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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의 산업 발달과 첨단 기술의 고도

화에 따라 에너지의 수요와 중요성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은 화석에너지의 고갈,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신

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원 확보를 위

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를 주

로 사용하는 산업시설이나 자동차, 또는 태양

광 및 인체의 체온에서 낭비되고 있는 다양한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에

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전 에너지

소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

심을 받고 있다 [1,2]. 열전소자(thermoelectric 

generator)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또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의 변환을 가능하

게 하는 소자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세계 에너

지 시장의 트랜드에 잘 부합하는 에너지 소자

이다. 이러한 열전 에너지변환 현상은 Thomas 

Seebeck 이라는 물리학자가 1821년 비스무스

(bismuth)와 구리(copper)를 연결하고 한쪽 접

합부를 뜨겁게 가열하는 실험을 통해, 양쪽 접

합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폐회로에 전류가 흐

르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즉, 전기가 

통하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접합부에 온도 차

이를 형성시키면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을 오

늘날 제벡 효과(Seebeck effect)라고 정의하

고 있다. 열전소재는 전자(electron) 또는 정공

(hole)이라는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는 다수 전

하 운반자(carrier)의 유형에 따라 p-형과 n-형 

열전소재로 구분이 되며, 일반적으로 한 유형 

또는 두 유형의 열전소재를 금속 전극을 이용

하여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여 열전소자를 

제작한다. 열전소재의 에너지변환효율은 열전

성능지수(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ZT)로 

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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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S는 제백상수(Seebeck coefficient), 

σ는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κ는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그리고 T는 절

대온도(K)를 나타낸다 [3,4]. 따라서 높은 에너

지변환효율을 가지는 열전소자를 제작하기 위

해서는 제벡상수가 크고, 전기전도도가 높으

며, 열전도도가 낮은 열전소재가 개발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열전성능지수 값이 상온에

서 약 1에 가까운 비스무스 텔루륨 (Bi2Te3)기

반의 무기 열전소재가 상업적으로 다양한 응

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매장량이 적은 희귀 금

속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가공 온도가 높으

며, 약한 취성에 기인한 형태의 자유화가 없어 

대면적화가 어려우며, 높은 제작 공정비용이 

요구되는 단점으로 인해 그 응용의 한계가 존

재한다. 한편, 최근 유기 및 복합 열전소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유기기반의 열전소재는 

가볍고, 기계적 유연성이 좋으며, 프린팅 기술

을 접목하여 쉽게 대면적화 및 고집적화가 가

능하므로 저비용 고효율로 열에너지를 전기에

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

러한 유기기반 열전소재는 휴대성, 경량성, 자

유형상 구현이 강조되는 차세대 웨어러블 스

마트 기기에 응용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유기기

반 열전소재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높은 에너지변환효율을 가지는 유기 열전

소재의 개발을 위한 연구동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전도성 고분자기반 유기   

 열전소재

고분자 기반 유기 열전소재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대표적인 전도성 고분자는 polyaniline 

(PANI), polypyrole(PPY), poly(3,4-ethylene-

dioxythiophene): polystyrenesulfonate(PEDO

T:PSS), poly(3-hexylthiophene)(P3HT) 등이 

있으며, 이들 고분자의 화학구조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전도성 고분자들은 파이 공액 고

분자(π-conjugated polymer)로도 불리며, 이

들 고분자들은 단일 및 이중 결합이 교대로 존

재하여 고분자 사슬의 파이 공액 결합에 속한 

전자는 파이 결합을 따라 원자에서 비편재화

(delocalized)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우

수한 전기적 특성과 전도성을 나타낸다. 

다른 고분자에 비해 제조가 용이하고 가격

이 저렴한 PANI는 2005년 까지 열전소재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carbon 

nanotube(CNT)와 함께 복합 열전소재의 제작

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 PANI는 산화 및 환

원 상태에 따라서 pernigraniline, emeraldine, 

그림 1 ▶  Chemical structures of the representative con  

 ductive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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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coemeraldine과 같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

할 수 있으며, 열전소재로의 응용을 위해 전기

전도도가 가장 높은 emeraldine 상태의 PANI

를 주로 이용한다. 녹색 빛을 나타내는 emer-

aldine 상태의 PANI ([C6H4NH]2 [C6H4N]2)n는 N-

methylpyrrolidone과 같은 유기 용매에 용해도

가 좋으며, 드롭 캐스팅(drop casting) 방법으

로 쉽게 박막을 형성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전도성 PANI 박막의 열전성능지수는 주

