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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금속 클래드메탈의 두께방향으로 섬광법 적용 열전도도 측정과 
예측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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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t transfer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fabrication of high efficiency electronic devices. 
Double-layer clad metals consisting of stainless steel (STS) and aluminum (Al) alloy were fabricated by the 
roll bonding process, and their thermal conductivity was calculated using measurements of density, specific 
heat, and thermal diffusivity obtained by light flash analysis. The microstructure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STS and Al plates was characteri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results revealed a big 
difference in thermal conductivity along the thickness direction compared to the value obtained from the 
series model. The difference was due to the interface characteristics of the double-layer samples. In 
particular, the measured thermal conductivity was 6~10% smaller than the arithmetic average (mean 
value) of the parallel and series models. From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double-layer clad metals approaches the mean value obtained with parallel and series models when 
the interface is narrow and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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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소자의 고집적화로 인해 단위면적당 소비되는 전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발열의 증가는 전자소자의 성능을 저하

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1-3].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 소자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과열로 인해 발광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전력반도체 소자에서도 고집적화 추세

와 함께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시키는 기술의 개발

이 필요하다. 반도체 소자의 발열 원인은 작은 칩(chip)에 많

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인데, 해결방법은 발열이 적은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거나 히트싱크(heat sink) 등의 방열모듈로 열

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키는 것이다. 방열모듈은 대부분 다층

구조를 이루며, 방열의 방향은 두께방향이기 때문에 두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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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대한 열물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4,5]. 

단일소재의 열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지만, 

다층구조를 갖는 소재의 열물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

지 않다. 다층구조를 갖는 소재의 열물성은 Maxwell-Eucken

모델[6], Miller모델[6], Thermal spike모델[7] 등 여러 모델로 

예측되어 왔다 [8]. 현재까지 제시된 많은 열물성 관련 모델

들은 실제 측정값과 차이를 보이며, 예측 값을 얻는 수식도 

복잡하다. 또한, 열물성 연구에 있어서 전자(electron)와 포논

(phonon)이 각각 열전도에 기여하는 분율에 대한 연구가 아

직 미흡하여, 신뢰성 높은 예측값을 얻기는 어렵다 [9-11]. 따

라서, 다층복합소재의 두께 방향에 대한 열물성을 실험적 측

정값과 예측모델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판상형 2층금속의 두께방향 열전도도를 예측하

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연구의 단순화를 위해 시편의 선택은 

단층금속과 2층금속의 2가지 그룹으로 제한하였다. 단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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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mbol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Symbol
Total 

thickness
[mm]

Thickness of
each component

[mm]

Volume fraction 
of aluminum

[%]
STS439 0.53 STS439[0.53]
Al3003 2.59 Al3003[2.59]
Al1050 2.46 Al1050[2.46]
DL-30A 2.48 STS439[0.57]/Al3003[1.91] 77.1
DL-30B 2.50 STS439[0.48]/Al3003[2.02] 81.0
DL-10A 1.98 STS439[0.47]/Al1050[1.51] 76.4
DL-10B 2.52 STS439[0.47]/Al1050[2.05] 81.4
* DL : double layer

Fig. 1. Schematic sketch of the experiment: (a) cross-section view 
of double-layer sample, and (b) light flash analysis method.

속으로는 스테인리스강(STS439)과 알루미늄(Al3003, Al1050)

을 사용하였으며, 2층금속으로는 스테인리스강 판재와 알루

미늄 판재를 압연(rolling)하여 제조한 2층금속인 클래드메탈

(clad metal)을 사용했다. 판상의 단층시편 3종과 2층금속 4

종에 대해 섬광법(light flash analysis, LFA)을 통해 두께방향

의 열확산계수를 측정한 후 열전도도를 계산했다. 각각의 시

편에 대한 열전도도를 비교함으로써 열전도도에 미치는 각

종 인자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측정값을 2층복합

소재의 열전도도 예측모델과 비교함으로써[6-8], 판상형 2층

금속의 두께방향에 대한 열전도도 예측모델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한 판상형 단층금속과 2층금속의 종

