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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패치 히터(patch heater)는 

발열체(heating element)와 기판(substrate)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

게 적용되어 있다. 발열체로 Ag, Cr, Ni, 폴리 실리콘(polysilicon), 
SiC, TiN, Pt, Au 등과 같은 많은 재료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으

며, 이러한 발열체 단자에 전압이 인가되면 각각의 저항 특성에 

의해 히터는 사용 목적에 맞게 국부적인 공간에 일정량의 열을 공

급하게 된다[1-3]. 또한 절연 등의 특성을 가진 재료가 히터의 기판 

역할을 하게 되며 매체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과정을 제어해줌으

로써 사용하는 주변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대응한다.
지구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에 있어 우주 공간 궤도 상에서의 열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4]. 궤도 주기에 따른 온도변화를 가지는 우주 

환경에서 인공위성의 열 제어 방식은 여러 형태가 있으나 위성 내부

의 전자 장치 박스(electronic box)와 같은 서브 시스템(sub-system)
에는 능동 열 제어가 쉽고 간편한 패치 히터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5]. 
진공상태인 우주에서 열전달은 주로 고체 열전도(heat conduction) 
현상으로 이루어지며, 패치 히터는 주로 2 mm 두께 정도의 전자 

장치 알루미늄 판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된다. 알루미늄 판은 열 

싱크(heat sink) 역할을 하고, 패치 히터는 전자 장치 주변의 과도한 

온도 변화(worst case)를 피하기 위하여 적정 발열량으로 설계/제어

된다.
우주에서 사용 가능한 절연체는 폴리이미드(Dupont, Kapton)

이며, 발열체는 Ni과 Cr이 주성분으로 합금되어 600℃까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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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Inconel 600이 사용된다[6]. 여기에 접착을 

위해 접착제(3M, 966)가 일정 두께로 절연체에 도포된 형태인 

Fig. 1처럼 싱글(single) 형태의 패치 히터 구조가 기준이 된다[3]. 
또한 우주 환경인 진공상태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탈기체

(outgassing) 시험 조건을 만족해야 인공위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시험 조건인 TML-Total Mass Loss < 1%, CVCM-Collected 
Volatile Condensation Material < 0.1%을 모두 만족하는 재료들

이다[7].
이러한 환경에 부합되는 패치 히터의 재료/구조적 열특성 관련 

실험 및 수치적 해석은 많이 다루어져 왔다. Cucullu III 등[6]은 

기본 싱글형 폴리이미드 절연체 구조 내에 테프론(teflon)층을 추

가하여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하고 낮은 탈기에 유리한 패치 히터 

형태를 제시하였다. Mesforoush 등[8]은 폴리이미드 절연체와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알루미늄을 코팅한 다층 절

연구조에서 박막의 열전도율과 차폐 두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Kang 등[9]은 패치 히터의 부착 공정에 따른 접착제의 효율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우주급(flying model, FM) 패치 히터에 사용 가능한 검증

재료의 선정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상에서 사용되는 수준의 

여러 형태의 패치 히터 개발에 적용되었던 재료를 이용한 실험이

나 수치적 해석 작업과는 차이가 있다. 우주 환경의 실험 조건 설정

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치 해석을 통한 정확한 모델링으로 우주급 

패치 히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 연구

로서 우주급이 아닌 EM (engineering model)급 패치 히터에 우선

적으로 관심을 갖고자 한다. EM급 패치 히터로 사용 빈도가 높고, 
크기 및 전력 밀도 등의 제원이 잘 알려진 모델(HK6910[10,11] 등)
을 기반으로 열 해석 계산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

로 우주급 패치 히터에 대한 설계 및 적용 가능한 공정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이미드 절연체 구조의 EM급 패치 