로 전기전도도에 의해 제어가 되며, PANI 박막

의 전기전도도는 PANI의 화학구조 및 도펀트

의 종류에 따라 주로 제어된다 [5]. 현재까지 주

로 사용된 도펀트로는 oxalic acid(OA), phos-

phoric acid(PA), camphorsulfonic acid(CSA)와 

같이 산이 주로 많으며, 특히 m-cresol 용매에 

용해된 가지(branch)가 없는 PANI를 CSA 도핑

공정 후 열전 박막을 제작하였을 때, 188 ~ 260 

S cm-1의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7 ~ 40 μV K-1의 

제벡상수, 그리고 2 × 10-3의 열전성능지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Mateeva 등이 보고한 OA, 

PA가 도핑된 PANI 박막은 2.7 ~ 33 S cm-1의 전

기전도도와 1 × 10-4 ~ 10-5의 열전성능지수를 

나타내었다. 그 외에도 PANI의 열전성능지수

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CSA가 도핑이 된 PANI

층과 도핑이 되지 않은 PANI층을 교차적으로 

layer-by-layer(LBL) 형태로 적층이 된 열전박

막을 제작하거나, 또는 CAS가 도핑된 PANI 열

전박막을 180% 연신하여 전기전도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였으나 4 × 10-2 ~ 10-3 수준의 열

전성능지수를 얻는데 그쳤다.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투과도를 가지고 있는 

PEDOT:PSS는 유연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의 

투명전극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고분자이

다. PEDOT:PSS에서 PSS는 극성 용매에 대한 

PEDOT의 용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도펀트 

역할을 하여 PEDOT이 전기적으로 우수한 전

도성 박막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6]. PEDOT

은 산화중합 후 산화상태로 존재할 때 폴라론

(polaron) 또는 바이폴라론(bipolaron) 상태

에 의해 높은 전기전도도를 타나내고 양전하

를 나타내는 반면, PSS는 음전하를 나타내어 

두 고분자가 이온결합에 의해 붙은 상태로 수

계 용매 속에 분산되어 있다. 수용액에 콜로

이드 형태로 분산된 PEDOT:PSS 용액은 다양

한 PEDOT:PSS의 함량에 따라 드롭 캐스팅, 스

핀 코팅, 스프레이 코팅과 같은 간단한 용액 공

정으로 박막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PEDOT:PSS에 분포하는 높은 함량의 절연성 

고분자인 PSS는 고전도성을 가지는 PEDOT 사

슬로 전하가 이동하는데 방해요인이 되기 때

문에, 이러한 PEDOT:PSS 고분자를 열전소재

로 응용하기 위해 주로 PSS를 제거하는 방향으

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 스웨덴 링셰핑대학교에서는 PEDOT-

tosylate(PEDOT-Tos) 박막의 캐리어 농도를 조

절하여 0.25의 열전성능지수를 보고하였다 [7]. 

Tetrakis(dimethylamino) ethylene 증기 하에 

PEDOT-Tos를 환원 처리함으로써 PEDOT-Tos

의 전하 운반자 농도와 산화정도를 미세하게 

제어하였다(그림2 (a)). 그림2 (b)에서 나타내

는 바와 같이 산화정도를 22%로 조절함으로써 

36 S cm-1의 전기전도도, 300 μV K-1의 제벡상

수와 324 μW m-1 K2의 높은 열전성능(power 

factor)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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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세대학교에서는 poly(ethylene 

glycol)-block-poly(propylene glycol)-block-

poly(ethylene glycol) 공중합체의 존재 하

에 PEDOT을 전기화학적으로 중합하여(PP-

PEDOT) 도핑 수준을 미세하게 조절하였다. 

PP-PEDOT 박막은 923 S cm-1의 우수한 전기전

도도와 117 μV K-1의 제벡상수 그리고 1,270 μ

W m-1 K2의 우수한 열전성능을 나타내었다 [8].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는 dimethyl sulfoxide 

(DMSO)가 첨가된 PEDOT:PSS 용액을 이용하

여 제작한 PEDOT:PSS 박막을 에틸렌글리콜로 

100 분 간 화학처리하여 1,000 S cm-1의 우수

한 전기전도도와 70 μV K-1의 제벡상수, 그리

고 0.42의 열전성능지수를 보고하여 유기소재

로는 세계 최고수준의 ZT값을 보고하였다 [9]. 