류별 시편(sample)의 기호와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2층금속

에서 시편의 부호는 STS439에 본딩시킨 알루미늄의 종류와 

알루미늄의 부피 비율에 따라 구분하였다. Al3003을 본딩시

킨 경우는 30으로, Al1050을 본딩시킨 경우는 10으로 나타내

고,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부피비율이 77% 정도인 시편은 A, 

81% 정도인 시편은 B로 나타냈다. 즉, DL-30A 시편은 판상

의 STS439와 Al3003를 본딩시킨 2층금속 클래드메탈로, 

Al3003의 부피비율이 약 77%인 시편을 의미한다.

그림 1은 2층금속의 단면구조와 섬광법을 사용해 열확산

도를 측정하는 원리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층금속 

클래드메탈은 한국클래드텍㈜에서 압연법(rolling)을 통해 

판상의 스테인리스강과 알루미늄을 모재로 사용해서 접합시

켜 그림 1(a)의 형태로 제조하였다. 압연공정 직전에 모재를 

300 ℃ 이상의 온도로 가열시켰으며, 압하율은 50% 이하로 

조절하였다. 그림 1(b)는 섬광법을 사용해 시편의 두께방향 

열확산계수의 측정시, 시편과 열전도의 방향을 나타내는 개

념도이다. 섬광법을 이용해서 시편의 열확산 계수를 측정하

는 방법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5]. 시편의 아랫면에 펄스의 길이가 0.3 ms이고 펄스당 4 

Joule의 열량을 갖는 제논램프(Xenon flash lamp)를 조사하

였다. 윗면에는 적외선 센서(IR detector)를 사용하여 방출된 

열을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Cape-Lehman 보정하여[12] 나

타내고, 아래의 식 (1)을 이용하여 열확산계수()를 구했다.

  = 0.1388 × d2 / t1/2 (1)

여기서, d는 시편의 두께(mm)이고, t1/2는 적외선 센서에서 

얻는 시간에 대한 온도변화 곡선에서 최고온도와 초기온도

의 중간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t)을 나타낸다.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는 밀도(density, )와 비

열(specific heat, ) 및 열확산계수(thermal diffusivity, )를 

사용해서 계산하였다. 밀도는 아르키메데스의 수중부유법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비열은 Perkin Elmer사의 시차주사열량

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모델명: Pyris1)를 

사용해 측정했다. 열확산계수는 섬광법(light flash analysis, 

LFA, 모델명: LFA-467)과 식 (1)을 사용해서 측정하였으며, 

각 시편당 6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섬광법으로 

열확산계수의 측정시, 입사시키는 빛의 반사를 방지하고 열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콜로이드 상태의 흑연입자를 시

편의 양쪽면에 1~5 μm 두께로 분사코팅 하였다. 시편의 열전

도도는 아래의 식 (2)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3,5].

 × ×  (2)

여기서, (W/m･K)는 열전도도, (mm2/s)는 열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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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rmal properties rerated to physical properties for single-layer samples.

Physical Properties
STS439 Al3003 Al1050

Reported
[13] Experiment Reported

[14] Experiment Reported
[14] Experiment

Density [g/cm3] 7.7 7.65
(+0.09,-0.09) 2.73 2.72

(+0.06,-0.07) 2.71 2.71
(+0.19,-0.08)

Specific heat
[J/kg･K] 460 427

(+4.50,-4.50) 893 873
(+17.50,-17.50) 900 887

(+5.00,-5.00)
Thermal diffusivity

[mm2/s] 6.83 6.40
(+0.03,-0.06) 79.17 6.40

(+0.09,-0.11) 94.88 92.24
(+0.26,-0.47)

Thermal 
conductivity

[W/m･K]
24.2 20.91

(+0.50,-0.64) 193 185.88
(+8.02,-8.53) 231 221.60

(+17.40,-8.47)

Table 3. Thermal properties related to physical properties for double-layer samples.

