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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피부를 모사한 유연성 질감 제시 장치

(Tactile Display Devic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가 정보전달과 주변 

환경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로부터 ‘따듯한 과학기술’
이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인은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청각과 촉감을 이용하게 된다. 
질감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온열감 제시의 수단

으로는 펠티에 소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용 

소자의 경우 제조공정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유로

운 형태의 온열감제시 모듈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펠티에 소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상온에서 우수한 성능지수

를 보인 Bi2Te3계 열전 변환 재료[1]를 이용하여 

성형이 용이한 박막형 열전 모듈의 제조공정에 

대해 연구 하였다. 둘째, 제작된 열전모듈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전기전도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과 열전모듈의 열전 특성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2].

2. 열전 모듈의 공정 과정

본 연구에서 열전박막의 경우 스크린프린팅 기

술을 이용한 bottom-up 방식으로 제조하였으며 소

결과정 없이 제작되었다. 
PI나 OHP 필름 기판 위에 하부전극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Ag paste를 스크린프린팅 기술로 인쇄하

였다. 이 위에 P형 Bi2Te3계 원재료와 전도성 폴리머

를 혼합하여 만든 paste를 인쇄하였다. 

상부와 하부 전극이 연결 되도록 프린팅 후 압착

기로 압력을 가하며 경화시켰다. 
열전 현상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K 타입의 

범용 thermocouple(T/C)을 사용하였고 면 저항은 

4 point prove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단일 열전 모듈 양단에 0.1 ℃ 온도 차에 따라 

약 0.01 ㎷의 전압을 보였다. 120 ㎷ 52 ㎃ 인가 

시 양단에서 각각 +1.2 ℃, -0.4 ℃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전도성 폴리머를 용매로 사용했을 경우 향상

된 열전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1)

Fig. 1  Output temperature of the thermoelectric module 
fabricated by screen-printing technique.

4. 결론

스크린 프린팅 공정으로 인쇄한 열전 박막에  

압력을 인가하여 경화시켰을 때 +1.2 ℃, -0.4 ℃의 

온도변화를 나타내는 열전 박막을 제작할 수 있었

다. 향후 열전 박막의 원재료 변화와 다중접점 구조

를 가지는 열전모듈 형성을 통해 상용 열전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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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수준의 성형성이 우수한 열전 모듈을 제조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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