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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열처리 공정에 따른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열전특성

Effect of Annealing Temperature on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Ag2Se Nanoparticle Thin Films

양 승 건*․조 경 아†․윤 정 권*․최 진 용*․김 상 식†

(Seunggen Yang․Kyoungah Cho․Junggwon Yun․Jinyong Choi․Sangsig Kim)

Abstract -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Ag2Se nanoparticles (NPs) in an aqueous solution and investigated the thermoelectric 

characteristics of Ag2Se NPs thin films on plastic substrates. Regardless of thermal annealing treatment, all the Ag2Se NPs thin 

films show the negative Seebeck coefficients, indicating the n-type characteristics. As the annealing temperature increases, the 

electric conductivity increases while the Seebeck coefficient decreases. The electric conductivity of the thin film annealed at 

180°C is larger by 106 times, compared with the as-prepared thin film, And the maximum power density for the thin film 

annealed at 180°C is calculated to be 44 μ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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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기능 웨어러블 전자소자가 미래 성장산업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1-3]. 웨어러블 전자소자의 다기능이 구현되기 위

해서는 단일 기능의 전자소자보다 큰 전력소모가 수반되므로, 웨

어러블 기판위에 지속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소자에 대

한 관심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4-6]. 전자소자와 연동하여 에

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소자 중에 열전소자는, 전자소자

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할 수 있어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소자의 

다기능 구현을 위한 에너지 소자로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웨어러

블 소자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경량의 플라스틱 소재위에 제작이 

가능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플라스틱 소재위에 제작된 열전소

자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열전소재로 반도체 나노물질

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나노입자 박막은 열전도도와 전기전도

도의 독립적인 조절로 고효율 열전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다[7, 8]. 일반적으로 반도체 나노입자 박막은 유기용매에서 합성

되어진 나노입자 용액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지만, 유기용매에

서 합성된 나노입자를 이용하여서는 유기용매에 취약한 플라스틱 

소재위에 그 나노입자 박막을 형성시키기가 어렵다[9, 10]. 플라

스틱 소재 위에 나노입자 박막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용

액 안에서 나노입자가 합성되어야 하며, 전기전도 향상을 위한 

나노입자들간의 접합 (necking)은 플라스틱의 변형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벌크

에서 우수한 열전특성을 보이는 Ag2Se[11-13]를 수용액 속에서 

나노입자로 합성하여 스핀코팅 방법으로 플라스틱 기판 위에 

Ag2Se 나노입자 박막을 제작하고, 저온 열처리 온도에 따른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열전특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실험 방법

Ag2Se 나노입자는 콜로이드 방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수용액 속에서 합성하였다. 먼저, 250 mL의 증류수에 

0.7g 의 AgNO3와 1mL의 1-thioglycerol을 넣고, 1M의 NaOH를 

이용하여 pH를 11.4로 맞춘 후, 연결된 두 개의 플라스크 중 하

나의 플라스크에 담아두었다. 다른 플라스크에는 0.2 g 의 Al2Se3

와 4M의 HCl를 반응시켜 H2Se 가스를 생성한 후 그 가스를 수

용액에 흘려보내 Ag2Se 나노입자 수용액을 만들었다. 합성된 

Ag2Se 나노입자 용액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Ag2Se 나노입자

를 걸러내고, 이를 다시 증류수를 이용하여 10 mg/100 μl의 농도

로 재분산하여 Ag2Se 나노입자 박막 형성에 사용하였다.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열전특성은 플라스틱 기판위에 형성된 열전 플

랫폼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기판

은 polyether sulfone (PES) 기판이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열전 플랫폼의 구성은 인위적으로 온도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한 

히터와 E1, E2의 전극, 그리고 두 전극 사이의 채널로 Ag2Se 나

노입자 박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전 플랫폼에서의 히터와 전극

물질은 Pt를 스퍼터로 증착하였으며, 두 전극간의 거리는 40 μm

였다. Ag2Se 나노입자 박막 열전 플랫폼은 rapid thermal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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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기기를 이용하여 100°C, 150°C 그리고 180°C에서 10분 

동안 Ar 분위기에서 열처리 공정을 진행하였다.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구조적인 물성은 X-선 회절법 (X-ray 

diffraction; XRD, Rigaku SmartLab)으로 분석하였으며, 합성된 

Ag2Se 나노입자의 크기는 투과전자현미경(High-resolution tran- 

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TECNAI F20)의 이미

지로부터 측정하였다.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열전특성은 Keithley 

4200와 IR 카메라(FLIR A645SC)를 이용하여 전기적 특성과 온

도측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측정은 대기 중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1 Pt 히터와 전극 그리고 Ag2Se 나노입자 박막으로 구성된 

열전 소자의 광학 이미지

Fig. 1 Optical image of a thermoelectric platform consisting 

of a meander line patterned heater, two Pt electrode 

(E1, E2), and Ag2Se NPs thin film on a plastic 

substrate.

