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열에너지로부터전기에너지로의변환효율상한

은카르노효율로써결정되며식(1)에나타내었다.

(1)

여기서 Th는공급하는열의온도이고 Tl은저온쪽

의온도이다. 이식으로부터가능한고온의열을이
용하는것이높은효율을얻을수있는것을알수가

있다. 또한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경
우의 효율은 식(2)와 같이 정의 된다. ZT (T는 고온
쪽과 저온 쪽의 평균온도)의 물리학적 의미를 조사
하기위해식(2)으로부터 ZT를뽑아내어 ZT와열효
율의관계를보면다음과같다.

(2)

(3)

(4)

(5)

(6)

(7)

(8)

여기서Cp는정압비열, ΔT는온도차, R은저항이
다. 식(2)는식(4)와같이근이가가능하다. 식(3)에서
α=v/ΔT의관계로부터식(4)와식(5)가성립한다. 식
(5)의RCp는물리적으로단위길이당의“σ

-1K"와같은
의미를갖기때문에식(6)과식(7)과같이볼수가있
다. 식(7)에서ZT를도출하면식(8)과같이된다. 식(8)
의 ZT는식(1)의계수의부분에상당함으로열전직
접변환에서재료가갖는열전변환효율을나타내는

것으로이것이클수록높은열전변환효율이기대된

다. 즉고온이될수록식(8)의 ZT항과ΔT/T항은동
시에크게되기때문에고효율의열전변환이가능하

다 [1].
이러한관점에서중고온영역의 Oxide계열전모

듈과 Skutterudite계 열전모듈은 고온에서 우수한
열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있다. 또한지표면구성물질중에풍부한소
재들로서가격이저렴한것또한장점이다. 

2. Oxide계 열전모듈 연구

2.1  Oxide계열전모듈기술
Oxide계 열전모듈의 연구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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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독보적인연구가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산업기술종합 연구소 (AIST)의 Funahashi
그 룹 은 Ca2.7Bi0.3Co4O9의 p형 산 화 물 및

La0.9Bi0.1NiO3의 n형산화물로부터 1.3 mm × 5 mm
크기의유니커플 140쌍으로구성된소형모듈을제
작하여 TH = 1,072K, ΔT = 824 K에서 4.4 V, 150 mW
출력을보고하였으며, 또한그들은유니커플 54쌍을
파이프형의 30 cm 길이로연결한모듈을제작하여
TH = 1,273 K에서 1.5V, 280 mW 출력을보고하였다
[2,3]. 또한 p형 Ca3Co4O9소재와 n형 CaMnO3소재

를사용하여 0.5 × 0.5 × 0.45 cm3의모듈 8쌍을연
결하여 TH = 897 K, ΔT = 565 K에서 1.0 V, 180 mW
의 출력을 보고하는 [4] 등 일본 내에서도 최고의
Oxide계모듈기술을보유한연구그룹으로알려져
있다. 그 외에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의 Takeshi 등은 p-형NaCo2O4 leg (3 x 4 x 10
mm)과 n-형 ZnO leg(3 x 4 x 10 mm) 들을 12쌍연결
하여 TH = 934K, ΔT = 455K에서 0.79 V, 52.5 mW를
보고하였다 [5].
국내에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필자 연구그룹

에서 p형 Ca3Co4O9와 n형 (ZnO)4In2O3의 n형 산화
물로부터 1.5 cm × 2.7 cm 크기의 44쌍으로구성된
모듈을제작하여 TH = 1,110 K, ΔT = 837 V에서 3.25
V, 432 mW가 얻어져 꼬마전구와 소형모터를 가동
시켰으며 [6] 이후에 p형 Ca3Co4O9와 n형 CaMnO3
의소재로 0.8 × 0.8 × 0.8 cm3유니커플을제작하여

Funahashi 연구그룹에버금가는출력결과를얻었
다.

