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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지용 FeS2 미세 분말의 제조 및 열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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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2 미세 입자가 열전지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볼밀법을 이용하여 미세화 입자를 제조하고 그 미세
구조 및 열안정성을 평가하였다. FeS2의 평균 입자크기와 입자분포는 볼밀 시간에 따라 변하였다. 평균 입자크기는 
10 h 볼밀 처리 후, 98.4 µm에서 1.01 µm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볼밀 시간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응집이 증가하고 
입자 크기의 분포가 넓어지기 때문에 평균 입자크기는 증가하였다. 결국, 170 h의 볼밀을 시행한 후에 가장 좁은 크기의 
단일 입자 분포를 가지는 FeS2 미세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입자가 분쇄됨에 따라 FeS2의 열 안정성은 불안정해 
졌으며, 미세 입자 사이즈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전의 FeS2보다 27% 낮아졌다.

Microstructure and thermal stability of mechanically ball milled FeS2 were investigated. The average particle size and dis-
tribution of FeS2 powder were changed in two steps with the increased ball milling time. The average particle size drastically 
decreased from 98.4 µm to 1.01 and 0.89 µm after ball milling of 10 h and 30 h, respectively. However, the distribution 
was broad and a shoulder appeared at 2 µm because the pulverization was still in process at 10 h ball milling. After 60 
h ball milling, the distribution became narrower. After ball milling of 120 h, the average particle size increased because of 
FeS2 particle agglomeration. Therefore,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became broaden again. Finally, after ball milling of 170 
h, FeS2 with the narrowest size distribution can be obtained. Thermal stability of FeS2 was unstable as the FeS2 particle was 
pulverized. Therefore, the activation energy of the fine size particles is 27% lower than that of the as-received F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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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열전지는 상온에서는 전해질이 고체염 상태인 비활성 상태를 유지

하며 작동을 하지 않다가 필요한 시점에 착화기를 이용해 전해질을 

용융시켜 고온에서 작동하는 전지로써 구조적 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장기 보관성이 우수한 전지이다. 이러한 열전지의 신뢰성 및 장기보

관성 등의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도무기 등의 전원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대표적인 열전지 전극으로 음극은 Li (Si), 양극은 FeS2 

(Pyrite)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해질은 LiCl-KCl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Li (Si)/FeS2 열전지는 작동 중에 높은 내부저항을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열전지의 부품 중 양극으로 사용되는 FeS2

의 저항이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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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CoS2나 NiS2와 같은 새로운 전극재료 

및 프라즈마 스프레이(plasma spray)법과 같은 신개념 전극재료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전극재료나 제조공

정 등은 기존 FeS2 전극에 비해 고가이며 제조장비 비용 및 공정 변경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3-5]. 
일반적인 전지의 전극은 활물질 입자가 작은 경우 반응면적이 증가

하고 저항도 감소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휴대용 전자기기가 급증하면서 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튬전지에도 전극활물질을 나노화하여 그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열전지 양극용 FeS2의 저항 감소를 위하여 

입자크기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연구도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는 어떤 FeS2입자 크기가 최적의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또 그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Horn 등이 입자크기가 10 µm 이상인 입자와 50 nm FeS2 입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50 nm입자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

를 발표하였다[6,7]. Feng 등은 자연산 FeS2와 500 nm입자의 FeS2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8]. Ahn 등은 FeS2의 

평균입자 크기 0.85 µm인 경우가 2.8과 0.6 µm입자크기일 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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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received FeS2 powder

(b) Ball-milled (170 h) FeS2 powder
Figure 1. SEM images of as-received FeS2 powder (a) and ball-milled 
FeS2 powd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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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D patterns of the as-received and ball-milled FeS2 powder.

Table 1. Activation Energy of As-received and Ball-milled FeS2

Powder
Ea (kJ/mol)

As-received FeS2 151

Ball-milled FeS2 110

초기 방전 용량이 더 큰 것으로 발표하였다[9]. Zhang 등은 FeS2를 

나노입자로 만들어 사용할 때보다 약 1 µm정도의 입자를 사용할 때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발표하였다[10]. 또한 Au 등은 FeS2를 

고에너지 볼밀로 나노입자화 시켰을 경우 분쇄 전에 비해 열적 안정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이 향상된다고 발표하였다[11]. 

