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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S 충진법을 이용하여 형성한 유연열전모듈의 발전특성과 굽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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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8쌍의 Bi2Te3계 p-n 가압소결체 열전레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부 기판이 없고 내부는

polydimethylsiloxane (PDMS)로 충진되어 있는 유연열전모듈을 형성하고, 이의 발전특성과 굽힘특성을 분석하였다. 유

연열전모듈을 팔목에 부착하였을 때 서있는 정적인 상태에서는 2.23 mV의 open circuit 전압과 1.69 μW의 최대출력전

력이 얻어졌으며, 걸어가는 동적인 상태에서는 3.32 mV의 open circuit 전압과 3.41 μW의 최대출력전력이 얻어졌다. 유

연열전모듈에 굽힘곡률반경 25 mm로 30,000회까지 반복굽힘 싸이클을 인가하여도 저항변화율이 1% 미만으로 유지되

었다.

Abstract: A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 which consisted of 18 pairs of Bi2Te3-based hot-pressed p-n thermoelectric

legs, were processed by filling the module inside with polydimethylsiloxane (PDMS) and removing the top and bottom

substrates. Its power generation properties and bending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With putting the flexible module

on the wrist, an open circuit voltage of 2.23 mV and a maximum output power of 1.69 μW were generated during staying

still. On the other hand, an open circuit voltage of 3.32 mV and a maximum output power of 3.41 μW were obtained

with walking motion. The resistance variation of the module was kept below 1% even after applying 30,000 bending

cycles with a bending curvature radius of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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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CT 산업을 이끌 성장동력으로서 웨어러블 전자

기기가 급부상함에 따라, 이들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보

조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로 에너지 하비스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8) 웨어러블 전자기

기의 마이크로 에너지 하비스팅 소스로는 실내 태양광 에

너지, 인체 진동에너지 및 인체 열에너지가 적용가능한

데, 인체 열에너지를 이용한 마이크로 열전발전이 실내

태양광이나 인체 진동에너지에 비해 더 높은 출력밀도

를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2) 이에 따라 최근 지문, 얼굴

, 눈동자와 같은 바이오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바이오

인식센서, 저출력 모바일 기기, 위치 감지 및 ID 인식장

치, 헬스모니터링 시스템용 웨어러블 기기, 디스포저블

밴디지형 뮤직플레이어 등과 같은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전원으로서 인체 열에너지를 이용한 마이크로 에너지 하

비스팅용 열전발전소자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1-11)

인체열 에너지를 회수하고자 하는 웨어러블 열전발전

소자는 인체와의 접촉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게 인체의 굴

곡에 따라 형태 변형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열전모듈은 상부 및 하부 세

라믹 기판에 Cu 전극들을 접합한 후, 다수의 p형과 n형

열전 레그(leg)들을 Cu 전극들에 접합하여 이루어지기 때

문에, 유연성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회피하기 위해 세라믹 기판들로 지탱되는 cross-

plane 형상의 기존 열전모듈을 사용한 웨어러블 열전발전

소자는 크기를 작게 만들어 인체에서 굴곡이 적은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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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손등에서 인체열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2,13)

인체열 에너지 회수용 열전발전소자의 제작에 사용된 마

이크로 열전모듈은 하부기판의 크기가 2.14 mm×2.36

mm, 상부기판의 크기는 2.14 mm×1.7 mm, 전체 높이는

1.27 mm로, Bi2Te3계 가압소결체로 제작한 p형과 n형 열

전레그 52쌍으로 구성되어 있다.12) 이와 같은 마이크로

열전모듈이 5개씩 2열로 10개 사용하여 크기가 14 mm×8

mm 정도인 열전발전소자를 구성하고 있다.12) 이와 같이

열전발전소자의 크기를 작게 하면 인체와의 접촉 면적이

적어져 회수할 수 있는 인체열 에너지가 제한되며, 유연

성이 없어 부착할 수 있는 인체부위도 손등과 같이 편평

한 부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응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된

