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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 조현* · 장용훈** 
 

Thermal contact resistance on elastoplastic nanosized contact spots 
 

Sangyoung Lee, Hyun Cho and Yong Hoon Jang 

Key Words : Thermal contact resistance(열접촉 저항),  Multiscale analysis(멀티스케일 해석), 
Elastoplastic contact(탄소성 접촉).  

Abstract 

The thermal contact resistance(TCR) of nanosized contact spots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a multiscale analysis 
which considers the resolution of surface topography. A numerical simulation is performed on the finite element model 
of rough surfaces. Especially, as the contact size decreases below the phonon mean free path, the size dependent thermal 
conductivity is considered to calculate the TCR. In our earlier model which follows an elastic material, the TCR 
increases without limits as the number of nanosized contact spots increases in the process of scale variation. However, 
the elastoplastic contact induces a finite limit of TCR as the scale varies. The results are explained through the plastic 
behavior of the two contacting models. Furthermore, the effect of air conduction in nanoscale is also investigated. 

 

1. 서 론 

거친 표면에서의 열접촉저항은 산업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발휘하는 요인이며, 그 

중요성은 나노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진행된 

제품의 소형화와 고 집적화로 인하여 더욱 

증대되었다.  

열접촉저항은 접촉하는 두 모재가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접촉형태로부터 지배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접촉형상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1-4 선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 모재의 접촉형태는 관찰 스케일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더욱 작은 접촉면들의 군으로 

세분화되며, 관찰 스케일의 한계까지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실제 접촉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고체 내에서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은 

전자를 통한 전달과 음자(phonon)을 통한 전달의 

2 종류로 분류된다. 금속과 같은 도체의 경우 

전자를 통한 열에너지 전달이 지배적이며, 

반도체와 부도체의 경우는 phonon 을 통한 

열에너지 전달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의 구성원료가 되는 규소(Si)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phonon 을 통한 열에너지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는 고체에 있어서의 

열에너지 전달은 크기가 큰 고체의 그것과 

비교하여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열에너지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고체의 크기가 

음자의 평균 자유행로(phonon mean free path)에 

근접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수로 여겨지는 

열전도율의 수치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5,6
 예를 

들어 접촉하는 두 모재의 접촉지름이 phonon mean 
free path 이하일 경우, 크기에 의존되는 형태로 

열전도율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접촉크기 의존적 열전도율 변화 현상은 

Si 의 nanowire 접촉 실험으로부터 검증된 바 있다. 

7
 그들은 개별적인 Si nanowire 접촉을 각각 22, 37, 

56 그리고 115 nm 로 분류하여 20-320 K 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고체에서의 

접촉크기와 열전도율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어서 이러한 실험적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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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n 의 경계 산란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연구
8  

가 이루어짐으로써, 고체의 열에어지 전달에 

있어서 접촉크기의 감소에 따른 열전도율의 

변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직 탄성접촉만을 고려하였던 

이전의 연구
9
를 발전시켜 접촉모델의 소성까지도 

고려하여 접촉모델을 생성할 것이며, phonon mean 
free path 이하로까지 접촉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멀티스케일 형태로부터 열접촉저항을 계산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공간에서의 공기의 열전도에 의한 효과 또한 

확인할 것이다. 

2. 랜덤 프랙탈 표면에서의 접촉형태 

열접촉저항 형성에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거친표면을 생성하기 위하여,  자기모사 형태의 
프랙탈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하는 random midpoint 
displacement algorithm 10 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알
고리듬으로부터 생성된 가상의 랜덤표면은 Fig.1 
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생성된 랜덤표면의 형상정보를 유한

요소해석에 적용한 후, 완전히 평평한 형상을 가
지는 강체와 접촉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접촉면 
정보가 생성된다. 이 때에 Si 의 Elastic 거동은 영
율에 의해 결정되며, plastic 거동의 경우 실험적으

로 확인된 Si 의 stress-strain 데이터를 직접 삽입함

으로써 정의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랜덤표면의 생성은 

74 2/1~2/1 해상도에 이르는 멀티스케일 형태로

써 생성되었으며, 유한요소해석에 적용된 구체적

인 메쉬 형상은 Fig.2 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상부

의 모재가 평평한 강체이며, 하부의 모재가 탄소

성을 가지는 랜덤형상의 표면이다.  
 