2.2  n형 Oxide계열전소재기술
n형 Oxide계 열전소재의 경우 크게 층상형 열전

소재와 Perovskite형열전소재로서구분할수있다.
먼저 Perovskite계 열전소재의 경우 CaMnO3계,
SrTiO3계, LaNiO3계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
CaMnO3는인가된자장에따라저항이급속하게바

뀌는 자기저항 특성이발견되어 자기 기억 소자또

는 Switching 소자의 이용을 위한 연구가 되어왔지
만최근열전재료로써각광받고있다. Mn의경우
Mn+4와 Mn+3가 혼재하여, 전기중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산소가부족한 CaMnO3-δ형태의구조가되고,
이과정에서 Jahn-Teller 효과등에의해국소적인격
자왜곡 (Lattice distortion)이일어나게된다. Ca+2 자

리에 이온반경 크기가 다른 일련의 +3가 원소들을
치환함으로써Carrier density를증가와더불어격자
왜곡을더욱크게만들어 Carrier mobility를변화시
킴으로서열전특성의향상을크게가져올수있었으

며 Funahashi 등은 Ca0.9R0.1MnO3에대해보고하였

으며 이중 R = Yb 조성에서 최대의 성능지수 (ZT)
1.6 (1,000 K)을 얻었다. 한편 세라믹기술원에서는
Ca1-xRxMnO3 (R: Pr, Nd, Sm)에서첨가량과첨가제
변화실험을통해 Pr 10 mol% 도핑의조성에서최대
의 출력인자 (Power factor) 3.98×10-4 W/mK2

(1,132 K)를보고하였다.
한편 n형층상열전소재에대해서는, ZnO의경우

에높은열전특성이보고되었으며이 ZnO계에서는
ZnO의격자내부로용해되어들어갈수있는원소
의양이한정적이므로고용한계가존재한다. 따라서
이고용한계를고려한균질한고용체형성이필요하

고 ZnO 결정격자내부로 Point defect를유발시킴으
로써 Phonon 열전도도감소를위한연구가활발하
다. 

2.3  p형 Oxide 열전소재기술
p형열전소재의경우역시크게층상형열전소재

와 Perovskite형열전소재로써구분할수있다. 먼저
층상형열전소재의경우그림과같이 CoO2층을기

그림 1. 일본의 Oxide계 열전모듈 기술 [2-5].



본으로 한 여러소재들이 주로 일본에서 먼저 발견

되어보고되었다. 가장먼저우수한열전물성을갖
는것으로먼저보고되어 Oxide계열전반도체의가
능성을 보인 것은 NaCo2O4였다. NaxCo2O4에는

CoO2층을갖는 4종류의결정상 : β(X = 0.67), r(X =
0.70), α(X = 1.0) α'(X = 0.75) 이존재하고그들중에 r
상과α'상 (위의원자가조건을만족)이우수한열전
성능을나타내는것으로알려져있다. NaCo2O4계의

단결정및저차원나노구조의열전물성은일본에서

주로연구되었으며최대 ZT = 1.0 이상의값이보고
되고있다.
최근 세라믹기술원에서는 Intercalation/

exfoliation 기법을 사용한 격자구조를 제어법을 통
해단결정이아닌다결정벌크소재에서도임계성능

이상의 ZT값이 구현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
하였다. 
한편 가장 열전모듈용 소재로서 많이 보고되고

있는Ca3Co4O9의결정구조는 1970년단결정이합성
된이후에도완전히해석되지않았으나Misfit 층상
구조로 CoO2와 Ca2CoO3 두 개의 Monoclinic sub
system으로구성된층상이 c축을따라번갈아적층
되어있으며 b축을따라서 Sub system의misfit에기
인하여 잘 일치하지 않는 Modulate 구조를 갖는다
고 해석되었다 . 최근 일본의 연구 그룹에서는
Ca3Co4O9계에서도Carrier filtering effect에의한ZT
0.6 이상의물성이보도된바있으며 [7], 세라믹기술
원에서는 SPS (Spark Plasma Sintering) 공정최적화
와배향도/결정화도증진을통해다결정벌크의 ZT

= 0.4 이상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Misfit
layered cobalt oxides 계에서는 단결정이나 저차원
나노구조 (휘스커)의경우에 ZT = 1.2 이상의값들이
보고되고있다.

Perovskite계 열전소재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먼
저 보고되었으나 최근 세라믹기술원에서는

SmCoO3 Peroskite계신규열전조성에대해서일본
의보고에버금하는ZT값을보고하였다. 