다. 상하부 세라믹 기판으로 지탱되는 cross-plane 형상의

기존 마이크로 열전모듈을 사용한 웨어러블 열전발전소

자의 또 한가지 큰 단점으로는 상부와 하부 세라믹 기판

에서의 큰 열저항에 의해 열전레그에 작용하는 실제 온

도차 ΔTG가 인체와 대기 또는 저온단 사이에 작용하는

겉보기 온도차 ΔT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8,10,14)

상하부 세라믹 기판이 구비된 cross-plane형 웨어러블

열전발전소자의 문제점인 유연성 결핍과 상하부 기판 열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 in-plane 구조의 유연 열전발전소

자가 개발되었다.15,16) In-plane 구조의 유연 열전발전소자

는 폴리미이드 기판에 수 μm 두께의 열전박막을 형성하

여 구성하기 때문에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열

전레그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은 형상특성상 열전발전

소자의 내부저항이 cross-plane 구조의 열전발전소자에 비

해 매우 크기 때문에, 열전발전특성이 매우 낮은 문제점

이 있다.7) 또한 열전발전소자의 고온단과 저온단이 모두

같은 평면 위의 휘어지지 않는 짧은 폭 방향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열전발전소자를 길이방향으로 휘어서 인체

에 부착시키면 고온단과 저온단이 모두 인체에 부착되어

온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열전발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

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in-plane 유연 열전박막소자의 열

전레그로는 Bi2Te3계 열전박막이나 고분자 열전박막이 사

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열전특성이 Bi2Te3계 단결정이나

벌크 가압소결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이다.7-10,17,18)

Bi2Te3계 열전박막과 고분자 열전박막의 특성을 비교하

면 Bi2Te3계 열전박막의 출력인자는 PEDOT:PSS 열전고

분자에 비해 100배 정도 우수하나 취성이 있기 때문에 반

복굽힘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깨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고분자 열전재료는 우수한 유연성을 가지나 열전특성이

너무 낮은 문제점이 있다.7-10,17,18)

기존 웨어러블 열전발전소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1) 인체 굴곡부위에 부착할 수 있게 유

연성을 가질 것, 2) 내부저항을 줄여 발전출력을 높일 수

있으며, 고온단만 인체에 부착되고 저온단은 부착되지 않

도록 cross-plane 형상을 가질 것, 3) cross-plane형의 단점

인 상하부 기판에서의 열저항을 제거하여 발전출력을 높

이기 위해 상하부 기판이 없는 유연열전모듈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Fig. 1

과 같이 상하부 기판이 없는 cross-plane형 구조로서 신축

성 고분자인 polydimethylsiloxane(PDMS) 내에 Cu 전극으

로 연결된 열전레그들이 분산 배열된 구조의 유연열전모

듈을 형성하고 발전특성과 유연특성을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에 유연열전모듈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상하부

기판이 없으며 신축성 고분자 PDMS 내에 열전레그와 Cu

전극이 배열된 구조이다. 굽힘변형 응력이 제거되면 신

축성 support로 탄성복원체 역할을 하는 PDMS의 복원력

에 의해 열전모듈의 형상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된다.19,20) Fig. 2에 유연열전모듈에서 p형과 n형 열전레그

들을 배열하기 위한 Cu 전극의 배치도를 나타내었다. 넓

이 10 mm×35 mm의 유효면적에 총 32개의 p-n 레그 쌍

을 배열할 수 있도록 1.75 mm×4.5 mm 크기의 전극들이

위치하며, 전극 사이의 간격은 1.25 mm 이었다. 이들 전

극들에 1.4 mm×1.4 mm×1.6 mm 크기의 p형 (Bi,Sb)2Te3

와 n형 Bi2(Te,Se)3 가압소결체 레그들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이다.