히터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패치 히

터의 열적 재료 특성에 대한 데이터는 EM급의 상용품에 적용되는 

표준 제원[10]을 사용한다. 대기 상태에서의 수치해석 결과를 열화

상카메라로 측정한 온도분포와 비교하여 계산 모델의 신뢰성을 검

증하고, 전자 부품 박스가 모재 판에 부착되어 있을 때 패치 히터의 

부착 형태에 따른 열 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패치 히터의 구성 및 이론적 계산
2.1 히터의 구성 요건

패치 히터는 앞서 언급한 우주 환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시

험 조건을 만족하는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빈도수가 높

은 대표적인 사용 제원은 EM급으로 Fig. 1에 도시되어 있다. 발열

체는 Inconel 재료로 구성되며 싱글 층으로 0.24 mm의 두께인 

고분자 절연체 폴리이미드로 완전히 감싸여 있다. 히터는 전자 장

치 박스를 고정하는 알루미늄 박판 모재(base plate, 두께 2 mm) 
위에 0.06 mm의 균일 두께인 접착제(3M-966)로 부착되는 형태

이다.
HK6910 모델은 127 × 25.4 mm2의 수평면 크기를 가지며, 발

열 유효면(heating area)은 가장자리 마진 1.52 mm를 제외한 내

부이다. 발열 저항면은 Fig. 2와 같이 설계되고 ESCC (european 
space components corporation) 기준[12]에 의해 식 (1)과 같은 조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발열 저항면적은 전압 인가 조건과 함께 

전력 밀도(power density)나 저항 밀도(Ohm density) 등에 영향

을 준다. 

 

   
≤ ±  (1)

2.2 패턴 회로 구성을 위한 이론적 계산 
식 (1)의 조건을 만족하는 발열 저항면의 회로는 Inconel 합금 

물질로 총 길이(l), 폭(w)과 두께(h)의 사각 단면을 가진 형태로 

다양한 패턴 모양을 가진다. 이 패턴의 형태에 따라 히터는 전기적

으로 제어되는 소형 회로 위치에서 국부적인 열을 제공하게 되며 

열전력은 식 (2)와 같이 전압과 저항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인가 

전력과 전압이 결정되면 저항을 예측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저항 

Fig. 1 The standard Kapton film heater (single layer type, Minco, 
HK6910[10])

Fig. 2 Wire pattern of the heating resistiv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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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고유저항()을 이용하여 패턴 형상을 결정짓는 폭, 총 길

이, 두께 등을 식 (3)의 관계로 상호 결정할 수 있다[13]. 

  ∙    (2)

   

 (3)

여기서 P는 전력 [W], V는 전압 [V] R은 저항 [] 그리고 는 

고유저항(resistivity, [-cm])이다. 
Fig. 1의 패턴 영역 내에서 전열 회로 폭을 1.52 mm로 하고 

회로 사이의 간격을 1.2 mm 유지했을 때 식 (1)의 비율은 44.4%
가 되었다. 식 (2)와 (3) 그리고 EM급으로 제작된 히터의 최대 

허용 전력 42 W, 전압 28 V, 그리고 inconel 합금 재료 고유 저항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회로 패턴 두께는 0.0342 mm이며 저항은 

18.667  이었다. 이때 발열체의 표면 패턴을 포함한 형상 두께와 

저항을 일정하게 적용하고 전력 밀도 [W/cm2] 변화를 주기 위해 

인가전압을 달리하였다. 여기서 전압 범위는 Table 1과 같이 10 
V에서 최대 28 V까지 변화를 가지며, 이 조건에서 ESCC 세부사

양 No. 4009/002의 1.5항 요구 조건[12]인 0.54 W/cm2를 얻기 위

해서는 인가전압은 16.5 V가 필요하며 사용전력은 14.585 W가 

되었다. 

3. 해석 모델링
3.1 열 발생 및 열전달 해석

패치 히터의 열 발생은 Fig. 2의 전열 회로 패턴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공간적인 열 발생을 해석하고 그 결과값이 열전달 해

석에 사용된다. 열 발생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열체에 의한 

저항열 계산이 필요하며, 저항열의 계산 모델은 주울 법칙에 따라 

식 (4)와 같이 저항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또한 주울 

열의 미분 형태는 식 (5)로 표현된다. 