3. Skutterudite계 열전 모듈 연구

3.1  Skutterudite계열전모듈기술
에너지 소비의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

분야에서 미활용에너지의 재생을 통한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의필요성이매우큰가운데, 자동차배·
폐열을이용하여연비를개선하고자하는연구개발

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DOE : Department of Energy)와GM, Hi-
Z社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응용 연구를 수행하여
Hybrid SUV용 180 W급 TEG, GM Sierria pickup 트
럭용 330 W급 TEG 및대형트럭용 1 kW급배열회
수발전기 (TEG)를제작하여 2004년실차적용시험
을 통해 중저온용 TEG의 자동차 응용 가능성을 검
토한 바 있다. 미국 DOE가 지원하는“Freedom
CAR and Vehicle Technologies Program”은 2014년
까지자동차연료효율 10% 향상과출력 1 kW를목
표로하고있다. 한편최근개발되고있는열전발전

모듈로서는 열원의 효율

적 변환을 위해 전달되는

열의 온도에 적절히 대응

할수있게각온도대에최

적화한 열전소재들을 경

사기능화한 복합형 열전

발전모듈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같은복합형열
전발전모듈로서는고온부

및 상온부 열전소재를 함

께 결합하여 경사기능화

한 세그먼트형 , (Seg-

2200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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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양한 Misfit layered cobalt oxides계 열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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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ed)형과온도분포에따라중온, 중저온, 상온용
단일열전소재로격층화한캐스케이드 (Cascade)형
으로구분되어질수있다.

Skutterudite계열전모듈의연구는미국에서가장
활발히연구가진행되었다. 2005년부터미국에너지
부가 주관하는“Freedom CAR and Vehicle
Technologies Program”을통해국가주도적으로개
발하고있으며대표적관련연구팀으로는 GM社를
중심으로 BNL, ONRL, UM, MSU 등의산학연연구
팀, 독일의 BMW社를 중심으로 한 BSST社 Visteon
社 연구팀 , 그리고 미국의 NASA JPL, MSU,
Tellurex, ISU 연구팀등의 3개팀이알려져있다. 그
중에서도 Cascade형 복합모듈의 대표 주자로써 미
국의 GM 그룹은 자사 SUV 자동차 머플러에
Skutterudite계를포함한열전발전모듈을장착하여

600 W 이상의 출력 값을
보고하였다 [8]. Segment
형 복합모듈의 대표로서

BMW社 역시 자동차 머
플러에 Skutterudite계를
포함한 복합모듈을 장착

하여 500 W 이상의 출력
을 보고하였다 [8]. 특히
미시건 주립대학에서는

Skutterudite계 모듈만을
사용하여 200 W 이상의
출력값을 보고하였다 [8].
또한 미국의 Jet Propul-

sion Lab.(JPL)의경우 Segment형복합Unicouple을
제작하여 1.6 W 이상의출력을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필자 연구그룹

에서 1.0 cm 직경과 × 1.0 cm 높이를 갖는

Unicouple의출력을보고하여△T 500 ℃이하에서
0.8 W 이상의출력을보고하여미국의연구구릅의
결과에상응하는결과를보고하였다.

3.2  Skutterudite 계열전소재기술
2원계 Skutterudite 화합물의결정구조는두개의

Void를 포함하는 32개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Im3 공간군으로써입방정격자에 6개의 4각형에
가까운 Sb 원자고리를포함한다. 결정구조에포함

그림 5. n형 Skutterudite계 열전특성. 

그림 3. 미국의 Skutterudite계 열전모듈 연구.

그림 4. 세라믹기술원에서 제작한 Skutterudite계
Unicouple.



되어있는 두 개의 Void는 이종원자로 채워져 다른
원자들과는독립적으로진동한다. 이것은포논을 3
차원공간으로산란시키기에적합하며포논산란센

터의 역할을 하며 이를 Rattling 효과라 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Rattler 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
분율 (Filling fraction)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있으며, n형의경우 J. Yang 과C. Uher 등은각
각 800 K에서 ZT = 1.43과 1.36을보고하였다 [9,10].
그림 5와 6은보고되고있는다양한온도영역의열
전소재군과 Filled-skutterudite의 무차원 열전성능
지수 (ZT)를 n형과 p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다

이와같은메커니즘으로열확산도감소에결정적

역할을하여전하와포논의독립적인제어가가능하

다. 한편 진성 CoSb3에 원자가가 다른 원자를 치환

하여 3원계 혹은 4원계 고용체를 형성할 경우 전하
농도증가에따른전기전도도향상과더불어전하운

반자의 유효질량 (Carrier effective mass)의 증가에
의한 제백계수 증가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한편
Skutterudite계열전소재의열전도도제어를위하여
격자산란을 유도하는 방법은 Rattling 효과 외에도
도펀트에 의한 전하 운반자와의 산란, 내각 전자의
여기 (d- 또는 f-shell)에의한산란, 혼합전자가에의
한산란, 격자결함에의한산란등도고려되고있다.
국내에서는 충주대학교와 한국세라믹기술원 위주

로소재연구가개발중이며 n형의경우 ZT = 1.1 이

상의값이보고되었으며, p형의경우 ZT = 0.6 이상
의값이보고되었다.