Fig. 3에 유연열전모듈의 제조공정 모식도를 나타내었

다. Fig. 3(a)와 같이 상하부 더미(dummy) 기판으로 사용

할 Si 웨이퍼에 0.1 μm 두께의 Ti와 2 μm 두께의 Cu를 연

속적으로 스퍼터링하여 Ti/Cu를 형성한 후 Cu 전극도금

용 포토레지스트 패터닝을 하였다. Ti/Cu metallization에

서 Ti은 접착층이며 Cu는 열전모듈의 Cu 전극을 전기도

금하기 위한 씨앗층이다. Fig. 3(b)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패터닝된 Ti/Cu metallization에 500 nm 두께의 Au를 스퍼

터링 후 Cu 도금액에 장입하여 20 μm 두께로 Cu 전극을

전기도금하고 그 위에 다시 500 nm 두께의 Au를 스퍼터

링 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에서 첫 번째 Au 층은 Si 더미

기판에 열전모듈을 형성한 후 열전모듈을 Si 더미기판에

서 분리하기 위한 분리층의 용도이며, 두 번째 Au 층은

솔더를 사용하여 열전레그를 본딩하기 위한 Cu 전극의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a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

filled with PDMS and formed without top and bottom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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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화층이다. Fig. 3(c)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

거한 후 Cu 전극의 양단에 SnBi 솔더볼을 녹여 솔더 패

드를 형성하고 이에 Ni 전극처리된 p형과 n형 열전레그

들을 배열하고 170oC에서 1분간 리플로우 시켜 열전레그

들을 Cu 전극에 본딩하였다. 그런 다음 Fig. 3(d)와 같이

상부 Si 더미기판의 Cu 전극에 형성된 SnBi 솔더패드들

을 하부기판에 본딩된 열전레그들에 배열한 후 170oC에

서 1분간 리플로우 시켜 상하부 Si 더미기판 사이에 열전

모듈을 형성하였다. 상하부 Si 더미기판에 본딩된 열전모

듈을 패트리 디쉬에 놓고 Dow Corning Sylgard 184의 base

와 curing agent를 10 : 1의 비율로 혼합한 액상 PDMS를

부은 다음 60oC에서 12시간 동안 경화시켜19,20) Fig. 3(e)

와 같이 열전모듈 내를 PDMS 탄성고분자로 충진하였다.

이와 같은 시편을 에탄올에 넣고 초음파 처리를 하여 상

하부 Si 더미기판을 박리시킨 후 주변 PDMS를 잘라내어

Fig. 3(f)와 같은 유연열전모듈을 형성하였다. 

Fig. 2. Layout of Cu electrodes and thermoelectric legs in a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rocess flow for a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 (a) sputter a Ti/Cu metallization and form a

photoresist pattern, (b) sputter a Au layer, electrodeposit Cu electrodes, and sputter second Au layer, (c) bond thermoelectric legs

on Cu electrodes using solder reflow, (d) bond the Cu electrodes of a top substrate to thermoelectric legs on a bottom substrate,

(e) fill the inside of the module with elastic polymer Sylgard 184 and cure it to PDMS, (f) remove the top and bottom substrate

to complete the modul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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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팅코일이 내장된 Cu 블록과 수냉 Cu 힛싱크 사이에

유연열전모듈을 넣고 히팅코일을 가열하여 모듈에 온도

차 ΔT를 인가하며 출력전압-전류와 출력전력-전류 특성

을 측정하였다. 유연열전모듈의 굽힘곡률반경을 변화시

키며 내부저항과 발전출력을 측정하였으며, 유연열전모

듈을 손목에 부착하여 인체열에 의한 에너지 하비스팅을

측정하였다. 굽힘곡률반경을 40 mm부터 10 mm까지 5

mm 간격으로 변화시키며 유연열전모듈의 저항변화율을

측정하였다. 반복굽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sample life

tester를 사용하여 사람 손목의 곡률반경 30 mm21)보다 작

은 25 mm의 곡률반경으로 굽힘시험을 분당 190회의 속

도로 30,000회까지 반복하면서 유연열전모듈의 저항변화

율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에 p형 (Bi,Sb)2Te3 레그와 n형 Bi2(Te,Se)3 레그