  


  ∙ (4)

∀


  ∙ (5)

여기서 는 열량 [J], t는 시간 [s], ∀는 열 발열체의 공간 체적 

[m3] 그리고 는 전류 밀도 [A/m2]이다. 
열전달은 식 (6)와 같이 비정상 과도열전도 방정식을 적용하였

으며, 내부 발열체로부터 열 발생(heat generation) 요인을 포함하

고 있다. 진공상태 조건에서는 대류 열전달 요인을 포함하지 않으

며 복사 열전달이 경계 조건으로 사용되었다.




∇∇   (6)

여기서 은 열전달 매체의 밀도 [kg/m3], 는 비열 [J/kg-K], 는 

열전도 계수 [W/m-K], 은 열 발생 [W/m3] 그리고 는 시간 []
이다. 열 발생과 열전달에 관련된 식 (2) ~ (6)에서 사용한 재료들

의 물성값들은 Table 2에 정리되었다. 
인공위성 전자 장치 박스에는 중요한 임무를 띠는 구성 요소가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각각 작동 온도 내에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인공위성을 리부팅하거나 

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실패 원인을 제공한다. Table 3에 인공

위성 구성 요소 중 일부 부품들의 작동 온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하한 온도 대역을 표시했다[14]. 이 작동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크기와 전력 밀도를 가진 패치 히터 선정과 더불어 작동 

시간과 연동되는 온도 제어가 요구된다.

3.2 경계조건 설정
전체 해석 도메인은 Fig. 1과 Fig. 2의 형상을 포함하는 (case 

i) 발열체와 절연체로 구성된 히터, (case ii) 접착제(PSA)층까지 

Table 2 The material properties for the HK6910 model[10]

Density
[kg/m3]

Resistivity
[Ω]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g-K]
Aluminum 6061 2700 3.99e-6 167 896

Inconel 600 alloy 8470 0.000103 14.9 444
Polyimide FN929 1420 1.5e17 0.12 1090
Adhesive 3M-966 

Acrylic 1012 4e15 0.178 1470

Table 1 The application for electric thermal element

Power
 [W]

Voltage 
[V]

Resistance 
[]

Power density
 [W/cm2]

Remark

5.356 10

18.667

0.197

Based on the 
calculated 
thickness 

(0.0342 mm) 
and resistance 

using the 
maximum 
allowable 

voltage (28 V)

12.054 15 0.444
14.585 16.5 0.54
23.625 21 0.873
25.927 22 0.955
28.339 23 1.044
30.857 24 1.137
33.482 25 1.234
36.214 26 1.335
39.053 27 1.439

42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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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패치 히터 그리고 (case iii) 히터가 접착제를 통하여 알

루미늄 모재(aluminum plate)에 부착되는 3가지 경우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물성들로 구성된 세부 도메인은 Table 2의 

물성치를 각각 부여받으며 해석 작업은 Ansys 17 Electric-Thermal 
Module을 사용하였다. 격자는 절연체 부분은 Tetrahedron 모양

이며 나머지 영역은 Hexagon 모양이다. 모든 물리적 도메인은 서

로 접촉되어 있으나 독립적인 요소로 구성하여 격자 요소 품질을 

확보하는 선에서 절점 수를 줄였다.
Fig. 3은 (case iii) 경우에 부여된 경계조건이다. 매우 얇은 측면

부는 단열로 처리되며 상부 폴리이미드 표면과 하부 폴리이미드 

또는 알루미늄 6061의 표면은 FM급 해석에서는 복사 현상으

로 열을 일부 소실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emissivity 값(1 = 0.87, 
2 = 0.8)을 주었으며, 대기 중의 EM급 환경을 위해서는 자연대류 

열전달계수 값(h = 20 W/m2-℃)을 주었다. FM급 및 EM급 해석

에 적용된 외부환경 온도는 실온 22℃로 설정하였다. 초기 온도는 

실온과 같이 22℃로 설정하여 비정상 과도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열평형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한다. 
열평형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적용된 경계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case i)과 (case ii)의 경우 300 s이고 알루미늄 모재가 부착된 

(case iii)의 경우 1800 s까지 진행된다.

