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열전발전기술

최근전기생산방식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청정
에너지의생산과사용에대한것으로핵심은다양한

에너지중전기에너지생산과사용이더욱중요해지

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기에너지의 공급과 사용은
과거단순한에너지의사용이라는패러다임을넘어

서정보통신기술이발달하고있는현대에는교육과

정보, 문화의소통을가능케하는기반으로써그중
요성은점점커져갈것임이분명하다. 특히전기에
너지 생산 공정의 변화는 지구 온난화를 고려하여

환경가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저온 발전”과 주위

환경과의 조화로움과 친화성을 특징으로 하는“친

환경발전”이라는두개의시장수요에의해견인되

는 친환경고상 발전으로의 지향으로 대표될 수 있

다. 
친환경 고상발전의 기술적 핵심은 전기 발생의

주체인전도캐리어 (전자, 정공, 이온등)에직접작
용하여전력을생산하는것으로태양광을이용한태

양광발전, 압력의변화나변위를이용한압전발전,
온도차를 이용한 열전발전 등이 대표적 기술이다.
이같은발전방식은상대적으로낮은에너지변환효

율에도불구하고기존의전통적발전방식인화석연

료에 의한 열의 생산-기관동작-발전기 구동-전력생
산의과정을거치지않음으로써화석연료연소에의

한CO2를발생시키지않고, 거의무한의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 (광, 열), 지열, 진동에너지 등을 이용하
여직접전기화할수있는장점이있어친환경신에

너지시대를 견인할 수있는 중요한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있다. 
이들기술중태양광, 열발전과연료전지등과같

이이미대표적청정에너지원으로시장에자리매김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써

최근 열전발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열전발
전기술은현재까지도상업적시장이본격화하지않

은기술로서는드물게도기업군을중심으로한시장

에서의응용가능성타진과요구에의해시장이형성

되고 있는 분야이다. 물론 1996년 이후 재료분야에
서의혁신적이론과연구결과들이속속보고되면서

단기적으로시장이만족할만큼의성능을보여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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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열전현상을 발견한 제백의 실험도구 (http://
etc.usf.edu/clipart/35600/35659/seebec
k_35659.ht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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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것이라는가능성도장래에대한긍정적관심을

이끄는중요한원인이라생각할수있다. 
열전발전기술은 1820년 12월 베를린 아카데미에

서 독일과학자 T. J. Seebeck이 열자력 (Thermo-
magnetism)으로 그 발견을 보고한 것에 기원하며
이것이 제백 (Seebeck)효과이다. 이 현상은 이후 전
류에 의한 자기장 발생을 발견한 Hans Christian
Oersted에 의해 지금의 열전 thermoelectric 현상으
로정의된다. 
당시 그는 구리와 비스무스와 안티몬과 같은 이

종금속을이용하여 그 끝단에 이들의 두 접점을 만

들고이들을전기적회로로구성한뒤각접점을서

로다른온도에노출시킬경우그림 1에서와같이나
침판의자침이방향을바꾸게된현상을발견하였는

데이것이열전발전기술의이론적배경이된다 [1].
이후 프랑스 과학자 J.C.A.Peltier와 영국 과학자
W.Thomson 등에의해 물질에서발생하는열과전
기적물성과의새로운발견들이보고되고이것이독

일과학자 E.Altenkirch에의해현재와같은체계화
된이론으로정립됨으로써열전현상에대한이론적

토대가구축되었다 [3,4]
이 같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정립된 열전변환

성능의척도는아래와같은무차원성능지수로나타

낼수있다.