의 Seebeck 계수와 비저항의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최근

벌크 열전소자에서 나노스케일 열전재료의 특성을 구현

하기 위해 나노결정으로 이루어지거나 나노 미립자를 첨

가한 나노구조 벌크 열전재료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22-28) 이들 나노벌크 열전재료들의 개

발이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 상용 Bi2Te3계 열

전모듈에는 단결정이나 가압소결체로 만든 레그들이 사

용되고 있다. 가압소결법으로 제조한 p형 (Bi,Sb)2Te3는

분말공정과 가압소결공정, 조성 및 첨가 원소에 따라 열

전특성이 달라지나 150~270 μV/K의 Seebeck 계수와

0.6~6 mΩ·cm 범위의 비저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n형 Bi2(Te,Se)3 가압소결체는 -110 ~ -260 μV/K의

Seebeck 계수와 0.7~10 mΩ·cm의 비저항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9-37) Table 1에 있는 측정값들은 문헌

에 보고된 값들의 범위에 포함되나 전기비저항이 상당히

낮았으며, 열전재료의 외인성 영역에서 Seebeck 계수는

전기비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Seebeck 계수가 높지 않

은 편이었다.

Fig. 4에 유연열전모듈의 굽힘변형 전과 후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 3에 나타낸 공정 설계시에는 Ti/Cu

metallization의 Cu와 그 위에 형성한 Au 사이에서 유연열

전모듈과 Si 더미기판의 박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

으나, 실제로는 Fig. 4(a)에서와 같이 Cu 층이 맨 윗면에

노출되어 박리가 주로 Ti/Cu metallization의 Ti와 Cu 사이

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i/Cu metallization

형성시 dual 스퍼터링법을 사용하여 Ti 층에서 Cu 층으

로 조성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mixed zone을 형성하면 Ti

와 Cu 사이의 계면 박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유연열전모듈을 굽힘곡률반경 10 mm로 굽힌 사진

인 Fig. 4(b)와 같이 열전레그 사이에 충진되어 있는

PDMS의 변형에 의해 유열열전모듈의 굽힘변형이 발생

하였다.

유연열전모듈 3개에 대해 편평한 상태에서 양단간의

온도차 ΔT에 따른 출력전압-전류 특성과 출력전력-전류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중간값을 나타내는 특

성 곡선들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다른 두 개 시편의 측

정값들도 Fig. 5의 데이터와 매우 유사하였다. 이들 세 개

의 시편들의 데이터에서 얻은 open circuit 전압(최대출력

전압)-ΔT 곡선을 Fig. 6에 나타내었으며, 최소자승법을 사

용하여 식 (1)의 관계식을 얻었다.

Voc = 5ΔT + 13 (mV) (1)

열전모듈에서 open circuit 전압은 식 (2)와 같이 나타내

어진다. 식 (2)에서 Voc는 open circuit 전압, m은 p형과 n

형 열전레그 쌍의 개수, αp-n은 p형과 n형 한 쌍의 Seebeck

계수 합, ΔT는 모듈 고온단과 저온단의 온도차이다.8-10) 

Voc = mαp-nΔT (2)

Table 1에 있는 p형과 n형 레그의 Seebeck 계수들과 m

= 18을 식 (2)에 대입하여 Voc와 ΔT 사이의 이론적 관계

Table 1. Seebeck coefficients and electrical resistivities of p-type

and n-type thermoelectric legs

Seebeck coefficient

(μV/K)

Electrical resistivity

(mΩ·cm)

p-type 220 0.78

n-type 200 0.72

Fig. 4. Photos of a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 at (a) flat state and (b) bend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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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식 (3)을 구하였다.