Symbol Density
[g/cm3]

Specific heat
[J/kg･K]

Thermal diffusivity
[mm2/s]

Thermal conductivity
[W/m･K]

Volume fraction of
Al (%)

DL-30A 3.85
(+0.04, -0.15)

678
(+3, -3)

32.3
(+0.1, -0.1)

84.6
(+1.3, -1.3) 77.1

DL-30B 3.64
(+0.02, -0.03)

692
(+1, -1)

37.5
(+0.4, -0.6)

94.4
(+1.7, -2.3) 81.0

DL-10A 3.86
(+0.03, -0.08)

679
(+3, -4)

33.7
(+0.3, -0.4)

88.3
(+2.0, -3.2) 76.4

DL-10B 3.65
(+0.02, -0.02)

708
(+18, -12)

39.1
(+0.4, -1.0)

101.1
(+4.1, -4.7) 81.4

Fig. 2. The comparison of thermal conductivities between 
experiment (blue bar) and reported values (gray bar).

(g/cm3)는 밀도,  (J/kg･℃)는 비열을 나타낸다. 또한, 2층

금속 클래드메탈의 계면(interface)이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를 통해 시편의 단면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섬광법을 사용해 시편의 열확산계수를 측정하고, 밀도 및 

비열을 알게 되면 식 (2)를 사용해 시편의 열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다. 표 2와 그림 2는 단층금속인 스테인리스강(STS439)

과 2가지의 알루미늄합금(Al3003, Al1050)에 대한 열물성과 

관련된 값을 나타낸다. 표 2는 단층금속인 스테인리스강과 

알루미늄합금을 섬광법 등으로 측정한 열물성 값과 참고문

헌에 보고된 열물성 값을 요약한 것이다 [13,14]. 그림 2는 실

험으로 측정된 열전도도와 참고문헌에 보고된 열전도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스테인리스강 시편의 경우 열전도도가 

13%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절대값의 차이는 약 3 W/m･K으

로 작다. 따라서, 표 2와 그림 2의 결과로 볼 때, 단층시편에 

대한 열전도도는 측정값과 참고문헌의 값이 거의 비슷하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실험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단계로, 판상의 2층금속에 대한 열전도도를 예측하기 

위해 단층금속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열물성

을 측정하였다. 표 3은 2층금속에 대해 실험적으로 측정한 열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밀도와 비열은 표 2

의 값을 사용해 혼합법칙(rule of mixture)을 적용해서 계산한 

값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표 3의 물성 중, 열확산

계수와 열전도도 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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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easured values of thermal conductivity and thermal 
diffusivity for double-layer samples.

Fig. 4. Schematic diagram of double-layer samples describing 
parallel model and series model. Arrow indicates the direction of 
heat flow in the concern: (a) parallel model, and (b) series model. Fig. 5.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calculated thermal 

conductivities: (a) thermal conductivity versus volume fraction of 
Al, and (b) enlarged figure of rectangular area in Fig. 5(a), and 
the difference in % between mean value and measured value.

서 스테인리스강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2층금속에서 알

루미늄의 부피 비율이 증가할수록 열전도도가 증가하였다. 

이유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상온에서 알루미늄의 열전도도는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거의 10배 정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2

층금속에서 DL-10 시편이 DL-30 시편에 비해 열전도도가 

높은 이유는, 열전도 특성이 우수한 Al1050 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14]. 그림 3에서 열확산계수와 열전도도는 알루미

늄의 종류에 관계 없이 부피비율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보인

다. 따라서, 그림 3과 표 3을 통해 열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인자인 밀도와 비열 및 열확산계수 중에서 열확산계수

가 열전도도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혼합법칙을 사용하면 대략적인 열전도도의 예측

은 가능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측

정된 열전도도는 예측한 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 [5].