(1)

(S: 제백계수, σ: 전기전도도, T: 온도, κ: 열전도도)

이 식에 따르면 열전변환에 의한 에너지 변환효

율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재료적으로 Seebeck계수
가크고전기저항과열전도도가작아야하는특별한

물성을갖추어야한다. 이같은열전분야에서의혁
신적성과는전기, 전자기등의혁신적과학의발견
과발명에의해과학으로상상할수있는모든것이

가능할것 같았던 시대적 환경에맞물려 이미 당시

에태양열을이용한열전발전시스템등이구현되기

도 하였다. W.W.Coblentz는 1913년 태양열에 의해
달구어진 105 m2의면적의동판의열을이용하여구

리-콘스탄탄 합금쌍으로 구성된 105개의 열전쌍으

로구성된열전발전시험기를구성하여출력을측정

하였으나변환효율이 0.008%에지나지않은 0.6 mV
만을 측정하였을 뿐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실험에
사용된금속쌍의경우, 전기저항과열전도도의곱이
일정하여전기저항과열전도도를동시에낮추는것

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금속의 Seebeck 계수가매
우작기때문이었다.
이 같은 기술적 난제는 1929년 러시아 과학자

A.F.Ioffe에의해극복되는데그는“주기율표상의 II-
V족, IV-Vi족및 V-VI족원소의화합물반도체를이

그림 3. (좌) 일명“빨치산 주전자”, (우) 램프의 열을 이
용한 열전발전기.

표 1. 주요 열전현상의 개발이력.

그림 2. 반도체형 열전모듈의 구성도.



용할경우 Seebeck 계수가크게증가하며이것으로
부터열전발전의변환효율이 2.5-4%까지크게향상
시킬수있음”을보고하였다 [5]. 그는이것을바탕으
로 p형과 n형의 반도체의 조합을 이용한 열전변환
용 반도체를 고안하고 제작함으로써 현재의“반도

체형열전변환기술”을완성하였다. 
열전현상을이용하여전기를생산한초기사례로

는 2차 대전 중 당시 소련 빨치산이 이용한 빨치산
냄비 (그림 3)가잘알려져있다. 당시산악게릴라활
동 중 필요한 통신 전력을 주전자의 아래에설치된

열전발전기로부터생산, 사용하였다.

2. 열전발전의 원리

반도체열전발전의원리를그림 4를통해간단히
설명한다. 
열전발전모듈이 n형과 p형열전재료로써구성되

어있으며, 온도 TC인저온부, 온도 TH인고온부열

원과양호하게접촉하고있다고가정하고이회로에

외부열부하를가하면다음과같이열의변화가일

어난다.

①고온 열원으로 부터 소자로 인입된 열은 열전

달에 의해 저온부으로 전달된다. 이때 발생한
온도차에의해전하의이동이일어나고이것에

의해 열기전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열기전력
의발생은 n형, p형으로반도체에서는전자과

홀의농도차로나타나는데이들은각기상대적

으로 반대의 전기적 극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

들을 전극을 통해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면

전기평형을위한전하의흐름 (전류)이발생하
여전류가회로내에서흐르기시작한다. 

②이때발생한전하의흐름, 즉전류는소자내에
서물질의전기저항에비례하는주울열을발생

시키고 또한 반도체 접합부에서 펠티어

(Peltier) 효과를 발생시켜 고온부에서는 펠티
어흡열현상이, 저온부에서는펠티어발열현상
이생겨상대적온도차를감소시킨다. 

이같은효과들에의해소자상단의최종적온도

차ΔT가형성된다.
그림 4에서소자의고온접합부에서열수지는식

(2)으로나타난다. 

(2)

여기서

QH: 고온접합부로전달된열량 (w)
QK: 소자사이에서열전도에의한열량
QP: Peltier 효과에의한열량
QJ: Joule 열

QK와QP는소자의고유특성과접합부온도와관

련되는값이며, QJ는회로와관련된값으로고온고

온접합부온도를 TH, 저온접합부온도를 TC, 소자의
열전도율을κ, 소자의 Seebeck 계수를α, 회로전류를
I, 소자의내부저항을Rt, 소자면적을A, 소자두께를
d라하면각열량은다음식과같이나타낼수있다.