Voc = 7.56ΔT (mV) (3)

식 (1)과 식 (3)을 비교시 ΔT에 따른 Voc 측정값이 열전

레그의 Seebeck 계수를 사용하여 예측한 값의 66%로 나

타났으며, 이는 열전레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실제 온도

차 ΔTG가 모듈 상부와 하부 사이에 인가한 겉보기 온도

차 ΔT의 66%로 작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와 같은 실제 온도차 ΔTG와 겉보기 온도차 ΔT의 차이는

Cu 전극과 열전레그를 본딩한 솔더의 접합저항 및 PDMS

와 Cu 전극의 국부적 높이차 등으로 인해 열원과 열전레

그 사이의 열저항이 증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Si 웨이퍼를 상하부 기판으로 사용한 Bi2Te3계 열전박

막모듈에서 박막레그 사이의 실제 온도차 ΔTG는 모듈 상

하부 기판에서 측정한 겉보기 온도차 ΔT의 1/12~1/18로

크게 저하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바,8-10) 본 실험의 유연열

전모듈에서는 상하부 기판을 제거함으로써 열전레그에

인가되는 실제 온도차 ΔTG와 겉보기 온도차 ΔT의 차이

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Fig. 5(a)와 같은

출력전압-전류 곡선의 기울기로부터 열전모듈의 저항을

구하였으며 이를 ΔT의 함수로 Fig. 7에 나타내었다. ΔT

가 커짐에 따라 모듈의 저항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는데, 이는 열전모듈내에 충진되어 있는 PDMS가 온도

증가에 따라 팽창하여 열전레그와 Cu 전극의 접합저항

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연열전모듈 3개에 대해 편평한 상태에서 측정한 Fig.

5(b)와 같은 출력전력-전류 곡선들로부터 ΔT에 따른 최

대출력전력 데이터를 구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열전

모듈의 최대출력전력은 식 (4)와 같이 표현된다.8-10) 

(4)

식 (4)에서 Po는 최대출력전력, Voc는 open circuit 전압,

RG는 열전모듈의 저항, m은 p-n 레그 쌍의 개수, αp-n는 한

Po

Voc
2

4RG

---------
m2αp n–

2 TΔ G
2

4RG

----------------------------= =

Fig. 5. (a) Output voltage–current curves and (b) Output power-current curves of a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 (specimen #2).

Fig. 6. Open circuit voltage vs. ΔT curves of three different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s.
Fig. 7. Module resistance vs. ΔT curves of three different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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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의 p형과 n형 레그들의 Seebeck 계수 절대값의 합, ΔTG

는 박막레그 양단에 실제 인가되는 온도차이다. 열전모

듈의 양단간에 인가되는 겉보기 온도차 ΔTG가 ~40 K일

때 p형과 n형 박막의 Seebeck 계수의 합이 545 μV/K인

242쌍의 Bi2Te3계 열전레그들로 구성된 열전박막모듈은

6 μW~1.1 mW의 최대발전출력을 나타내었으며, 열전모

듈의 저항이 3.7 kΩ에서 21.4 Ω으로 낮아질수록 최대출

력전력이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다.8-10) 이와 비교하여 유

연열전모듈은 겉보기 온도차 ΔTG가 40 K일 때 17 mW의

최대발전출력을 나타내었다. 유연열전모듈에서 p-n 레그

쌍의 Seebeck 계수의 합이 박막모듈에 비해 낮고 레그 쌍

의 개수도 32개로 박막모듈의 242개에 비해 적은데도 불

구하고 ΔTG가 유사할 때 유연열전모듈에서 훨씬 더 큰

최대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유연열전모듈의 저

항이 0.6~0.7 Ω으로 박막모듈의 저항 21.4 Ω~3.7 kΩ에 비

해 현저히 낮은데 기인한다. 유연열전모듈의 저항은 열

전레그 저항과 Cu 전극저항 및 열전레그와 Cu 전극 사이

의 계면접합저항에 의해 결정된다. Table 1에 있는 p형과

n형 열전레그들의 전기비저항을 사용하여 계산한 열전레

그들의 저항은 0.21 Ω이었으며, 2.39 μΩ·cm을 Cu 박막의

전기비저항값으로 사용하여 Cu 전극들의 저항으로 0.076

Ω을 계산하였다. 이들을 Fig. 7에 있는 유연열전모듈의

저항값 0.61~0.74 Ω과 비교시 열전레그와 Cu 전극 사이

의 계면접합저항이 0.3~0.4 Ω으로 열전모듈 저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연열전모듈을 팔목에 부착하고 실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정적 상태와 움직이는 동적 상태에서의 출력전압 특