2.1.1 결과 및 고찰 

합성된 Ag2Se 나노입자의 TEM 이미지와 열처리 온도에 따

른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XRD 패턴을 각각 그림 2(a)와 (b)

에 나타내었다. TEM 이미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합성된 

Ag2Se 나노입자는 평균적으로 4 nm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a)의 inset에서 볼 수 있는 Ag2Se 나노입자

의 격자 (lattice) 배열은 합성된 Ag2Se 나노입자가 결정성이 우

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패턴에서 보이는 spot들 역시 Ag2Se 나노입자의 결정

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SAED 패턴에서 링이 보이는 것은 

많은 Ag2Se 나노입자가 겹쳐져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Ag2Se

는 일반적으로 133°C를 기준으로 낮은 온도 상인 β상과 높은 

온도 상인 α상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11, 14]. 사방정계 

(orthorhombic), 정방정계 (tetragonal), 삼사정계 (triclinic) 등의 

구조는 β상에 속하고, α상에는 입방체 (cubic)의 구조가 해당된

다[12, 13]. 그림 2(b)에서 열처리 전 상태의 XRD 패턴은 입방

체 α-Ag2Se (JCPDS No.76-0135)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의 Ag2Se 나노입자 합성 온도가 상온이라는 점을 생

각하면 Ag2Se 나노입자는 벌크상태와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가

진다고 여겨진다. 150°C의 열처리 후 부터 XRD 패턴에서 Ag 

(JCPDS No. 15-09146)가 나타나고, 180°C의 열처리 후에는 Ag의 

존재뿐만 아니라 입방체 α-Ag2Se와 사방정계 구조의 β-Ag2Se 

(JCPDS No. 71-2410)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180°C의 열처리 후

의 XRD 패턴에서 보여지는 피크는 열처리 전과 비교하면 상당

히 그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결

정성이 좋아지거나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XRD 패턴에서 피크

의 폭은 좁아진다. XRD 패턴에서의 피크와 Scherrer equation을 

이용하여 나노입자 크기를 계산한 결과 열처리 전 Ag2Se 나노입

자 크기는 1.3 nm로 계산되었고 100°C, 150°C, 180°C 열처리 

후의 나노입자 크기는 각각 1.5 nm, 6.1 nm, 12.1 nm로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킬수록 나노입자 크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열처리 전 Ag2Se 나노입자의 크기가 TEM 이미지와 

XRD 패턴으로 계산했을 때 다른 것은 샘플 사이즈에 의한 것으

로, TEM 이미지의 경우 샘플 사이즈가 50 nm × 50 nm 정도로 

XRD 분석의 샘플 범위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XRD 패턴을 

통해 계산한 나노입자 사이즈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a)에서 알 수 있듯이 합성된 Ag2Se 나노입자의 결정성은 상당

히 좋은 것으로, 그림 2(b)에서 180°C의 열처리 후에 XRD 패턴

의 피크 폭이 좁아진 것은 결정성 향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열

처리로 인해 입자 크기가 커져서 발생한 것이다. 

그림 2 (a) 열처리 전 Ag2Se 나노입자의 HR-TEM 이미지, (b) 다

른 온도에서 열처리한 Ag2Se 나노입자 필름의 XRD 패턴

Fig. 2 (a) HR-TEM image of the synthesized Ag2Se NPs 

and (b) XRD pattern of the Ag2Se NPs films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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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열처리 전과 100°C, 150°C, 

180°C에서 열처리한 후의 전류-전압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g2Se 나노입자 박막은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증가

하였다. 1.5 V의 전압에서, 180°C에서 열처리한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경우는 23 μA 의 전류가 흘렀으며, 이 값은 열처리 전의 

0.42 nA 보다 106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열처리 온도를 높

일수록 Ag2Se 나노입자 박막내에서 나노입자들의 성장, 격자간의 

불안전함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전기전도도의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15-17].

그림 3 열처리 전과 100°C, 150°C, 180°C로 열처리한 Ag2Se 나

노입자 박막의 전류-전압 특성 그래프 

Fig. 3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an as-prepared 

Ag2Se NPs thin film and Ag2Se NPs thin films 

annealed at 100°C, 150°C and 180°C. 

열처리 온도에 따른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전기전도도 및 

제백계수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전 Ag2Se 나노입자 박

막의 전기전도도는 1.6×10-4 S/m 정도로 매우 낮은 값을 가지나, 

180°C에서 열처리를 한 Ag2Se 나노입자 박막은 전기전도도가 

279.9 S/m으로 열처리 전의 Ag2Se 나노입자 박막보다 대략 106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2(b)의 XRD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150°C 이상에서는 Ag가 Ag2Se 나노입자 박막내에 존재한다. 즉, 

과잉 Ag는 캐리어 농도 증가에 영향을 주어[12], 전기전도도와 

제백계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식 (1)과 (2)에서 알 수 있

듯이 캐리어 농도(n)의 증가는 전기전도도(σ)를 증가시키나 제백

계수(S)는 감소시키게 된다. 