 
 
 
 
 
 
 
 
 
 
Fig.1 Self-affine fractal surface )128128( × generated  
by the random midpoint displacement algorithm. 

 
 
 
 
 
 
 
 
 
 
 
 
 
 
 
 
 
 
 
Fig.2 Finite-element mesh in an elasto-plastic contacting 
body of a self-affine surface with a flat rigid body. 
 
이 때에 중요한 사항은 하중에 따른 접촉표면의 

생성 변화와 그로 인한 열접촉저항의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변위조절이 아닌 1,3,5 그리고 7MN
의 4 단계의 힘조절 방법을 활용하여 두 모재를 
접촉시켰다. 또한 이러한 힘의 크기들은 phonon 
mean free path 이하의 실제 접촉크기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수치이다. 

Fig.3 는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

로 생성된 실제 접촉표면의 형상을, 등고선 형태

로 표시하였다. 접촉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각 
노드에서의 가압력이 0 이상의 수치를 가질 경우

를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3MN 크기

의 힘으로 생성된 접촉양상이며, 좌측은 elastic 모
델, 우측은 elasto-plastic 모델을 각각 표현한다. 접
촉의 양상은 스케일이 세분화되면서 더욱 작은 크
기의 접촉면들이 개수가 증가하는 형태이며, Fig.4 
에서 확인됨과 같이 그 전체면적은 스케일의 증가

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의 연구

11
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Fig.4 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은 하
중의 증가와 더불어 변화되는 전체 접촉면적의 차
이(별:3MN, 사각형:7MN)이며, 각각의 하중에서 실
선으로 표시되는 elasto-plastic 모델이 점선으로 표
시되는 elastic 모델과 비교하여, 상당한 크기의 접
촉면적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

은 열접촉저항 산출에 있어서, 모재의 elastic 거동

만을 가정하였던 이전의 연구
9 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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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Real contact distribution generated from the finite 
element method on 3MN force: Left column is from that 
of an elastic model; Right column is from that of an 
elasto-plastic model.   
 
 
 
 
 
 
 
 
 
 
 
 
 
 
 
Fig.4 Real contact area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variation: Dotted lines and Solid lines represent the 
elastic and elasto-plastic model respectively; Rectangular 
and Star represents the 7MN force and 3MN force 
respectively. 
 

 
 
 
 
 
 
 
 
 
 
 
 
 
Fig.5 Plastic contact ratio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increasing: Rectangular, Circle, Star, and 
Diamond represent 7,5,3, and 1MN force plastic ratio 
respectively. 
 

Fig.4 로부터 elastic 모델과 elasto-plastic 모델이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실 접촉면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으며, 더불어 중요한 사
실은 이러한 현상이 작은 하중(3MN)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하중(7MN)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Si 의 yield stress 설정으

로부터 기인한다. 즉, 129MPa 로 설정된 Si 의 yield 
stress 를 넘어가는 노드 비율이, 보다 큰 하중에서 
증가하게 되므로, plastic 거동을 보이는 노드의 비
율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elastic 거동만을 고려

한 모델과의 접촉면적 차이는 큰 하중에서 더욱 
증가하게 된다. 

Fig.5 는 스케일 증가에 따른 plastic ratio 의 비율

변화를 하중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하였다. 큰 하
중은 yield stress 를 넘어가는 노드의 개수를 증가

시키며, 스케일의 증가로 인한 전체 접촉면적의 
감소는 단위 면적당 force 를 증가시킴으로써 
yielding 이 발생하는 노드의 개수를 증가시킨다.     