4. 결과 및 고찰 
4.1 진공상태에서 패치 히터의 자체 발열 특성

HK6910 히터가 모재 판에 부착하지 않는 (case i)과 (case ii)의 

경우에 대해 외기가 진공상태로 가정한 FM급 열해석을 수행하였

다. 주울 열을 계산하기 위해 절연이 되는 환경에서 Table 2의 인

가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인가전압 변화에 따라 동일한 저항 조건

에서 결정되는 주울 열은 Fig. 4와 같이 계산되었다. 전력 밀도에 

비례하는 주울 열이 얻어졌으며 현재 적용된 모델(HK6910)은 최

대 허용 전력 밀도 1.548 W/cm2이다. 이는 작동 중 히터가 모재 

판에 부착된 후 허용 가능한 최대 전력 밀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ESCC에서는 허용 가능한 최대 전력 밀도를 이보다 낮은 

0.54 W/cm2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주울 열은 0.26396 
W/mm3로 나타났다. 

패치 히터는 발열체에서 형성되는 주울 열을 지속적으로 전달받

아 절연체/접착제 내부의 차폐면을 통해 열 확산이 일어나며, 전력

밀도에 따라 히터 내부에서 도달하는 최대 온도가 달라진다. Fig. 
5는 전력 밀도에 따른 패치 히터의 최대 온도 상승값을 나타내고 

있다. 전력 밀도가 증가하면 최대 온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곡선

으로 나타났으며, 접착제(PSA)가 없는 (case i)과 접착제가 있는 

Table 3 Typical thermal requirement (unit [℃])

Component/system Operation Limits. Non-Op. Limits.
General electronics -10 to 45 -30 to 60

Structure -50 to 60 -
Batteries 0 to 10 -5 to 20

Solar cells -100 to 125 -100 to 125
Electronic box: High power components, survival heater, switch 

Fig. 3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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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 distribution of the Joule heat at the power density 
of 0.54 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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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i)의 최대 온도값은 차이가 없다.

4.2 EM급 패치히터의 열전달 특성
패치 히터의 온도분포 실험 측정을 위한 장치는 Fig. 6(a)과 같

이 구성되었다. 전압공급기(voltage supply)로 가변 전압을 주고, 
접착 보호필름이 제거된 히터는 clamping 스탠드에 폴리이미드 

부분이 접촉 없게 매달았다. 수치 계산과 동일하게 HK6910 히터

에 전력밀도 0.54 W/cm2를 주기 위해 16.5 V의 전압을 히터 단자

에 인가했으며 측정 예열 시간은 300 s 동안 지속되었다. 히터의 

접착제 층이 없는 표면을 FLIR (forward-looking infra-red) 열화

상카메라로 초점을 맞추고 전압 인가 시작과 함께 촬영이 이루어

졌다. 표면 초점은 3군데서 이루어졌으며, Fig. 6(b)는 300 s 진행

되었을 때 촬영된 온도 이미지이다. 측정된 온도분포는 히터 주변 

실내 온도인 22℃에서 최대 170℃로 나타났다. 
Fig. 7에서는 ESCC 기준인 전력밀도 0.54 W/cm2를 사용하여 

히터를 작동할 때 시간에 따른 모델 전체의 평균 온도의 변화를 

수치해석 및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치해석에서는 3가지 case
에 대해 외기가 진공상태로 가정한 FM급 열해석(실선)과 외기를 

