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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각종 전기제품, 산업용 

기기, 자동차 등에 터미널, 커넥터 등의 전장 부품 

소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장 부품 소자

들 중 접속 단자류는 대개 암수 한 쌍으로 구성되고 

특정 부위에서 면 접촉으로 연결되는데 이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체적저항 및 접촉 저항에 의한 

발열을 고려하지 않으면 과열에 의한 손상 및 화재

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발열량에 맞는 터미널, 
커넥터 등의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선, 체적저항, 접촉저항에 대한 발열 특성을 파악

해야 한다. 연선과 체적저항, 접촉저항에 대한 발열 

특성은 실험뿐만 아니라 해석적 접근을 통해 분석

할 수 있다.
해석적 접근을 위해서는 발열해석에 대한 모델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발열해석을 위한 해석적 모델을 정립하는데 있다.  

2. 체적저항 발열 온도 계산 및 유한요소 해석

전류량에 따른 체적저항에 의한 발열 해석과 

이론식에 의해 계산된 발열온도를 비교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 체적저항(Ω)
 : 저항체의 비저항(Resistivity, Ωmm)
 : 저항체의 길이(mm)
 : 저항체의 단면적(mm2)

이 때 발열량()은 ·   ·로 계산할 수 

있고, 이론식에 의한 발열 온도( )는 아래와 같다. 

 ·



여기서, 는 비열, 은 밀도를 의미한다. 
  전류량에 따른 체적 저항 발열온도 유한요소 

해석은 MSC. Marc[2]을 이용하였다. Fig. 1은 체적 

저항 발열온도 이론 계산식을 이용하여 전류량에 

따른 발열온도를 구한 값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이론식과 유한요소 해석결과가 잘 

일치함을 보여서 유한요소 해석의 이론적 신뢰성

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Theory and FE analysis results on the volumetric 
resistance heat temperature

  
3. 체적저항 발열 온도측정 및 유한요소 해석

Fig. 2는 전류량에 따른 체적저항 발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으로 

발열 온도는 중앙에서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체적면의 끝단에 전류를 직접 인가하였고, 
전선이 포함된 경우는 전선의 끝단에 전류를 인가

하여 발열 온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시편은 

MAX251C를 사용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volumetric joule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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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 model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including the volumetric resistance effect

Fig. 3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FEA including 
volumetric resistance effect

  Fig. 3을 보면, 실험과 유한요소 해석결과에서 큰 

온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대류 열전달과 전선의 

전도 및 방열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등가 저항법을 이용한 전선의 전기저

항 발열특성 해석 기법[1]을 적용하여 전선의 발열 

및 방열 조건을 포함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는 해석과 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대류 열전달과 전선이 고려한 경우는 실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인다. 

4. 접촉저항 발열온도측정 및 유한요소 해석

시편의 접촉저항에 따른 발열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실험장치를 만들어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인가전압은 13V, 인가전류는 1A, 5A, 10A, 
15A, 20A, 30A를 적용하였다. 

접촉저항 유한요소 해석을 실험과 동일한 조건

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때 실험에서 구한 접촉저항 

값을 적용하였다. Fig. 6은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모델과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7은 전류량에 따른 접촉저항 발열 온도측정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3.5℃이하의 온도차

를 보이며 실험결과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Schematic diagram of contact joule heating

  

Fig. 6 FE model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includ-
ing the contact resistance effect

Fig. 7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FEA including 
contact resistance effect

5. 결론

전장 부품 및 소자의 전기저항 발열해석 기법을 

정립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체적 저항 

발열 특성에 대해서는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이론

치를 비교하여 신뢰성을 확인 하였으며, 접촉저항 

발열 특성은 대류 열전달과 전선의 전기저항 발열, 
접촉저항 발열을 고려한 해석모델을 구성하고 실

험결과와 비교하여 해석 기법의 신뢰성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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