군형태로 분산된 개별적인 접촉면적의 크기는 
열접촉저항의 산출에 지배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므로, yielding 의 발생으로 인한 개별 접촉면적의 
증가를 고려한 elasto-plastic 모델의 경우, 단순히 
선형 거동만을 고려한 elastic 모델의 열접촉저항

과 큰 차이를 생성할 수 있다. 

3. 스케일의 변화와 열전도율의 변화 

매우 작은 크기의 모재에서의 열전도율의 수치

는, 벌크크기 모재의 그것과 비교하여 차이를 가
지게 된다. 매우 작은 크기의 기준은 phonon mean 
free path 이하를 일컬으며, 이러한 크기에서의 고
체의 열전도율은 접촉하는 크기의 함수로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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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촉면적의 크기에 
따른 열전도율의 변화를 열접촉저항 산출시 고려

하였으며, Si 의 phonon mean free path 수치를 실험

적으로 결정하였던 연구
12

로부터 300nm 의 접촉

지름 크기를 phonon 이 산란되는 경계선으로 설정

하였다.  
22,37,56, 그리고 113nm 크기 지름의 nanowire 의 

열전도율을 실험적으로 도출하였던 연구
7
로부터, 

3 차 다항함수 형태의 보간을 활용하여 접촉지름 
크기와 열전도율의 함수관계를 예측하였다. 그 함
수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6.1010403.9
10084.610574.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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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 는 W/m-K 의 단위를 가지는 열전도율

을 나타내며, a 는 m 의 단위를 가지는 접촉면적

의 지름 크기를 나타낸다. 300nm 이상 크기의 지
름을 가지는 접촉면의 경우, Si 의 벌크크기 열전

도율인 149W/m-K 로 설정하였으며, 그 이하 크기

의 지름을 가지는 접촉면의 경우 위의 방정식(1)
으로부터 열전도율이 계산된다. 이 때에 개별적인 
접촉면의 형상이 Fig.3 와 같이 완벽한 원형을 갖
지 못하므로, 동일한 면적의 원형을 가정하여 접
촉지름 a 를 계산하였다. 
상기와 같은 알고리듬에 의하여 계산된 개별적

인 접촉지점에서의 열전도율이, 유한요소해석 모

델의 모든 노드에 각각 부과된다. 

4. 열 접촉저항의 도출 

2 절에서 생성된 접촉모델에 3 절의 열전도율 계
산 알고리듬을 적용한 후, 각각의 노드로부터의 
열유속을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생성한다. 이렇

게 생성된 열유속 수치는 각각의 접촉노드 상부와 
하부 온도 차이와의 비로부터 열접촉저항을 도출

하게 된다. 하나의 노드, i 에서의 열접촉저항을 

iR 로 정의할 경우, n 개의 노드로 구성된 모재의 

열접촉저항, totalR 은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2(1~111

21 ntotal RRRR
+++=  

 
열유속의 생성은 elastic 모델과 elasto-plastic 모

델, 그리고 누르는 힘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스케

일 별로 생성되었고, 그 분포정도는 Fig.6 로부터  

 
Fig.6 Heat flux distribution generated from the finite 
element method on 3MN force: Left column is from that 
of an elastic model; Right column is from that of an 
elasto-plastic model.   
 