성과 출력전력 특성을 나타낸 Fig. 9과 Fig. 10과 같이 유

연열전모듈을 사용하여 인체열을 이용한 에너지 하비스

팅이 가능하였다. Fig. 9과 같이 open circuit 전압은 정적

인 상태일 때는 2.23 mV이었으며, 동적인 상태일 때는

3.32 mV를 나타내었다. 이들 open circuit 전압으로부터

레그 양단에 작용하는 실제 온도차 ΔTG는 정적 상태에서

는 0.29 K, 동적 상태에서는 0.44 K로 계산되었다. Fig. 10

과 같이 정적인 상태에서는 1.69 μW, 그리고 동적 상태

에서는 3.41 μW의 최대출력전력이 얻어졌다. 정적 상태

에서보다 동적인 상태에서 ΔT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출

력전압과 출력전력이 증가하는 것은 체온상승에 의한 영

향뿐만 아니라 공기유동에 의한 냉각효과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유연열전모듈의 굽힘곡률반경에 따른 저항변화율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굽힘곡률반경이 40 mm에서 10 mm

로 감소함에 따라 유연열전모듈의 저항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증가 정도는 1% 미만으로 무시

할 수 있는 정도이다. 굽힘곡률반경 25 mm의 조건으로

유연열전모듈을 굽힘변형시 굽힘 싸이클에 따른 저항변

Fig. 8. Maximum output power vs. ΔT curves of three different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s.
Fig. 9. Open circuit voltage-current curves of a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 which was put on the wrist of a

person who was at (a) static state with standing still and

(b) dynamic state with walking motion.

Fig. 10. Output power-current curves of a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 which was put on the wrist of a person who was

at (a) static state with standing still and (b) dynamic state

with walking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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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30,000회까지의 굽힘 싸이

클에 의해서도 유연열전모듈의 저항변화율이 1% 미만으

로 유지되어 반복굽힘에 의한 유연열전모듈의 손상이 발

생하지 않으며 신뢰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부가 PDMS 탄성고분자로 충진된 상

하부 기판이 없는 유연열전모듈을 형성하고 이의 발전특

성과 유연특성을 분석하였다. 모듈 양단간에 인가한 겉

보기 온도차 ΔT에 의한 open circuit 전압이 p형과 n형 열

전레그들의 Seebeck 계수를 사용하여 예측한 값에 비해

66%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열전레그에 작용하는 실제 온

도차 ΔT가 겉보기 온도차 ΔT에 비해 낮아지는데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열전모듈의 저항에서 50% 이상

은 열전레그와 Cu 전극을 본딩한 솔더의 접합저항에 기

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솔더 공정을 개선하여

접합저항을 낮추어 줌으로써 열전모듈의 저항을 감소시

키며 솔더접합부의 열저항을 감소시켜 열전레그에 작용

하는 ΔTG를 모듈에 인가된 겉보기 온도차 ΔT에 근접시

킴으로써 유연열전모듈의 발전특성을 현저히 향상시키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유연열전모듈을 팔목에 부착하

여 인체열 에너지 하비스팅시 정적인 상태에서는 1.69

μW, 동적인 상태에서는 3.41 μW의 최대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유연열전모듈을 40~10 mm의 굽힘곡률반경으로

굽혀도 저항 증가가 1% 미만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

며, 굽힘곡률반경 25 mm로 30,000회까지 반복굽힘을 인

가하여도 저항변화율이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우수한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유연열전모듈에서 전극 사이의 간

격이 멀어질수록 모듈의 유연성은 증가하나 단위면적당

열전발전상능이 저하하며 전극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지

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에, 향후 열전발전특성

과 유연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전극 피치에 따른 이

들 특성의 변화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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