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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들어 반도체 공정기술의 발달과 함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고분해능 센서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의료, 생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질병의 진단, 항체 반응열 측정, 
세포 신진대사 측정들을 위하여 nW 수준의 
발열량과 mK 수준의 온도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연구되었다[1,2]. 
그중 열전쌍(Thermopile)을 이용한 열센서는 
RTD 나 thermistor 와 달리 온도변화에 따른 
전압신호를 열전효과(Seebeck effect)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고, 접점의 직렬연결을 
통해 미세전압신호의 증폭이 가능하다.  
하지만, 열전쌍을 이용하여 고분해능의 

정밀한 열전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열과 전기 
시스템의 통합적인 해석이 필요로 하다. 특히, 
온도차이가 열전쌍을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측정시스템의 응답성 및 
안정도가 결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EMS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열전쌍과 
열량보정용 마이크로 히터를 이용하여 
열전쌍이 가지는 열-전기적 특성에 대하여 
실험하고자 한다. 

 
2. 기초이론 

 

열전쌍은 냉접점(Cold junction)과 온접점(Hot 
junction)으로 나뉘어지고, 이종의 열전재료가 
교차적으로 연결되어있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열전쌍의 출력전압신호는 열시스템과 

전기시스템의 조합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표 1. 열-전기 시스템의 상사 
System 

type 

Compliance Inductance Resistance 

Electrical Capacitance 

(C) 

Inductance 

(L) 

Electrical 

Resistance (R) 

Thermal Heat 

capacity (C) 

- Thermal 

resistance (R) 

 
표 1 은 열-전기 시스템의 상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 시스템의 경우 
LRC 요소를 통한 모델링이 가능한 반면 
열시스템은 인덕턴스가 없으므로, RC 를 통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열전쌍의 
경우 도체로 구성된 열전쌍이 가지는 전기적 
인덕턴스로 인해 마이크로 히터를 사용한 
열유속 보정시 아래와 같은 Lenz’s 
law 영향으로 역기전력(BEMF)이 발생하게 
된다. 

 
 

 
미세 열량과 열전쌍의 출력열전전압의 

관계를 보정하기 위해 마이크로 히터를 통한 
Joule heating 시 히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변동에 의해 열전쌍의 인덕턴스가 작용하여 
역기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마이크로 
히터에 의한 스텝 열원 입력시 출력되는 
열전쌍의 전압은 항상 반대방향의 peak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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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게 된다.  
 

 

 
 

 
Fig. 1 마이크로 히터가 열전쌍에 미치는 영향 

 
그러므로, 그림 1 과 같이 마이크로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은 열영역에서 전파되어 열전쌍에 
온도 차이를 발생하고, 열전전압이 생성된다. 
동시에 히터에 의한 역기전력의 영향이 
열전쌍에 중첩되면서 열전전압 최종적인 
출력형태가 정해지게 된다. 
 

3. 실험 
 

실험에 사용된 열전쌍은 Au-Cr 의 열전대로 
중앙에 있는 마이크로 히터는 Cr 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금속의 두께는 Au-200nm, Cr-
300nm 로 2μm 두께의 실리콘 산화막 위에 
Membrane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이때 
열전대의 접점 개수에 따른 전기적인 
특성값들을 LRC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2 열전쌍 접점 개수에 따른 LCR 값 변화 

 
그림 2 와 같이 열전쌍의 온도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접점을 가지는 구조의 경우 
높은 저항값으로 인한 노이즈 증가효과와 함께, 
인덕턴스 증가로 인한 역기전력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Fig. 3 열전쌍 접점 개수에 따른 BEMF 변화 

 
4. 결론 

 
열전쌍이 가지는 전기적인 인덕턴스요소에 

의해 실제 마이크로 히터에 의한 스텝입력 
측정시 역기전력에 의한 negative peak 신호가 
나타나고, 이는 시스템의 응답성과 신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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