기존의 타 연구에 비해 매우 높은 전기전도도

와 동시에 높은 제벡상수가 얻어졌으며 명확

한 작용원리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화학적 

처리공정을 통해 과 도핑된 절연성 PSS가 제거

됨을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이러한 화학적 처리에 의한 PEDOT:PSS 박

막의 전기전도도 향상 효과는 고분자 사슬 사

이의 π-π 결합과 분자 재배향의 효과에 기인

그림 2 ▶  (a) Chemical structure and photoelectron spec- 

 troscopy fingerprint and (b) Seebeck coefficient  

 (filled triangles), electrical conductivity (open  

 triangles), and the corresponding power factor  

 (red squares) versus oxidation level of the PEDOT- 

 tosylate films [7].

a

b

그림 3 ▶  (a) X-ray diffractograms measured from the  

 three types of PEDOT:PSS samples and (b) sche 

 matic diagrams showing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PEDOT:PSS by the polar solvent addition as  

 inferred from the x-ray data. The stacking dis 

 tances (d(100) and d(010)) and crystalline domain sizes  

 of the d(010) stacking are indicated in the figure [1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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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0-12]. 광주과학기술원

에서는 DMSO와 같은 극성 용매의 첨가와 용

매 열처리(solvent bath treatment)를 이용하여 

PEDOT:PSS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이

러한 구조적 변화가 전기전도도 향상에 미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극성 용매는 고분자 사

슬의 커플링을 선택적으로 향상시켜 분자 배

향의 무질서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전하 운반

자의 이동도를 대폭 증가시키는 반면, 단순 용

매 열처리는 분자 배향과 이동성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림 3). 

201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진은 

PEDOT:PSS와 PANI-CSA를 LBL 적층을 통해 

유기 열전박막을 제작하였으며, 1585 S cm-1의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17.5 μV K-1의 제벡상수, 

그리고 49 μW m-1 K-2의 열전성능을 보고하였

다 (그림 4) [13]. 이러한 다층구조의 박막에서

는 전기전도도의 향상에 비해 제벡상수가 크

게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

도도의 향상은 PEDOT과 PANI 사슬의 신장 및 

PANI-CSA 층에서 PEDOT:PSS 층으로의 정공 

확산을 통해 이루어짐을 입증하였다.  

PANI 또는 PEDOT:PSS에 비하여 P3HT는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뛰어나며 공정성

이 좋은 유기 열전소재인 반면, 낮은 전기전도

도로 인해 열전소재로의 적용이 어려운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P3HT 박막에 FeCl3, NOPF6, (CF3SO2)2N-, AuCl3 

및 F4-TCNQ와 같은 다양한 도펀트들을 도핑

하거나, P3HT의 주사슬 결정 배향성을 조절하

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왔다 [14]. 도핑의 효

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담금 처리 및 세척을 통

해 수행하던 도핑방법을 도펀트 용액을 박막 

위에 떨어뜨린 뒤 스핀코팅법으로 도핑하는 

새로운 방법도 보고되었다 [15]. 또한 간단한 

wire-bar-coating법을 이용하여 P3HT 박막의 

결정 배향성을 조절하여 245 S cm-1의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35 μW m-1 K2의 열전성능이 보

고되었다 [16].

그림 4 ▶  (a) Schematic energy level diagram illustrating  

 the charge transfer process in the PEDOT:PSS/ 

 PANI–CSA multilayer structure (the yellow dots  

 represent holes), (b) a transmission electron mi 

 croscopy cross-sectional image of 5(PEDOT:PSS/ 

 PANI–CSA) multilayer films. The inset represents  

 the multilayer structure. The line profile shows  

 the atomic-number dependent mass-absorption  

 contrast change across the film, thus suggesting  

 its multilayered structure, (c) experimental N K  

 and O K EELS profiles for the 4(PEDOT:PSS/PANI– 

 CSA) multilayer structure. The oscillation of N K  

 edge intensity across the film demonstrates that  

 each component layer in the multilayer structure  

 is chemically separated, and (d) the electron en 

 ergy loss near edge structure (ELNES) spectra of  

 N K and O K-edges for PEDOT:PSS, PANI–CSA,  

 and interface regions [13].