∙∙ (1)

 






 (2)

여기서, e는 단위전자의 전하량, μ는 모빌리티, kB는 볼쯔만 상수, 

h는 플랑크 상수, T는 절대온도, m*은 유효질량을 나타낸다 

[18]. 열처리 유무와 상관없이 Ag2Se 나노입자 박막은 모두 

n-type 특성으로 음의 제백 전압을 가진다. 열처리 전과 100°C, 

150°C, 180°C로 열처리한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제백계수는 

각각 –747, -279, -103, –52 μV/K으로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

라 제백계수의 절대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기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기전도도와 제백계수의 

반비례관계를 보여준다. 즉,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전기전도도는 증가하고 제백계수는 감소하였다.

그림 4 열처리 전과 100°C, 150°C, 180°C로 열처리한 Ag2Se 나

노입자 박막의 전기전도도 그래프 (검정)와 제백 계수 그

래프 (파랑)

Fig. 4 Electrical conductivities (black) and Seebeck 

coefficients (blue) of an as-prepared Ag2Se NPs thin 

film and Ag2Se NPs thin films annealed at 100°C, 

150°C and 180°C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전기전도도와 제백계수로 부터 power 

factor (S2σ)를 구해보면, 열처리 전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power factor는 8.7×10-5 μW/mK2이고, 열처리 온도가 100°C, 

150°C로 증가됨에 따라 3.9×10-5, 1.1×10-5 μW/mK2 로 조금씩 감

소하였다. 이것은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전기전도도는 열처리에 

의해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제백계수가 더 크게 감소하였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180°C에서 열처리한 Ag2Se 나

노입자 박막의 power factor는 열처리 전 보다 대략 104배 높은 

0.75 μW/mK2 값을 가진다. 이것은 열처리 전의 Ag2Se 나노입자 

박막과 180°C에서 열처리 한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제백계수와 

전기전도도를 비교해 보면, 전기전도도의 증가(~106배)가 제백계

수의 감소(~0.1배)보다 크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단위면적당 출력파워를 온도 차이(ΔT)에 대해 나타낸 것

이 그림 5이다. 출력파워는 식 (3)을 통해 구하였다 [19].






 (3)

여기서 R은 박막의 저항이고 Vs 는 제백 전압이다.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단위면적당 출력파워에 대한열처리 

공정의 영향은 power factor에서 보여준 경향과 일치한다. 열처

리 전에 비해 100°C, 150°C에서 열처리한 Ag2Se 나노입자 박막

의 출력밀도는 감소하나, 180°C로 열처리한 Ag2Se 나노입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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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열처리 전과 100°C, 150°C, 180°C로 열처리한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전극 간 온도 차이에 따른 출력 전력 

그래프

Fig. 5 Output power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difference for an as-prepared Ag2Se NPs thin film 

and Ag2Se NPs thin films annealed at 100°C, 150°C

and 180°C. 

막의 출력밀도는 ΔT가 클수록 열처리 전 Ag2Se 나노입자 박막

의 출력밀도에 비해 최대 107 배 까지 증가한다. 180°C에서 열

처리한 Ag2Se 나노입자 박막은 7.3 K의 ΔT에서 44 μW/cm2 의 

최대 출력밀도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플라스틱의 변형온도

(200°C)보다 낮은 온도인 180°C에서 열처리 공정을 진행하여도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출력밀도는 최대 107배 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열전특성

이 진공상태가 아닌 대기중에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

라스틱 기판위에 제작된 Ag2Se 나노입자 박막은 차세대 웨어러

블 전자소자의 다기능 구현을 위한 에너지 소재로 유망하다고 

여겨진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속에서 Ag2Se 나노입자를 합성하고, 플

라스틱 기판위에 Ag2Se 나노입자 박막을 형성하여 열처리 온도

에 따른 열전 특성변화를 확인하였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전기전도도는 증가하고 제백계수는 

감소하였다. 180°C에서 열처리 한 Ag2Se 나노입자 박막은 전기

전도도가 279.9 S/m으로 열처리 전에 비해 대략 106 배 이상 증

가하였고, 제백계수는 -52 μV/K으로 열처리 전에 비해 약 14배 

감소하였다. 이는 열처리에 의해 Ag2Se 나노입자 박막내에 존재

하는 Ag 에 의한 것으로, 과잉의 Ag가 Ag2Se 나노입자 박막내에 

캐리어 농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Ag2Se 나노입자 

박막의 최대 출력밀도는 180°C에서 열처리 했을 때 얻어졌는데, 

이것은 열처리로 인한 제백계수의 감소보다 전기전도도의 증가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180°C에서 열처리 한 Ag2Se 나노입자 박막

의 최대 출력밀도는 약 7도의 온도차이에서 44 μW/cm2 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플라스틱 기판위에 제작된 나노입자박막의 열전특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온 열처리 공정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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