTA 또는 DSC에서 이상적인 1차 상전이 온도는 동일 

물질마다 일정하게 나타나겠지만, DSC는 시료 온도가 

아닌 시료 용 셀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전이 

중에도 온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며 상

전이가 완료되면 기준 물질 용 셀의 온도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이상적인 1차 상전이가 발생하면 그림 2

Fig. 2. DTA의 온도와 온도차의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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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날카로운 흡열 피크가 관측되며 위에 언급한 

측정 원리로 볼 때 전이 온도는 흡열 신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세라믹 시료의 경우, 특히 고

상-고상 전이의 경우에는 응력이나 불순물 등에 의해 1

차 상전이의 전이 온도가 빨리 시작되어 넓은 폭의 피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상

전이 온도를 흡열 신호의 시작점으로 할지, 흡열 신호의 

최대 피크 온도로 할지는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험 조건에 의해 같은 시료에 대해서

도 cell의 종류, 시료의 양 및 충진 방법, 가열 속도, 압력, 

분위기 기체의 흐름 등에 따라 측정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시료의 양은 가열 속도와 관계가 있는데, 

시료 내의 온도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료의 양이 많을

수록 가열 속도를 느리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양

의 시료로 실험할 경우에도 가열 속도가 커질수록 특성 

온도는 증가하게 된다.

 피크의 면적으로부터 열량 변화의 정량적인 정보를 얻

을 수도 있는데, 이때 상전이가 없을 때의 baseline을 어

떻게 잡는 것인지가 측정 정확도에 관계한다. 상전이 전

후에 baseline의 기준점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히 상전이 전후의 기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상전이 전후에 열용량이 변화하면 baseline이 

어긋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baseline을 긋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으며, 또한 

최신의 측정 장치는 자동으로 그리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

램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상전이는 잠열을 수반하는 1차 상전이와 잠열을 수반

하지 않는 2차 상전이 (또는 고차 상전이)가 있으며, 그 

때의 여러 가지 열역학적 양의 온도 변화의 모습이 Fig. 

3에 나타나 있다. 1차 상전이는 깁스 에너지의 1차 미분

에서 불연속이 존재하는 상전이이고, Fig. 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개 상의 깁스 에너지가 상전이 점에서 교차하

여 일어나는 상전이로 나타나며, 깁스 에너지가 상전이 

점에서 교차하면서 2상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가 출현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2상 사이에 계면이 발생하며 냉

각 또는 가열시 평형 상전이 온도에서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준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과냉각 현상 또는 

과열 현상이 관측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열은 발생하

기 어렵지만 과냉각은 일어나기 쉽고, 가열 및 냉각 과정

의 측정 결과에서 상전이 온도가 다른 경우에는 냉각 시 

과냉각 현상이 일어나 평형 상전이 온도보다 저온에서 핵 

생성 성장이 일어나는 상전이가 진행 한 것 때문에 일어

날 수 있다. 또한 과냉각 된 준안정상이 안정상으로 상전

이하는 것은 냉각 하는 동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가

열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도 있다. 

즉, 어떤 고온 안정상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냉각 하는 경

우 저온에서도 준안정상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측정할 때 안정상으

로 상전이하기 때문에 평형 상전이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상전이로 볼 수 있으며 핵 생

Fig. 3. 1차, 2차 상전이의 열역학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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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성장 등의 속도론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4) 이러한 경우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발열 신호로 나

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흡열 신호로 관측되는 평형 

상전이와의 구별이 가능하며 고온에서 합성하여 급냉 한 

세라믹스 시료의 열 분석에서는 이러한 비평 형 상전이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초전도 상전이와 자기 상전이 등에서 자주 관측

되는 2차 상전이는 Fig. 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깁스 에

너지의 2차 미분에서 불연속이 나타나는 상전이이다. 깁

스 에너지는 상전이에서 곡률이 변화만 나타나 1차 미분

인 엔트로피 및 체적에서는 불연속이 나타나지 않으며, 

열용량, 열팽창률, 탄성률 등의 2차 미분에서 불연속이 

관측된다. 2차 상전이에서는 2상 공존 상태는 출현하지 

않고 과냉각 과열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상전이

에 따른 잠열은 아니지만 열용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DTA, DSC에서 감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1차 상전이와 