대기 상태로 가정한 EM급 열해석(파란점) 결과를 모두 비교하였

다. 실험에서는 진공상태 실험이 불가능하여 EM급 열분포 데이터

(빨간점)만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순간

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더 이상 상

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수치 계산에서는 싱크 온도 역할을 

갖는 알루미늄 모재 판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간 (약 

50 s) 내에서 210℃를 넘기는 수준에서 열적 평형에 이르렀다. 
그러나 패치 히터와 같은 크기의 알루미늄 모재를 갖는 경우는 모

재 박판 쪽으로 전달되는 열에너지 저장과 소실로 인해 평형 상태

에 도달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공상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ESCC가 제시하는 최대 전력 밀도 수준에

Power density (W/mm3)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M
ax

. T
em

p 
(o C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Polyimide film heater
Heater w PSA film

Fig. 5 Maximum service temperature provided by different 
power densities (based on the initial temperature, 22℃)

(a) Measurement device configuration

(b) Temperature image captured by FLIR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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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폴리이미드에 의해 열전달이 차폐되어 200℃ 이상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 상태에 EM급 시뮬레이션과 FLIR 온도 측정 결과를 비교

해 보면 실험결과가 수치해석 결과와 비슷하게 빠른 시간인 50 
s에서 평형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열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

서의 온도는 약 170℃로 진공상태의 FM급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

해서 약 40℃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수치해석에서는 공기 중의 

자연 열대류 계수를 20 W/m2-℃를 적용하였다. 자연 대류 조건

에서 이루어진 실험과 대기 상태의 EM급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

해 보면 열적 평형 상태의 온도에 있어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그 오차 약 7.5%로써 본 계산 모델이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모재 부착 모드에 따른 열전달 해석
전자 장치 박스 및 이를 지지하는 모재 판을 포함하는 하위 시스

템에서 안정된 온도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알루미늄과 같은 

모재로 전달되는 열에너지 양만큼 패치 히터를 통한 지속적인 공

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능지표가 전력 밀도이다. 이
미 우주급에서는 ESCC에서 제시하고 있는 0.54 W/cm2를 최대로 

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스트레스 경감(derating)을 적용하여 열

제어 서브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설계기술이 적용된다. 
Fig. 8은 전자 부품 박스가 모재 판에 부착되어 있을 때 패치 

히터의 부착 형태에 따른 2가지 부착 모드(attachment mode)를 

보여주고 있다. 패치 히터를 박스 옆면에 바로 인접한 모재 면에 

부착하는 경우(모드 1)와 모재 판에 인접한 부품 박스 옆면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모드 2)로 구분하였으며, 1/4 부분 단면도로 도시하

였다. 모재 판의 크기는 500 × 500 mm2이며 전자 부품 박스의 

높이는 각각 10 mm 및 70 mm이다. 여기서 패치 히터는 각각 

4개가 사용되었으며, 사용 재질과 물성은 이전과 동일하고 전자 

부품 박스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간주하였다. 
패치 히터가 전자 부품 박스에 직접 부착되어 요소의 열 싱크 

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경우 히터는 부품 요소의 크기에 맞게 선정

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력 

밀도와 같은 세부 사양들이 능동 열제어 설계 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히트의 길이와 비슷한 전자 부품박스가 알루미늄 

판(두께 2 mm) 위에 존재할 때 히터 부착 형태에 따른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9는 패치 히터가 부착된 전자 부품 박스 

판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부착 모드 1의 경우로 1800 s 시간이 지나면 일정 온도 대역 내로 

전자 박스 안쪽의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최종 온도로 수렴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Fig. 10은 2가지 부착 모드에 대하여 1800 s 동안 히터에 전압

을 인가했을 때 도메인 전체 걸쳐 형성되는 평균 온도의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외부 환경에 의한 초기 내부의 온도를 0℃로 설