확인 가능하다. Fig.3 의 접촉 모델로부터 열유속을 
생성하였으며, 접촉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열유

속이 지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Elastic 그리고 elasto-plastic 모델 각각에 대하여 

힘의 변화에 따른 열접촉저항이 방정식 (2)로부터 
최종적으로 생성되었다. Fig.7 은 elastic 접촉 모델

로부터 생성되었으며, 3MN 힘의 elastic 접촉 모델

에서는 스케일의 증가에 따라서 열접촉저항이 수
렴되지 못함을 밝혔던 이전의 연구

9 에서와 같이, 
모든 힘으로부터의 결과가 수렴을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의 열접촉저항이 유한한 수치

로 제한된다는 사실과 모순되므로, 유한한 수치의 
열접촉저항 생성을 위해서는 세밀한 스케일의 접
촉면에서의 plastic 거동으로 인한 접촉면적의 확
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된 바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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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Contact resistance variation from elastic contact 
model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increasing: 
Rectangular, Circle, Star, and Diamond represent 7,5,3, 
and 1MN force respectively.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안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8 에서와 같이 plastic 거동까지도 고려한 모델

을 추가하여 열접촉저항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 
1MN 힘을 제외한 모든 결과가 최고 스케일에서 
수렴하는 형태로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
렴의 정도는 plastic 거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
장 큰 7MN 모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러므로 elastic 접촉 모델로부터의 결과와도 가

장 큰 차이를 보인다.  
스케일의 증가와 비례하여 plastic 거동을 보이는 

노드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Fig.5 의 결과를 고려한

다면, 1MN 모델 또한 8 이상의 더욱 세밀한 스케

일에서 열접촉저항이 수렴할 수 있다는 예상을 가
능하게 한다.    

    
 
 
 
 
 
 
 
 
 
 
 
 
 
 
Fig.8 Contact resistance variation from elasto-plastic 
contact model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increasing: 
Rectangular, Circle, Star, and Diamond represent 7,5,3, 
and 1MN force respectively. 

이러한 수렴 현상은 스케일의 증가로 인한 접촉

면적의 감소가 단위면적당 force 를 증가시켜 
plastic 거동을 더욱 활발하게 생성하며, 이러한 
plastic 거동으로 인한 접촉면적의 증가가 더욱 세
밀한 스케일의 각 접촉지점에서의 열전도율의 감
소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 메커니즘을 예상

할 수 있다. 
Fig.9 은 elasto-plastic 의 7MN 모델에 공기의 열

전도 효과를 적용한 결과(점선표시)를, 공기의 열
전도를 고려하지 않은 5,7MN 하중 결과와 함께 
도시한 결과이다. 공기의 열전도율은 0.3W/m-K 으

로 미약하지만, 스케일의 증가와 더불어 접촉하지 
않는 공간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공기의 
열전도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발현하게 된다. 
실제로 점선으로 표시된 공기의 열전도율을 고려

한 결과는, 같은 하중의 그렇지 못한 실선의 사각

형 결과보다 스케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렴의 정
도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앞서 확인

된 phonon 의 산란을 고려한 elasto-plastic 모델에서

의 열접촉저항의 수렴 현상은, 공기의 열전도를 
고려시 더욱 뚜렷하게 생성된다.   

 
 
 
 
 
 
 
 
 
 

 
 
 
 
 
 
 
 
 
 
 
 
 
 
 
 
Fig.9 Contact resistance variation with the air conduction 
from elasto-plastic contact model: Rectangular, Circle, 
and X represent 7, 5, and 7MN with ai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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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거친표면을 가지는 두 모재 사이의 열접촉저항 
특성을 관찰하였다. 멀티스케일을 구현하여 관찰

스케일에 따른 접촉면의 변화를 도출하였으며, 
phonon mean free path 이하의 접촉지름에서는 
phonon 의 산란을 고려하여 크기에 따른 열전도율

의 변화를 적용하였다.  
접촉거동이 elastic 특성만으로 모사될 경우, 스

케일의 증가와 더불어 열접촉저항은 꾸준히 증가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열접촉저항이 유한한 수치

로 제한된다는 사실과 모순이다. 그러나 plastic 거
동까지도 함께 고려할 경우 그에 따라 생성되는 
열접촉저항은 수렴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더욱 세밀한 접촉모델 내에서의 plastic 거동

의 생성만이, 열접촉저항을 유한하게 수렴시킨다

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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