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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oelectric power generation has emerged as a promising alternative technology

because it offers a potential application in the direct conversion of waste heat into

electric energy. The performance of thermoelectric power generator depends on

thermoelectric materials and thermoelectric power module design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100W thermoelectric generation (TEG) module and to get

optimal operating conditions of the module.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the TEG

module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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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체에너지 이용확대와 함께 낭비되

고 있는 폐열 또는 미활용 동력을 회수해 유용

한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 하베스

팅(Energy Harvest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열

전소자는 Fig. 1과 같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소자로 최근 소자기술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폐열원을 이용해 소형에서 중형 열전발

전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1].

Fig. 1 Conceptual diagram of

thermoelectric device.

열전소자는 사용방법에 따라 냉각 또는 가열

모듈, 발전모듈로 쉽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

며 그동안 정수기, 소형 화장품 냉장고, 와인 냉

장고와 같이 소형 냉각모듈이 필요한 제품에 많

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열전소자는 자동차,

우주·항공, 반도체, 바이오, 광학, 컴퓨터, 발전,

가전제품 등 산업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cook stove, 가정용 난로, 온천수

등 보다 생활에 가까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를 재생

산하는 발전모듈로서 열전소자는 다른 대체에너

지 기술에 비하여 무소음, 무진동의 장점을 가

지며 상대적으로 부가적인 장치가 없어 컴팩트

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 [2].

에너지 회수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열전소자의

재료 개발 및 열전소자의 효율 향상이 기본 전

제 조건이며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

학교 등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열전소자를 이용한 상용제품 개발을 위해

서 소재 및 소자 개발과 함께 흡수한 열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폐열 흡수 블록 최적 설

계, 냉각블록 최적설계, 열전소자 배치 및 내구

성 향상 등 열전소자 모듈의 최적화를 통한 효

율 향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3]. 또한 실제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

의 열전소자를 모듈화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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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열매체를 이용한 열전발전 모

듈 개발을 통해 고온부의 열공급을 보다 안정화

한 100W급 TEG 개발 과정 및 성능평가 결과

를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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