(3)

(4)

(5)

열류Q에의해발생하는전압은단위소자에적용
된 n형및 p형열전재료의상대열전성능에의해나

3300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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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도체형 열전발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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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αA-B•ΔT가 된다. 여기서 αA-B는 서로 반대

되는 n형과 p형 반도체의 상대 열전능이다. 전력은
I2•RL로표시할수있으며전류는αA-B•ΔT/(RL +
Rt)이므로 외부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전력은 다음
과같이나타낼수있다.

⑹

식(6)에 의하면 열전발전에서 큰 전력을 얻기 위
해서는 우선 단위소자의 양단간의 온도차와

Seebeck계수의 값이 커야 한다. 소자재료의 직경이
크고길이가 짧으면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

에큰전력을얻을수있다. 그러나형상계수에만너
무치우치면 저항을 줄일 수는있지만 양단의 온도

차가그만큼작아지기때문에전체효율면에서는불

리할 수도 있으므로 최적 설계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소자재료에불순물을적절히첨가함으로써효
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열전회로의 효율을 좌우
하는인자는 TH, TC와회로의저항및 Seebeck 계수
등이다.
최적효율η는고온부에서발생열에의한열유동

량 QH에 대한 부하저항 RL에서 발생되는 전력 P로
나타낼수있다.

(7)

여기서 QH에 (3), (4), (5)식을대입하면효율은다
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8)

열전발전의 최대효율(ηmax)은 Carnot 효율 ηc =
(TH-TC)/TH와 소 자 효 율 ηd=(RL/Rt-1)/(
RL/Rt+TC/TH)의 곱으로 표시되는데 ηd는 RL/Rt값

이무한대인경우에최댓값을가지며, TH와 TC가일

정한 경우에는 열전재료의 성능지수 (Z) 값이 클수
록효율은커진다. 
수식에따르면열전발전의효율을높이기위해서

는동작온도 TH를높이고, Carnot 효율을크게하며,
동시에 Z값이큰재료를사용하여야함을알수있
다. 
실제대형화된열전발전시스템의기본구조도이

것과크게상이하지않다. 기본적으로열전반도체로
구성된 전력생산부 (모듈)를 효율적으로 열에 대응
할 수 있게 대단위로직렬화 하고 전력손실억제를

위한회로구성및소정의부하특성에맞게전기특성

을변화시키는전력변환과정을거쳐우리가사용하

는전력이생산되게된다. 
열전기술에의해전력을생산하는기본적과정은

상기와같이간단히서술할수있으나실개발시에

는활용열에대한효율적채열방법과방열구조설

계를 통한 온도차 확보기술, 사용 전력부하에 적절
히 대응한 전력설계, 장기 열화환경에서의 내구성
확보와같은주요기술들이통합적으로개발되고평

가되어야한다.
특히그모든것의기본은열원의특성에대응한

단위발전모듈이며활용열의활용에최적화되어효

과적 채열과 방열이 가능한 맞춤형 모듈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3. 열전발전모듈

상용화된대부분의열전모듈은민간시장의수요

가많은전자냉각을주로염두에두고제작된것들

로 발전용 모듈은 이용대상인 열원의 구조와 발열

형태에 따라 상기의 기본구조와는 다른 차이를 보

일수밖에없다. 특히다수의직렬화된반도체접점
쌍으로 구성되게 되는 열전발전 원리상 자체 저항

에 의한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자냉각용 모듈

에비해단면적은크고레그의높이는작은것이유

리하나, 실제 경우에는 활용 열원의 온도와 방열특
성 및 출력 지향형이냐 변환효율 지향형이냐 따라

이에 대응한 최적화 모듈들이 맞춤식으로 제작 적

용하게된다 [6].



