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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We herein report on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Bi2Te3 powder/PEDOT:PSS composites, which were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and screen printing methods. After fabrication of the coating films, the 

components such as Bi, Te, or PEDOT:PSS were effectively mixed in the composites. The power factor 

of the composites with 15 wt.% Bi2Te3 powder was measured to be 18.1 × 10-4 W/m·K2, suggesting that 

their heterostructure shows the feasibility for enhancing thermoelectric efficiency in the organic-inorganic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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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전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1-3) 지난 수십년간 이러한 에너지 

기술 발달의 일환으로 열전 소재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커

지고 있다. 열전 소재는 높은 신뢰성, 무소음, 에너지 직

접 변환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열전 소재의 성능은 열전 성능 지수(figure of 



제24권 제1호, 2021년 3월 || 121

CERAMIST
Bi2Te3 powder/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oly(4-styrenesulfonate) 복합체의 열전성능

merit, zT)에 의하여 결정된다. 열전 성능 지수 zT = S2

σ/κ 으로 정의되며 S, σ, κ 는 각각 제벡 계수(Seebeck 

coefficient),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열

전도도(thermal conductivity)이다. 이러한 열전 성능 

지수를 결정하는 상기의 세 가지 인자는 벌크(bulk) 열

전 재료에서는 모두 전하 농도(carrier concentration)

에 의하여 결정 되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 각각

의 인자를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그 기술적 한계를 가지

고 있었다.4,5) 즉, 열전 성능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전기전도도와 제벡 계수의 증가, 열전도도의 감소

가 요구되나 열전도도를 낮추게 되면 동시에 전기전도

도가 저감이 되고, 전기전도도를 높이게 되면 제벡 계수

가 낮아지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나노 소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

으며 이를 통하여 전하 수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포논

(phonon)의 선택적 산란을 통한 열전도도 저감6,7), 캐리

어 필터링(carrier filtering)을 통한 제벡 계수의 향상6) 등 

열전 소재의 성능 지수 향상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나노 

소재의 내구성 및 반응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열전 모

듈 적용 한계로 인하여 실용화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 특히 많은 열전 소재 중 Bi2Te3계 열전 소

재는 뛰어난 상온 열전 특성으로 인하여 폐열 발전 및 

냉각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무기 소재 중 하나이다. 특

히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s)의 발전과 더

불어 짧은 배터리 성능의 한계를 체온을 이용한 열전 발

전(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을 통하여 극복

하고자 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무기 소재 

특유의 기계적 취약성 및 유연성 부족으로 인하여 형상

의 변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유연 소재와 무기 열전 소재 간의 복합체

를 만드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세대 이

우영 교수 연구팀은 Ge powder와 PEDOT:PSS의 복

합체를 손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그 열전 특성이 증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 UC San Diego의 

Renkun Chen 교수 연구팀은 Bi2Te3 기반의 p-type 

및 n-type 의 소재를 방전 가공(spark erosion)을 이

용하여 제조한 후 이를 유기 용매에 섞어 스크린 프린

팅(screen printing)하여 열처리함으로써 높은 열전 성

능 지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9,10) 이외에도 한국 기

계연구원의 한승우 박사 연구팀은 체열을 이용 냉 가압

(cold press) 기법을 이용하여 열전 후막을 유연 기판위

에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열전 소자를 제조하였다. 상

기와 같이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유연 열전 소자에 응

용가능한 유무기 복합 열전 소재를 제조하고자 하는 다

양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11) 기존에 보고된 연구 사

례들을 통해 복잡하지 않은 공정들로 제작한 열전 재

료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연성

이 우수한 전도성 고분자의 함유량에 따른 Bi2Te3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많지 않고, 앞서 언급한 논문

들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 ZT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2Te3 파우

더를 볼 밀링(ball milling)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이를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oly(4-

styrenesulfonate) (PEDOT:PSS)에 분산한 후 기판위

에 스크린 프린팅 하였으며, 그 후 농도에 따른 전기적 

열전 성능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Bi2Te3 파우더의 제조를 위해서 일반적

인 고상 합성법이 사용되었다. Bi, Te 과립(granules)를 

각각 2:3 조성에 맞추어 지름 12 mm 의 쿼츠(quartz) 

관 안에 넣은 후, 쿼츠 관을 10-4 torr 이하의 진공도

에서 밀봉(sealing)하였다. 밀봉(sealing)된 진공관은 

rocking furnace를 이용하여 1070 K 온도에서 10 시

간동안 열처리 후 물을 이용하여 퀜칭(quenching) 되

었다. 다결정 Bi2Te3 잉곳(ingot)은 질소가 충전된 채

로 24시간동안 볼 밀링 공정을 통해 파우더로 분쇄되었

다. 그림 1(a)에서 보이는 것처럼 분쇄된 Bi2Te3의 입자 

직경은 10 μm 이하였으며, 균일한 직경 분포를 보여주

고 있음을 전계방사형 주사전자 현미경(FE-SEM)을 이

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1(b)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X-ray 회절분석법(XRD)을 이용하여 분쇄된 분말이 

Bi2Te3 조성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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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프린팅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제조된 Bi2Te3 

파우더를 PEDOT:PSS에 각각 15 wt%, 30 wt%, 45 

wt%, 60 wt% 의 비율로 24시간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

합한 후, 스크린 프린팅 전 분산도를 높이기 위하여 초

음파(sonication)를 이용하여 60분간 처리를 해주었다. 