4. 결 론

Oxide계 열전모듈 연구는 1997년부터 소재연구
가 시작되어기타 열전 재료보다 역사는비교적 짧

지만일본을중심으로활발하게연구가진행되었으

며비록낮은성능지수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도고온용모듈로서, Oxide계모듈의이용
가치는유효하다. 화학적으로안정하여고온에서장
기적으로사용될수있으며친환경적이고가격이싸

고가벼운것이Oxide계모듈의사용시큰강점이라
하겠다. Skutterudite계 열전소재의 경우 자동차용
열전발전모듈로써가장활발하게연구되고있는소

재로써 세계 메이저 자동차 회사의 경우 모두 이

Skutterudite계 열전발전 모듈을 장착하여 연비를
5% 이상향상시키는연구를진행중이며그중에서
도미국의자동차회사들을중심으로 5년안에상용
화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중심으로 지경부 산하 에너지

기술평가관리원의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사업
기간 2008. 12 ~ 2011. 10)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기간 2009. 6 ~ 2013. 5.)
의 수행한결과 이 중고온용 모듈기술개발에 많은

성과가있었으며이들사업의수행전 5년이상격차
가 나던 경쟁국 (미국,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현재
1~2년안으로줄일수있었으며 2단계사업을통해
서 세계최고의기술로 도약할 수 있도록준비 중에

있다.  

참고 문헌

[1] W.-S. Seo and K. Koumoto, OHM, 95/3, ニュ-マテ
リアルの挑戰, 65-68 (1995)

[2] R. Funahashi M. Mikami T. Mihara, S. Urata, and
N. Ando, J. Appl. Phys. 99, 066117 (2006)

[3] R. Funahashi, S. Urata Int. J. Appl. Ceram.
Technol., 4 [4] 297 (2007)

2222 테마

Special Thema

그림 6. p형 Skutterudite계 열전특성. 



전기전자재료 제24권 제7호(2011년 7월) 2233

<< 테마기획 : 열전기술현황

[4] S. Urata1, R. Funahashi1, and T. Mihara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rmoelectrics 501
(2006)

[5] T. Souma1, M. Ohtaki, K. Ohnishi, M. Shigeno, Y.
Ohba, and T. Shimozak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rmoelectrics 38 (2007)

[6] S.-M. Choi, K.-H. Lee, C.-H. Lim, W.-S. Seo,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52 335 (2011)

[7] N.V. Nong, N. Pryds, S. Linderoth, and M. Ohtaki,
Adv. Mater., in press (2011)

[8] DOE Thermoelectric Applications Workshop, San
Diego; 4 January (2011)

[9] X. Shi, H. Kong, C.-P. Li, C. Uher, J. Yang, J. R.
Salvador, H. Wang, L. Chen and W. Zhang, Appl.
Phys. Lett. 92, 182101, (2008)

[10] H. Li, X. F. Tang, Q. J. Zhang, and C. Uher, Appl.
Phys. Lett. 94, 102114, (2009)

저|자|약|력|

성 명：최순목

◈ 학 력
·1993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세라믹공학과
공학사
·1995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세라믹공학과
공학석사
·2000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세라믹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2000년 - 2007년 삼성전기 중앙연구소, LCR사업부

책임연구원
·2003년 - 2005년 Pennsylvania State Univ.

Post-doc. 연구원
·2007년 - 현재 한국세라믹기술원 그린세라믹본부

선임연구원

성 명：서원선

◈ 학 력
·1982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세라믹공학과
공학사
·1988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세라믹공학과
공학석사
·1992년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공업화학
공학박사

◈ 경 력
·1992년 - 1999년 일본 나고야대학 공학연구과

조교수
·1999년 - 2000년 일본 나고야대학 공학연구과

부교수
·2000년 - 현재 한국세라믹기술원 차세대사업단장,

기술지원본부장, 그린세라믹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