비교하면 상전이 엔탈피가 작은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흡

열 신호도 작게 관측되며, 또한 과냉각 과열 현상이 일어

나지 않기 때문에 가열 하면서 측정하거나 냉각하면서 측

정하여 나온 상전이 온도 또한 일치하게 된다. 이를 이용

하여, 가열 방향 및 냉각 방향으로의 측정 후 상전이 온도

의 일치·불일치로 1차-2차 상전이의 판단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차 상전이가 반드시 과냉각 및 과

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전이는 아니지만, 유리 재료의 전이도 DTA, DSC에

서 관측 가능하다.5) 유리 재료의 전이는 과냉각 액체 상

태를 더욱 냉각했을 때, 분자·원자의 운동이 느려져 분

자 배열이 동결되고 평형 상태에서 비평형 상태(유리 상

태)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반대로 온도를 올렸을 때 분자 

배열과 분자 운동이 평형 상태로 변화하는 현상이기도 하

며, 이때 열용량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DTA 또는 DSC

로 관측이 가능하게 된다. 유리 전이는 평형 상태와 비평

형 상태 사이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유리 전이 온도 부

근에서는 다양한 완화 과정이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DTA 또는 DSC와 같은 동적측정법은 측정 시 

가열·냉각 속도 또는 열이력 등에 측정 결과값이 영향을 

받게 된다.6,7) 예를 들어, 빠른 스캔 속도에서 측정을 한 

경우에는 천천히 측정 한 경우와 비교하여 고온 측에 유

리 전이가 관찰된다. 한편, 유리 전이 온도 부근에서 시료

를 어닐링하게 되면 서서히 엔탈피 완화가 발생하고, 가

열하면서 측정하게 되면 저온에서 완화된 엔탈피의 회복

에 따른 흡열 피크가 유리판 전이역에서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흡열 피크의 크기와 어닐링의 시간 의존

성을 분석하여 유리 전이 완화 거동을 해석 할 수도 있다.

3.   열 중량 측정 (ThermoGravimetry Analysis: 

TGA)에 의한 열화학 반응 분석

TGA는 시료의 온도를 변화 시켰을 때의 질량 변화를 온

도 또는 시간의 함수로 측정하는 열 분석 기법이다. 열화

학 반응의 검출이 가능하며,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탈

수 및 탈가스, 시료 분해, 시료와 분위기 가스와의 반응(산

화 등)에 대한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시료에의 흡착, 

증발과 승화 등의 시료의 상전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물리 또는 화학적 변화가 어느 온도에서 일

어나는 가를 TGA 결과를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시작 온도는 무게 변화가 나타나기 전

Fig. 4. TGA를 이용한 Tonset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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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직성 둘을 연장하여 만나는 점의 온도이다.8)

측정에는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과 온도를 조절하는 가

열로를 이용하며, 천칭과 전기로와의 위치 등에 따라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은 Top-loading type 수직형, 

Hang-down type 수직형, 수평형의 3종류로 분류된다. 

Top-loading type 수직형은 저울 위에 시료 및 수직 전

기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울부가 전기로에서의 영향

을 크게 받지 않고, 시료 교환 등의 조작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수평형은 저울과 가열로가 수평으로 위치한 구조로

서 분위기 가스의 대류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

다. Hang-down type 수직형은 저울의 아래쪽에 가열

로와 시료가 위치하는 방식으로 가열로에서의 대류에 의

한 열 효과나 시료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영향을 받기 쉽

지만, 시료를 지지하는 부분이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

력의 영향을 받지 않다. 또한 Top-loading type 수직형

이나 수평형의 방식은 수백 mg 정도 이하의 시료의 측정

에 한정되지만, 측정 시료의 양을 늘리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질량 변화가 작은 정밀 측정에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모든 방식에서 측정 전에 장비 교정이 필요하며, 특

히 미세한 질량 변화를 고감도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α-Al2O3 등 저온에서 질량이 변화하지 시료를 테스트하

여 질량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부력 및 대류에 의한 영향

을 보정 할 필요가 있다. 