a b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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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 복합 열전소재

유기 열전소재는 1 W m-1 K-1 이하의 매우 낮

은 열전도도의 장점과 낮은 제벡상수의 단점

이 있는 반면, 결정성이 높은 무기 열전소재는 

높은 전기전도도와 제벡상수를 나타내지만 높

은 열전도도는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소재의 단점은 높은 열전성능지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저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최근의 유기 

열전소재의 연구동향은 유기소재와 무기소재

의 단점을 상호보완하고 장점을 동시에 구현

하고자 유기와 무기 소재를 복합화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기 복합 열전소재는 주로 높은 제벡상수

를 갖는 Bi 또는 Te와 같은 무기물을 PEDOT과 

같은 전도성 고분자와 혼합하거나 [17-19] 전도

성 고분자로 무기 나노구조체 의 표면을 코팅

하는 [20-23] 방법을 통해 주로 제조되었다. 또

한, graphene nanoplatelet(GNP) 또는 CNT와 

같은 나노카본소재를 전도성 고분자 또는 무기 

나노구조체와 혼합하여 복합 열전소재를 제조

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4-27]. 

유기 복합 열전소재를 연구함에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유기 열전소재와 무기 

열전소재를 단순히 혼합하는 것으로, PANI 또

는 PEDOT:PSS와 같은 전도성 고분자와 제백

상수가 높은 Bi2Te3와 같은 무기 열전소재를 혼

합하여 유기 복합 열전소재를 제조하는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1년도에 난징 대학

교에서는 Bi2Te3 나노입자와 PANI 입자를 사용

하여 수열합성방법으로 n-형 복합 열전소재를 

합성하였고 [17], 2014년 Tong Lin외 연구진은 

PEDOT:PSS와 4.1 wt% Bi2Te3으로 구성된 복합 

열전소재를 제조하여 32.26 μW m-1 K-2의 열전

성능을 보고하였다 [18]. 최근에는 SnSe 나노입

자를 볼밀공정을 통해 분쇄한 후, PEDOT:PSS

와 혼합하여 386 μW m-1 K-2의 열전성능을 나

타내는 유기 복합 열전소재가 보고되었다 [19]. 

2010년 버클리 대학교에서 Te 나노막대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전도성 고분자인 PEDOT: 

PSS을 첨가하여, Te 나노막대의 표면이 PEDOT: 

PSS로 코팅된 Te-PEDOT:PSS 복합 열전소재

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면서 유기 복합 열전

소재에 대한 또 다른 연구방향이 제시되었

다 [20,21]. 이를 바탕으로 Te-PEDOT:PSS 복

합체의 Te 나노막대 길이와 DMSO 화학적 처

리에 따른 열전성능 변화에 대한 연구가 보

고되었다 (그림 5) [22]. 최근에는 제조된 Te-

PEDOT:PSS의 열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산 처리를 통해 Te 나노막대를 코팅하고 있는 

그림 5 ▶  Power factor improvement. Nearly a five order  

 of magnitude improvement in the power factor of  

 pure PEDOT:PSS can be obtained by introducing  

 hybrid PEDOT:PSS-Te nanowires, finely tuned by  

 the addition of high conductivity PEDOT:PSS in 

 fused with a polar solvent (e.g., DMS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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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OT:PSS의 PSS를 제거함으로써 전기전도

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 산으로 처리된 Te-PEDOT:PSS 소재는 

4,839 S cm-1의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284 μW 

m-1 K-2의 열전성능을 나타내었다 [23].

2016년 베이징 대학교에서는 높은 제백상수

를 갖는 Te 나노구조체를 전도성 고분자 PANI

의 중합 과정에 첨가하여 Te-PANI 복합 열전

소재를 제조하고 열전 특성을 보고하였다 [24].  

70 wt%의 Te로 구성된 Te-PANI 복합 열전소

재는 102 S cm-1의 전기전도도와 102 μV K-1의 

제벡상수, 0.156의 비교적 우수한 열전성능지

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Te 나노구조체의 표면

에 코팅된 PANI에 의해 Te 나노구조체 간의 전

기적 수송(electricla transport) 특성은 향상되

는 반면, Te 나노구조체와 PANI 계면에서 유

도된 포논 산란(phonon scattering)에 의해 열

전도도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열전특성을 향

상시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6).