2층금속을 포함한 복합소재의 열전도도를 예측하는 것은 

산업적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이론적 방법을 사용해서 신뢰

성이 확보된 열전도도를 예측하는 기술은 아직 없다 [6-8]. 

금속시편의 경우,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후 Wiedemann-Franz

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열전도도를 예측할 수 있지만[15], 실

제 금속에서는 각종 결함(defect) 등의 존재로 인해 산업적 효

용성이 높지 않다. 또한, 시편의 내부에 제 3의 입자들이 무작

위로 분포되어 있다는 개념의 Maxwell-Eucken모델과, 두 가

지 소재가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개념의 Miller모델[6] 

등 여러 모델이 있지만, 관계식이 복잡하여 쉽게 적용하기 어

렵다 [7,8].

본 연구에서는 2층복합재료의 두께방향에 대한 열전도도

를 예측하기 위해, 현재까지 알려진 몇 가지 모델을 응용하여 

시편의 열전도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그림 4는 2층복합재료

의 단면구조와 2층 복합재료에서 열전도도를 예측하는 병렬

모델(parallel model)과 직렬모델(series model)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판상의 소재A와 소재B가 층상복합재료를 이루는 

구조에서, 병렬모델은 그림 4(a)와 같이 열전도가 시편의 계

면(interface)과 나란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열전도

도는 식 3과 같이 표시된다 [5,6].

    (3)

여기서, , , 는 각각 2층복합재료의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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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image and schematic sketch for the interface: (a) 
cross-sectional view of DL-10B sample, (b) magnified thin and 
pure interface, and (c) magnified thick interface containing many 
pores (circles in the interface indicate pore).

소재 A의 열전도도, 소재 B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며, ε은 소

재 A의 부피비율(volume fraction)을 나타낸다. 식 3은 2층복

합재료에서 사용되는 혼합법칙(rule of mixture)과 일치하며 

2층복합재료가 가질 수 있는 열전도도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반면, 직렬모델은 그림 4(b)와 같이 열전도 방향이 계면과 

수직한 경우의 적용되는 모델로 식 4와 같이 표시된다 

[6,16,17].

   (4)

여기서, , , 는 각각 2층복합재료의 열전도도, 

소재 A의 열전도도, 소재 B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며, 은 소

재 A의 부피비율[A/(A+B) = ]을 나타낸다. 식 4의 직렬모델

은 전기저항의 직렬모델과 비슷하며, 직렬모델을 사용해서 

계산되는 열전도도는 2층복합재료가 가질 수 있는 열전도도

의 최소값을 의미한다.

그림 5는 2층금속의 열전도도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를 위

해 병렬모델과 직렬모델을 사용해서 계산한 열전도도와 실

험적으로 측정한 열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a)에는 

병렬모델과 직렬모델의 산술평균(mean value)도 추가로 표

시했다. 예측한 바와 같이, 섬광법으로 측정한 2층 금속의 두

께방향에 대한 열전도도는 병렬모델과 직렬모델로 계산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 내부에 존재하며, 병렬모델과 직렬

모델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열전도도와 더 비슷한 값을 갖

는다 [18,19]. 그림 5(b)는 그림 5(a)에서 알루미늄의 부피비

율이 74%에서 84%인 범위(네모로 표시)를 확대시켜 나타낸 

그림인데, 측정된 열전도도는 산술평균에 비해 6~10%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2층금속에서 측정된 열전도도가 산술평균에 비해 6~10% 

정도 낮게 나타난 이유를, 그림 5(a)를 사용해서 추가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a)에서 점 A와 점 B는 병렬모델과 직

렬모델에 무관하며, 각각 STS439와 Al1050의 열전도도에 의

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부피비율이 60%인 경우, 

점 P와 점 S는 각각 병렬모델과 직렬모델의 의해서 계산된다. 