TGA는 분위기 가스 변화에 따라 실험 결과가 크게 바

뀌기도 한다.9) 일반적으로, 일정량의 불활성 가스 기류 

분위기 하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응에 관계하는 가스의 분압 반응량과 분위기 가스의 유

량에 대해서도 측정 전에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고정된 분

위기 가스 환경에서 온도만을 변화시켰을 때 측정이 되지 

않는 조성의 경우도 분위기 가스를 적절히 변화시켜 줌으

로써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또한 가스 변경 순간에 

가스 압력의 변동으로 시료가 떨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

우가 많으며, 시료가 반응열과 발생 기체의 확산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재현성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

한 분위기 가스의 유속을 낮추거나 필요한 최소량으로 측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에는 시료의 온도를 일정 

속도로 변화시켜 그 때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일

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속도 제어 열 중량 측정법 

(Controlled Rate Thermal Analysis: CRTG)도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속도 제어 열중량 측정 방식은 가열에 의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 질량 변화가 시작되면, 그 속도

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온도 변화 속도를 동적으로 변화

시켜 측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겹쳐 보이던 다단계 반응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반응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의 유리한 점도 많다. 한편, 열분

해 과정 등을 자세히 알아 보려면 열분해에서 발생한 기

체의 종류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따라서 TGA의 

후방에 질량 분석법 및 적외선 흡수법으로 분석하는 발생 

가스 분석 장치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Fig. 5. TGA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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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스의 열 분석으로 TDS (Thermal Desorption 

Spectrometry)와 같이 시료를 진공 상태에서 가열하면

서 발생하는 기체를 질량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4.   열기계분석법 (ThermoMechanical Analysis: 

TMA)에 의한 열팽창 분석

실온에서 일반적인 고체 재료의 선팽창계수의 크기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7~10-4/K으로 알려져 있

다.10,11) 이러한 재료의 열팽창 특성은 온도 변화에 따라 

이종 재료 사이에 발생하는 열 응력이나 재료 내부의 온

도 분포 및 온도 구배에 의한 열 변형 등에 관계하며, 재

료 제조, 일렉트로닉스, 우주 항공, 에너지 등 다양한 산

업 분야에서 재료 품질 관리 장비 개발에 있어서의 재료 

선정 및 구조 설계, 온도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성능 예측 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특성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초전도 응용이나 각종 액화 가스 저장 등의 냉

동 냉각 기술 등이 관계하는 저온 영역에서 내연 기관, 터

빈, 원자력 응용 등 관련 고온 영역까지 매우 넓은 온도 

범위에서 열팽창 측정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왔다. 일반적

으로 팽창계수의 측정에 있어서 시험편의 치수 변화는 최

대 ㎛ 정도이기 때문에 시험편의 치수 변화의 검출에 높

은 분해능이 요구된다. 그러나 미세한 치수 변화의 정밀 

측정에 불리한 온도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측정을 진행해

야 한다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

재료의 열팽창 특성의 측정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Dilatometer나 TMA가 이용된다.12,13) 이 장치는 고온 전

기로 등의 온도 설정 제어부의 시험편의 치수 변화를 실

온에 둔 게이지 또는 트랜스 등의 변위 검출기로 검출하

는 방식이며, zero에 가까운 하중에서부터 수 newton의 

하중을 가하여 시료의 팽창과 수축을 측정한다. 일반적인 

열팽창 측정 장치는 시료 위에 놓는 석영이나 열팽창이 

작은 물질로 된 막대(probe)는 시료가 변형하지 않은 정

도의 일정한 응력만을 부하하는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지

만 특히 TMA와 같은 열팽창 분석 장치의 경우, 분석 장

치에서 임의의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을 모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질과 테이프 모양의 시료 자체로 세울 

수 없는 재료에 대해서도 인장 응력 부하 상태에서의 열

팽창 특성의 측정이 가능하다. 보통 측정 온도 범위는 

1200oC까지도 가능하며 시편 윗면에 석영이나 열팽창계

Table 2. 각종 고체 재료의 실온에서의 선팽창계수

물질명
선팽창계수
(10-6/K)