아래 그림은 최근 미국 BSST社가 차량용으로 개
발한“Y”모듈의형상으로기존“π”형모듈과는달리
열류의 방향을 인입방향에서 직각으로 변환시키고

전류흐름을 최단거리화 하여 발전효율을 향상시키

려는 의도로 설계 제작되었다. 일본 도시바사 경우
사용온도 700℃이상조건에서 1 W/㎠이상의출력
밀도를가진고온용열전발전모듈을개발보고한바

있다 (그림 6).
국내에서는 최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최대 400

℃까지의중온폐열을활용할수있는열전발전용모

듈을국내최초로개발한바있다. 
열전발전시스템의개발을위해서는설계상에서

열원의 온도, 방열특성과 같은 열원체의 열 특성과
함께형상, 표면적, 접근성등을고려하여직접채열
형, 간접채열형, 열교환형, 열매순환형등의채열방
식을 결정한다. 직접 채열형의 경우는 주로 대면적
의고온열원에사용하는형태로동위원소붕괴열을

이용한 RTG형이나 고온폐열 회수형인 WTG
(Waste heat TEG) 열전발전 시스템에 주로 적용된
다. 이같은시스템은일반적으로“열”의효율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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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BSST社 Y모듈 세그먼트. 

그림 6. 도시바社 고온용 열전발전모듈 (일명: 기가토파
즈, 사용온도 최고 700℃).

그림 7.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개발한 중온용 열전발전모듈.

(a)

(b)

그림 8. (a) 미국 JPL의 세그먼트 모듈과 (b) 일본
Komatsu社의 캐스케이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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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제한되지만 시스템 구성을간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특히직접채열형의경우에는열의효
율적 사용을 위해 열방사에 대응한 특수한 형태의

모듈이 사용되는데 미국 NASA의 JPL그룹이 개발
한 세그먼트 (Segment)형, 일본에서 개발한 캐스케
이드 (Cascade)형과같은다층형열전발전모듈들이
그것으로 국내에서는 관련한 연구를 한국전기연구

원을중심으로개발중에있다 [6].
이들은 온도에 대응한 최적 열전소재가 각기 다

르다는사실과온도차를가지는열원의열방사특성

을 바탕으로 열원 중심부쪽에는 고온용 열전재료

(또는소자)를외각부에는중저온용열전재료 (또는
소자)를 구성하여 발전을 위한“열”사용을 극대화
한것으로세그먼트형열전발전모듈의경우단일모

듈의 2배인 15%정도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가지는
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간접식의경우는열교환기 (Heat pipe) 등을사용

해사용가능열을간접적으로획득하여발전에이용

하는것으로열원의온도제어가어렵거나열전발전

모듈의오염, 접근성등이문제가될경우우선적으로
고려할수있지만현재까지의대용량열전발전시스

템의일반적구조는열매순환형으로한국전기연구

원에서구현한열전발전기도모두이방식을따르고

있다. 열매순환형의경우이용가능열원의“열”을열
매 (熱媒)를통해획득하여열전모듈부의고온측열
원으로간접이용하는것으로“열”의균일성확보를

통해생산전력의제어를용이하게할수있고적층화

설계를통해발전면적을증가시킴으로써생산전력의

고밀도화를이룰수있는장점이있다 (그림9)[6].

4. 열전발전기술의 응용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의 기기뿐만 아니라

각종공장등에서는순시적으로나장시간동안대량

의열이폐기되고있다. 물론최근에너지단가상승
에 의해 폐기되는열을 최대한 활용하고자하는 기

술들이적용되고있으나이를전기에너지화하는것

에 대해서는 아직도 적용될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

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규모 배열원으로는 원으
로써는 (a) 산업공정분야, (b) 폐기물소각로, (c) 발전
소, (d) 분산전원, (e) 자동차, (f) 자연에너지등이대
표적이다. 
실제 최근 열전발전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자동차분야에서보고되고있는차량폐열활용발전

시스템의 기술개발이 에너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중요한 한 원인으로 고려될수

있다. 
아래에서는열전발전의적용가능성이높은분야

와적용사례를서술하였다.