정하였으며, 전력 밀도는 0.197에서 1.134 W/cm2까지 4단계로 

주었다. 부착 모드 1의 경우는 전자 박스와 접촉한 인접 모재 표면

에 4개의 히터가 둘러쌓는 방법으로 전자 박스 쪽을 간접적으로 

일정 온도 대역 내에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착 모드 

2는 모재에 인접한 박스 측면에 부착되어 초기에 비교적 큰 박스 

쪽으로 열을 직접 전달하기가 유리하다. 박스 쪽에 직접 붙인 경우

는 직접 열전달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박스 체적이 상대적으로 

큰 관계로 그만큼 열전도로 전달하여 열평형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a) Attachment mode 1 (b) Attachment mode 2

Fig. 8 Typical 1/4 section-view models for attached mod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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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 the case of the attachment mode 1 (Fig. 8(a)),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displayed by time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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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착 모드 2 경우 히터의 

크기를 키우거나 전력 밀도가 높은 히터의 사용이 불기피하다. 
한정된 공간에서 열 손실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가정할 때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추정해보

면 최종온도 는 적정 재료를 예열하는 데 필요한 전력, 재료의 

질량 및 비열, 예열 시간의 선형 함수인 식 (7)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계로부터 예열 시간 t와 열전달 대상 체적과 매우 밀

접하다. 

 

    (7)

여기서 P는 히터 power (W), m은 질량(kg), 는 물체의 최종온

도, 는 물체의 초기 온도, t는 예열 시간이다. 그러나 한정된 공

간이 아니라 무한대로 접근하는 열전도를 통하여 온도 상승 공간

(전체 매체의 질량 m과 관련된 열저장 공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거나 열복사와 같은 미세한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

가 요구되는 부분을 최소한도로 열관리 되기 위해서는 요구시간에 

대한 적정 전력 밀도를 가지는 히터의 설계가 필요하다.
상하부가 단열되어 있고, 수평 방향으로 무한대인 얇은 판에 대

하여 1차원 과도상태 열전달을 모델링하면 식 (8)과 같은 지배방정

식이 도출되며, 초기 조건 및 경계 조건은 식 (9)와 같다. 이에 대한 

해는 치환 식 (10)을 사용하여 식 (11)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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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며   이다. 식 (11)에서 error 
함수   에 접근하면   이 되며 변수 

   은 1.903으로 추정된다. 이때   와 모재인 

알루미늄의 확산 계수( , Table 2의 물성값)를 적용하면 식 (12)
의 결과를 얻는다.

       (12)

식 (12)에서 얻은 결과는 반무한대의 얇은 판재 내에서 열확산이 

지속되다가 초기 판재 온도까지 떨어지기까지 확산되는 거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EM급 패치 히터는 위와 같은 1차원 해석을 

통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약 55 mm이며, 넓은 면적의 

전자 박스를 보온하기 위해서는 55 mm 간격으로 패치 히터를 부

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M급으로 개발된 폴리이미드 패치 히터인 

HK6910을 사용하여 패치 히터의 열전달 특성을 수치적으로 해석

하였다. 열화상카메라(FLIR)를 이용하여 온도 분포 및 열전달 특

성을 분석하였다. 대기 상태에 EM급 시뮬레이션과 FLIR 온도 측

정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오차 약 7.5%로써 본 계산 모델의 신뢰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ESCC가 제시하는 발열면 비율 44%와 

0.54 W/cm2 전력 밀도 수준에서 폴리이미드에 의해 열이 차폐되

어 200℃ 이상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 부품 박스가 모재 판에 부착되어 있을 때 패치 히터의 2가

지 부착 모드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패치 히터

를 박스 옆면에 바로 인접한 모재 면에 부착하는 경우는 1800 s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 온도 대역 내로 전자 박스 안쪽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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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tachment mo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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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 using different power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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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상승시키면서 최종 온도 대역에 이르렀다. 반면 모재 판에 

인접한 부품 박스 옆면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 열 확산 대상 공간이 

커서 소요 시간이 증가되었다. 또한 모재로 통해 전달되는 열확산 

거리는 1차원 오차함수로 구성되는 해에서 시간과 열팽창계수로 

근사적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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