물질명
선팽창계수
(10-6/K)

원   소 합   금

탄소(다이아몬드) 1 Invar 0.12

실리콘 2.6 니켈강 (Ni 50%) 9.4

텅스텐 4.5 탄소강 10.7

티탄 8.6 스테인리스 (sus304) 14.7

철 11.8 인청동(Phoshor Bronze) 17

구리 16.5 황동 (Cu67,Zn33) 18.7

은 18.9 세라믹, 유리

알루미늄 23.1 석영 0.53

납 28.9 질화규소 1.8

인듐 32.1 질화알루미늄 2.5

리튬 46 Borosilicate Glass 2.8

나트륨 71 α-SiC 3.3

고분자재료 α-Al2O3 (다결정) 5.4

멜라민 수지 40 BeO (다결정) 6.3

에폭시 수지 60-65 Borosilicate Crown Glass 7.2

폴리프로필렌 110 지르코니아 8.8

플리에틸렌 110-220 MgO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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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작은 물질로 된 막대를 올려놓아, 열팽창/수축에 따

른 움직임을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센서로 측정하게 된다. Fig. 6은 열 기계 

분석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며 구조적 2개의 막대를 가지

는 장치(a)와 1개만 있는 장치(b)가 일반적이다.14) 막대가 

2개인 장치는 열팽창계수가 다른 재료들을 동시에 가열

하여 그 차이를 측정하며, 재료의 열팽창계수는 기준 시

료(borosilicate, 석영 유리, 텅스텐, 스테인레스강 등)에 

측정치를 더한 값으로 구한다. 이 방법은 특히 열팽창계

수가 작거나 고온에서의 측정에 적합하다. 열팽창계수가 

큰 재료는 기준 시료 없이 그대로 측정할 수 있으며, 연화

점을 가진 재료나 인장하중을 가할 경우 적합한 끝부분을 

가진 막대를 사용한다. 또한, 일정한 하중을 가한 상태에

서 온도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거나 일정한 온

도에서 하중을 변화시켜 가면서 재료의 변형을 측정할 수

도 있다.15) 

5. 열물성량 측정에 의한 세라믹 연구

세라믹 연구에서는 열용량, 열확산율 등의 열물성량의 

측정도 중요하다.16,17) 실온 이하의 열용량 측정 방법에는 

단열형 열량계에 의한 정밀 절대값 측정이 있지만, 이것

은 몇 g 정도로 비교적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여 간편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용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 등 문제

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시판되고 있는 완화법을 이용하

는 비열 측정 장치는 10mg 정도의 시료를 이용하여 극저

온에서 100℃ 정도까지의 열용량을 정밀도 1% 이상으로 

자동 측정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장치는 비교적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하며, 초전도 상전이와 자기 상전이 

등의 상전이 연구에 유용하다. 또한 실내 온도 이상에서

의 열용량 측정은 DSC를 사용할 수도 있다. DSC의 열용

량 측정은 시료와 참조 물질의 열용량 차이에서 생기며, 

기준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료의 열용량을 

계산하려면 시료 외에 빈 시료 용기 및 열용량이 알려진 

표준 시료의 측정이 필요하다. 열용량의 산출 방법에는 

연속적인 온도 상승에 따른 열용량 변화를 연속적으로 구

하는 방법이나 온도를 계단으로 변화시켜 기준 차이의 면

적 대비 각 단계에서의 열용량 값을 계산하는 엔탈피 법

이 있다. 또한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열확산율 측정

에 사용되는 레이저 플래시 법을 이용하여 열용량을 측정 

할 수도 있다. 대량의 세라믹 재료의 열 확산율은 레이저 

플래시 법이 자주 사용되며, 레이저 플래시 법은 직경 10 

mm정도의 원반형 시료의 한쪽 면을 레이저로 조사하여 

순간 가열시키고 반대면 시료의 온도 상승 지연 값을 이

용하여 열확산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다만, 시료의 열확

산율은 측정 시료의 두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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