4.1  산업공정분야
각종산업공정의배열을활용한열전발전이가능

한분야로는전력, 화학, 철강, 요업, 종이펄프, 석유
정제분야가유망하며이들산업체에서는상당의배

열을발생시키고있다배열의종류와배열의온도는

배가스가 수 10~500℃, 온배수 20~100℃, 수증기

그림 10. 소각로 배열 회수용 벽부착형 TEG 시스템 (한
국전기연구원, 2010).

그림 9. 열매 순환식 적층형 열전발전 유니트 (1998, 한
국전기연구원). 



100~200℃, 제품습열이수 10~1200℃라는범위로알
려져 있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연구
를수행하여 2007년한국전기연구원에발전소배열
을활용한 5 kW급열전발전기가시험적으로개발되
어성능을평가받은바있다. 그림 10은한국전기연
구원에서산업배가스의활용을위해개발한프로토

타입의 자연통풍방식의 벽부착형 열전발전시스템

의전경이다.

4.2  소각설비분야
소각설비는 최근 그 효율과 환경문제로 인해 대

형화 추세에 있고 도시설계 시 자동화된 폐기물 소

각계통으로의폐기공정을반영하고있다. 소각설비
에서의발생하는열에너지는배가스, 배수등으로써
과거에는거의폐기되었으나최근에는폐기열을도

시온수공급망으로연계하는에너지재활용기술들

이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고부가 가치의 전력생
산은제한적으로활용되고있는실정이다. 소각설비
의 배가스 온도는 700℃ 이상이고 열전발전시스템
을적용하는경우굴뚝내에설치, 연소기벽에조립,
고온용매등에따른열교환기로의조합등이고려되

고 있다. 또한 산업폐기물이나 하수도로 부터의 폐
기물 처리는 건조공정에 의한 수분탈취 후 고형의

탈수케이크로써소각되는데이같은폐기물재처리

공정에서의적용도매우유망하다. 

4.3  분산전원 (병합발전) 분야
최근다양한에너지효율향상을극대화와CO2배

출을저감하기위해기존발전시스템에서유기되는

열을 재사용하는 병합발전 (Co-generation)의 기술
들 대거 등장하고 있다. 분산전원으로 주로 이용되
고 있는 디젤엔진, 가스터빈, 가스엔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배가스는 400~450℃의온도로온수, 증기,
온수+증기, 배가스등의형태로열이회수되어프로
세스용냉열, 공조, 우유공급등에이용되고있으나
이러한 배열계통에 열전발전시스템을 병합하여 발

전효율을더욱향상시키는것이가능하다.

4.4  자동차분야
자동차 엔진의 최대에너지 효율은 가솔린엔진

35%에서 디젤엔진 40% 범위이고, 나머지는 냉각
수 및 배기가스에 의해 방열되고 있다. 이러한 열
에너지의 일부를 열전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력으로 회수하면연료의 소비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 현재 , 자동차엔진의 배기가스 온도는

100~800℃이고주로엔진의실린더부분이나머플
러 부분에 열전발전시스템을 조합하는 것이 검토

되고있다.
특히 차량용 폐열발전시스템은 열전발전 분야

에서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분야로써 미국과 유럽

이주도적으로개발을추진하고있다. 가장활발한
연구개발을 펼치고 있는 미국은 2000년대 초 부터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와 GM,
Hi-Z社를 중심으로 응용 연구를 수행하여 하이브
리드 SUV용 180 W급 TEG, GM Sierria 픽업트럭
용 330 W급 TEG 및대형트럭용 1 kW급열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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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도 채열식 TEG (한국전기연구원, 2009). 그림 12. Hi-Z에서 개발된 Bi-Te계 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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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제작하여 2004년 실차 적용시험을 통해 중저
온용 TEG의 자동차 응용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
다.
이후미국에서는 2005년부터에너지부에서주관

하는“Freedom CAR and Vehicle Technolo- gies
Program”을통해국가주도형차량용열전발전시스
템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는 GM, 클라이슬러등이있다. 유럽은 EU
주도로 2008~2011년까지경승용차에배열회수전기
재생시스템을 적용하여 연비향상용 HeatReCar 프
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Siemens, ROM Innovation,
Bosch, Volvo 등에서 차량용 발전기 (Alternator)의
부하경감또는하이브리드차의구동지원을위해개