중요한 것은 점 M인데, 점 M의 값은 계면의 상태에 따라 영향

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즉, 판상의 2층금속에서 계면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 열전도도는 산술평균과 일치할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 계면(interface)이 존재하고 그 내부에 기공(pore)과 

같은 부피가 큰 결함(defect)이 많이 존재할 경우, 열전도도는 

각각 병렬모델과 직렬모델로 계산한 값들에 근접하게 된다 

[20,21]. 본 연구의 경우, 두께방향으로 측정한 열전도도는 직

렬모델로 예측한 값과는 멀고, 오히려 산술평균에 더 근접해 

있다. 이 연구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2층복합소재의 계면

상태에 대한 미세구조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22].

그림 6은 판상의 2층금속 시편의 단면에 대한 SEM 사진

과, 계면의 주변을 확대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태를 도식

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6(a)는 2층금속 복합재료의 하나

인 DL-10B시편의 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사진으로, 계면

의 주변에는 기공과 같은 큰 결함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6(b)와 (c)는 계면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상태를 2가지로 

묘사한 것이다. 그림 6(b)는 계면의 두께가 얇고 결함이 거의 

없는 경우로, 이런 종류의 계면은 2층금속 복합재료의 두께 

방향에 대한 열전도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반면, 그림 6(c)는 계면이 상대적으로 두껍고 동시에 계

면의 주변에 기공을 포함한 부피가 큰 결함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로, 2층금속의 열전도도는 계면의 존재로 인해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23-25]. 

그림 6(a)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2층금속 복합재료

는 2장의 금속판재로 이루어져 있고, 계면은 측정하기 어려

울 정도로 얇으며, 치밀하게 본딩되어 있기 때문에[26] 열전

도도에 미치는 계면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즉, 2층복합

재료에서 기공 등 각종 결함의 존재로 인해 계면의 영향이 강

하게 나타나면 식 4로 나타낸 전기저항의 병렬연결과 직렬연

결의 모델이 잘 적용되겠지만[27-28], 반대로 계면이 치밀하

게 본딩되면 측정된 열전도도는 산술평균과 비슷하게 될 것

으로 생각된다 [29]. 또한, 금속의 열전도에 기여하는 인자로

는 전자와 함께 포논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판상의 2층

금속에서 두께방향의 열전도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는 쉽

지 않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2층금속 시편에서 두께방향

으로 측정한 열전도도는 병렬모델과 직렬모델의 산술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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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유는 2층금속 클래드메탈의 계면상

태가 치밀하게 본딩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판상의 단층금속과 2층금속 복합재료(클래드메탈)의 두께

방향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섬광법(light flash 

analysis)을 사용하여 두께방향의 열전도도를 측정하고 기존

의 열전도 모델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층금속 클래드메탈의 두께방향으로 측정된 열전도도

는 직렬모델로 계산한 값과는 크게 달랐으며, 오히려 병렬모

델과 직렬모델의 산술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측정된 열

전도도가 산술평균보다 6~10% 작고, 직렬모델과 멀리 떨어

진 이유는 2층금속의 계면이 치밀하게 본딩되어 두께 방향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계면의 효과가 작았기 때문이다.

2. 2층금속 복합재료에서 밀도와 비열은 혼합법칙을 사용

해서 정량적으로 예측한 값과 비슷하였다. 반면에 2층금속에

서 두께 방향의 열전도도는 밀도와 비열의 예측과 달리 혼합

법칙을 사용하면 정성적인 예측은 가능하지만 측정한 값과

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3.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층복합재료의 두께 방향의 열

전도도를 예측하고자 할 때 정성적인 값은 병렬모델과 직렬

모델의 산술평균으로 구할 수 있지만, 정량적인 열전도도를 

예측하고자 하면 계면의 두께, 본딩의 치밀성 및 기공의 존재 

유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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