Bi2Te3파우더/PEDOT:PSS 복합체는 실리카(silica) 기

판위에 스크린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여 코팅되었다. 코

팅 전 실리카 기판은 아세톤 및 에탄올 이용하여 표면 

세정을 실시하였고, 스크린 프린팅 전 친수성 기판 상

태를 형성하기 위하여 산소 플라즈마(oxygen plasma)

를 이용하여 10분간 표면처리를 진행하였다. 스크린 프

린팅 후 Bi2Te3파우더/PEDOT:PSS 복합체에 함유되

어 있는 유기 용제(organic solvent)의 휘발을 위하여 

10-3 torr 이하의 진공도 및 353 K의 진공 오븐에서 60

분간 열처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Bi2Te3 파우더의 소

결을 위하여 열처리 로를 이용하여 650 K에서 5분간 열

처리를 진행하였다. Bi2Te3파우더/PEDOT:PSS 복합체

의 미세구조는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Jeol, JSM 

6700F)를 이용하여 관찰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 (a)에 Bi2Te3 파우더가 45 wt% 분산되어 있는 

샘플을 이용하여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 후 소

결된 Bi2Te3파우더/PEDOT:PSS 복합체의 단면 미세구

조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이미지가 나

타나 있다. 그림 2 (a)에서 보는 것처럼 Bi2Te3파우더/

PEDOT:PSS 복합체는 기판위에 탈착 없이 잘 붙어서 

균일한 높이로 코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높이

는 약 10 μm 정도로 관찰되었다. 또한 그림 2 (b)의 에

너지 분산 X선 분광법(EDS)을 이용한 원소 별 스캔 이

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Bi, Te가 복합체 전체에 걸쳐 

Fig. 1.   (a) FE-SEM image of Bi2Te3 powder after ball-milling 

and (b) XRD patterns for Bi2Te3 powder.

Fig. 2.   (a) Cross-sectional FE-SEM image of Bi2Te3 powder/

PEDOT:PSS composites on the silica substrate and (b) 

corresponding EDS elemental mapping and over rap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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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S 원소 역시 복합체 전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PEDOT:PSS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Bi2Te3 파우더가 15 wt%, 30 wt%, 45 wt%, 60 wt% 

의 비율로 섞인 각각의 샘플의 전기전도도 측정을 진

행하였다. 각각의 샘플의 전기전도도 측정은 상온에

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측정은 외부 열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 차단 글로브 박스(glove box)

안에서 진행되었다. 각 샘플의 전기전도도는 반 데르 

포우(Van der Pauw) 방법에 의해서 나노 볼트 미터

(nanovoltmeter, Keithley Instruments Inc., Model 

2182)과 current source (Keithley Instruments Inc., 

Model 236)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그림 3 (a)에 각각

의 샘플의 전기전도도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

는 것과 같이 Bi2Te3 파우더의 함량이 늘어날수록 전기

전도도가 일차원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Bi2Te3 파우더의 함량이 늘어날수록 PEDOT:PSS

의 S 원소가 Te 를 치환 함으로써 전도성 고분자인 

PEDOT:PSS의 전기전도도의 저하(degradation)가 일

어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 결과는 

EDS 결과와도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샘플의 제벡 계수는 특별히 제작된 측정 시스템

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측정 시스템은 두 개의 펠티어

(Peltier) 소자 및 두 개의 열전대(thermocouple)를 이

용하여 측정 시스템의 양단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할 때 

그 사이의 전압을 나노볼트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두 개의 펠티어 소자 사이에는 일

정한 온도 구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때 

양단간의 온도(dT)는 두 개의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전압차이 (dV)를 측정하여 S(=dV/dT)를 계

산하였다. 그림 3의 (b)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벡 계수

는 전기전도도와 달리 Bi2Te3 파우더의 증가함에 따라 

제벡 계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60 wt% 정도까

지 Bi2Te3 파우더가 증가하였을 때는 갑자기 제벡 계수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Bi2Te3 함유량이 늘

어남에 따라 제벡계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은 

다른 유기물-무기물 복합체의 제벡 계수 측정 결과에서

도 관찰되고 있으며12), 이는 유기물-무기물 복합체에서 

무기물 파우더의 산화 및 예상치 못한 도핑(doping)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 되어진다. 측정된 전기전도도와 

제벡 계수를 바탕으로 계산된 파워 팩터(power factor) 

결과가 그림 3 (c)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60 wt% 의 Bi2Te3 파우더를 포함하고 있는 샘플의 

경우 그 값이 다른 샘플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

Fig. 3.   (a) Electrical conductivity, (b) Seebeck coefficient, and 

(c) power factor of the Bi2Te3 powder/PEDOT:PSS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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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이는 낮은 제벡 계수 및 전기전도도로 인

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주목할 점은 15 ~ 45 wt%의 

샘플의 경우 제벡 계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워 

팩터 계산 값이 전기전도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향후 Bi2Te3 파

우더 함량에 따른 복합체의 전하 농도와 열전도도에 대

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B i-Te계 열전 재료와 전도성 고분자 물질 

PEDOT:PSS 복합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 가운데 간단

한 방법으로 유연한 열전 소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였고 모두 ZT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Bi2Te3와 PEDOT:PSS의 혼합비에 따라 열전 특

성 연구를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상

합성 및 볼 밀링을 이용하여 Bi2Te3 파우더를 손쉽게 제

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PEDOT:PSS와 복합체를 만들어 

두께 10 μm 정도의 코팅막을 형성하였다. 또한 Bi2Te3 

파우더/PEDOT:PSS 코팅막의 열전 특성을 측정하였으

며, Bi2Te3 파우더 함량에 따라 그 파워 팩터 값의 변화

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는 향후 플

렉서블(flexible) 열전 모듈 및 유무기 열전 복합체의 제

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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