발을수행중이며 Full load 시 3 kW, Partial load 시
1~2 kW 발전용량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주요자동차생산국인독일은 BMW社가가

장적극적인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2014년까지 5
Series 양산차량에 TEG를적용하고, 이후 530i 시리
즈에장착하기위한발전모듈최적화기술개발계획

을수립하였다. 독일에서는 BMW사외에폭스바겐
사도적극적으로개발에참여하고있으며최근에는

프랑스의사브社와스웨덴의볼보社도일부연구성

과를보고하고있다.

4.5  자연에너지분야
최근 낮은 에너지변환 효율에도 불구하고 태양

열, 지열, 도시배열등의자연상태의열에너지를열
전발전을통해전력화하려는노력이경주되고있다.
특히최근미국MIT 등과같은선행연구팀에의하
면이론적으로현재의열전기술은태양광발전과태

양열발전의중간정도효율이예상된다고보고하고

있어최근개발되고있는고효율의신나노컴포지트

형열전물질이본격적으로적용될경우태양에너지

의변환효율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핵심기

술로부각될가능성이크다

그림 14는일본도시바社가 Kusatsu 온천지에시
설한 TEG 시스템으로 운전시간 20,000시간 동안
1,000 kWh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였고 그 변
환효율은태양광에너지에비해상대적으로우수한

것으로보고하였다.
(a)

(b)

그림 13. 프로토 타입 열전발전기 예 (a) BMW社 Proto
type TEG, (b) KERI proto-TEG (2008).

그림 14. 온천수를 이용한 열전발전시스템 (일본
Toshiba Review 2008).



5. 열전발전기술의 실용성과 전망

현재까지개발된열전발전기술을기준으로하여

실제 열전발전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

전기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산업공정, 소각
시설물들과 같이 대형시설물에 설치될 매크로 (대
형) 발전의 경우를 고려하면 고온부와 저온부와의
온도차가 80℃인조건에서최소 ~400 W/m2 (Bi-Te
계기준) 이상의열전출력이생산될수있고, 연구결
과를분석하면센서, 마이크로 (소형)발전의경우, 온
도차 5℃조건에서 0.2 mW/cm2이상의전력을열전

발전을통해생산할수있다. 긍정적시나리오를바
탕으로 한 kWh당 열전발전의 단가는 0.02~0.04
($/kWh)로써가까운미래에태양광 (0.25~0.5) 등의
신재생에너지원과도충분한경쟁력을갖출수있을

것으로생각된다.

(열전발전단가산출기준 : 

•시스템가격= 열전모듈+ 인버터등주변기기 +열교환기

= $800/kW(년 200만개생산시) 

•년가동시간 = 365일/년, * 24시간 * 0.5(가동률) 

= 4380(시간/년) - 발전단가

= $800, 4.4kWh, 5~10년(보증수명) 

= $0.02 ~ 0.04/kWh)  

물론 이 같은 단가산출의 근간에는 활용 가능한

열원이있다는기본적가정에시스템이용률을최대

24시간으로계산함을바탕으로하지만산업화초기
단계에진입하고있는열전발전기술의긍정적미래

를전망하기에는부족함이없다. 
전술한바와같이최근에너지시장은전기의효

율적사용과이들의생산방식에대한혁신적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산
업전분야에서극단적에너지효율화기술이요구,
개발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에너지기술의 환
경변화는열전변환기술의필요성을더욱크게할것

임이분명하다. 
또한, 시대적 소명이기도 한 녹색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투자와보급노력에의해열전모듈의생산단

가가급격히하락하고있을뿐만아니라변환효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보고

되고 있어열전발전 기술은 이미 정책적측면이 아

닌경제적측면만으로도충분한투자가치를가진진

정한신녹색발전기술로자리잡을수있을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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