무기 열전소재의 전기전도도 향상을 위하

여 나노카본소재를 사용하여 유기 복합소재를 

제조한 연구로 2013년 미시건 대학교에서는 

GNP표면에 PbTe를 성장시켜 PbTe-GNP 복합

체를 제조하였고, 이는 PbTe의 열전성능지수 

보다 6배 증가된 0.7 의 열전성능지수를 나타

내었다 (그림 7) [25]. 또한 MgSbBi 나노입자를 

GNP에 첨가하여 MgSbBi-GNP 복합체를 제조

하였으며 기존의 MgSbBi의 열전성능지수 보

다 2배 증가한 1.35의 열전성능지수를 보고하

였다 [26].

2015년 칭화대학교에서는 TiO2 나노입자

에 multiwall-CNT(MWCNT)를 첨가하여 전기

전도도와 제백상수가 증가된 MWCNT-TiO2 

복합체를 제조하여 21.5 μW m-1 K-2의 열전

성능을 보고하였다 [27]. 또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에서는 Te 나노와이어에 single-wall-

CNT(SWCNT)를 도핑하여 SWCNT-Te 복합

제를 제조하였으며, 무기소재와 유기소재의 

work function을 조절하여 두 소재 간의 en-

ergy filtering 효과를 이용하여 열전성능을 향

상 시켰다 [28]. 

그림 6 ▶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interaction be 

 tween the PANI chain and Te nanorod and  

 (b) high-resolution TEM image of the PANI/Te  

 nanorod hybrid with the inset showing the Te  

 nanorod tightly covered by the PANI thin layer [24].

a b

그림 7 ▶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ormation mecha 

 nism of the PbTe-graphene composite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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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열전소자의 에너지변환효율을 향상하기 위

해서는 열전소재의 높은 전기전도도와 제벡상

수, 그리고 낮은 열전도도가 반드시 수반되어

야 한다. 최근 무기 열전소재에 비해 경량, 기계

적 유연성, 인쇄공정기술과의 접목 용이성 등

의 장점으로 유기 및 복합 열전소재 분야의 많

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유기 열전소재

가 지닌 고유의 낮은 열전도도가 열전성능지

수를 향상시키는데 큰 이점을 가지고 있어, 대

부분의 연구는 유기 열전소재의 전기전도도와 

제벡상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

다. 고분자 유기 열전소재의 전기전도도를 향

상하기 위해 전기적, 화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

하여 PEDOT:PSS의 도핑 및 산화수준을 미세

하게 조절하거나, FeCl3와 같은 도펀트를 담금 

및 코팅 처리를 통해 P3HT 고분자에 직접 주

입하는 도핑공정이 이용되었다. 또한 유기 열

전 소재가 가지고 있는 낮은 제벡상수의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기 및 탄소 열전소재를 

첨가, 혼합, 또는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여, 복

합 열전소재의 전기전도도와 제벡상수 측면에

서 상승효과를 이끌어내었다. 따라서 고분자 

열전소재의 경우 고분자의 종류와 특성에 적합

한 도펀트의 종류 및 도핑공정 방법 선택과 안

정성 확보가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으며, 복합

소재의 경우 유기 열전소재와 무기 열전소재

의 조화, 혼합 및 첨가 비율, 그리고 화학적 결

합 유도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는 p-형 유기 및 복합 열전소재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나, 아직까

지 안정성이 보장된 n-형 유기 열전소재에 대

한 연구는 미약한 현실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하베스팅, 모니터링 센서, 웨어러블 스

마트 기기 등 광범위한 분야에 유기 열전소재

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열전 소재와 더

불어 p-n형 접합의 우수한 열전모듈 제작 기술

이 요구된다. 

최근 독일의 몇몇 연구진들은 OTEGO라

는 회사를 설립하여 PEDOT과 롤투롤 인쇄공

정을 이용하여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가지

는 집적화된 저가형 열전모듈을 제작하였다. 

6,000개의 열전소자를 연결한 1 cm2 이하의 작

은 크기의 집적화된 수직 형태의 열전모듈에

서 2 V의 큰 전압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해외

의 동향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유기 열전소재

에 대한 많은 관심과 관련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구축된 대면적 

인쇄공정과의 접목이 쉽고, 기계적 유연성이

라는 큰 장점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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