열전지의 작동환경인 약 500 ℃에서 용융된 전해질염 중의 Li이온의 
낮은 확산속도로 인해 열전지의 작동 중 완전한 전기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열전지 전극활물질 중 일부만 전기화학반응에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열전지 전극활물질의 미세화를 통해 
전기화학반응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에너지밀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전지의 양극 활물질인 FeS2의 미세화를 

통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볼밀법을 이용하여 볼밀시간에 

따른 FeS2의 미세 분말을 제조하고, 제조된 미세분말의 조직변화 및 

열적 안정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FeS2 미세 분말 제조

실험에 사용된 FeS2는 Linyi사(중국) 제품(순도 99% 이상)을 사용

하였다. 미세 분말 제조를 위하여 테이블 볼밀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볼은 지르코니아 볼로 지름이 각 20, 10, 5 mm를 1 : 1 : 1 
비율로 FeS2분말과 1 : 1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볼밀링은 아르곤분

위기 하에서 메탄올을 3000 cc혼합하여 습식볼밀을 하였으며, 10, 30, 
60, 120 그리고 170 h 수행하였다. FeS2의 경우 건식볼밀을 실시할 경우 
FeS2 분말이 볼밀과정에서 서로 뭉쳐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습

식볼밀로 분쇄를 실시하였다. 

2.2. 실험 분석

볼밀 처리되지 않은 FeS2 분말과 볼밀 처리된 분말에 대한 입도분

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도분석기(DBI사의 BT-2003모델)를 사용하였

으며, 미세 분말의 표면형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Jeol사의 JSM-5900모델)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볼밀 처리된 분

말에 대한 결정구조 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XRD, Brucker사, radiation 
source Cu Kα (λ = 1.54 Å))를 사용해 실시하였고, 열량분석 및 열

중량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TA-instrument사의 DT/TGA (Q600)장비를 

사용하였다. FeS2 분말의 열적 안정성 및 열량분석은 상온에서 N2 가

스를 10 cc/min의 유량으로 분석기 내부로 유입시켜 불활성 분위기를 

만든 상태에서 10 ℃/min의 승온속도로 700 ℃까지 열량 및 열중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볼밀 처리 전후의 FeS2 분말(100∼325 메쉬)에 
대한 등온상태에서의 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TGA에서 450, 500 
및 550 ℃에서 시간에 따른 무게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시 200 ℃/min 
이상의 승온속도로 측정온도까지 승온시켰으며, 질소가스를 100 cc/min
으로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볼밀 처리된 FeS2 분말의 미세구조 및 구조 분석 

볼밀 처리에 의하여 FeS2 분말의 미세구조 및 구조가 어떻게 변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세구조 및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1 (a)는 볼밀 전의 미세구조를 나타내며, Figure 1(b)는 본 실험에서 가

장 오래시간 볼밀 처리된 170 h 볼밀 후 FeS2의 미세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Figure 1 (a)에서는 전형적인 평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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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s-received FeS2 powder                                   (b) Ball-milled (10 h) FeS2 powder

    

                  (c) Ball-milled (30 h) FeS2 powder                                  (d) Ball-milled (60 h) FeS2 powder

    

                (e) Ball-milled (120 h) FeS2 powder                                    (f) Ball-milled (170 h) FeS2 powder
Figure 3.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FeS2 as a function of ball-mill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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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particle size of FeS2 powder as a function of ball-milled 
time.

날카로운 면 형상의 FeS2 (Pyrite)를 보인 반면, 볼밀 처리 후에는 

Figure 1(b)에서 처럼 형상변화 및 미세화된 구조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Figure 2는 볼밀 전, 후의 XRD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볼밀 전, 후 거의 유사한 회절패턴

(diffraction pattern)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볼밀 후 200면과 210, 
211면의 피크가 더 크게 성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들이 성장

한 이유는 170 h 동안 볼밀하면서 결정면에 전단응력(shear force)이 

가해져 200, 210, 211면으로 결정구조가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
체적인 볼밀 전, 후 회절패턴은 JCPDS card No. 42-1340에 나타난바

와 같이 pyrite의 단일상으로 볼 수 있으며, Pa3 space 그룹을 갖는 입

방결정구조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12-14].

3.2. 볼밀 시간에 따른 입도분석

볼밀 전후의 FeS2 분말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

었다. 볼밀 전 초기 FeS2 분말의 입자크기는 평균(D50)이 98.4 µm이

었으며, 10 h 볼밀 후에는 1.01 µm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볼밀 10 h 후 아직 분쇄되지 않고 남아 있는 FeS2

분말에 의해 입도분포가 2 µm에서 작은 피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30 h 분쇄 후 10 h 볼밀 후 분쇄되지 않아 나타난 2 µm에서의 피크는 

사라졌으며 입자크기도 10 h 분쇄 후 보다 약 12% 정도 감소되었으며, 
D50은 0.89 µm이었다. 60 h 분쇄 후 D50은 약 0.73 µm로 분쇄 후 

30 h 후보다 약 18% 줄어들었다. 60 h까지 분쇄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서서히 입도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Figure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볼밀링 시간에 따라 평균 입자크기 

및 분포도가 달라졌으며, 10 h 밀링 후 입자크기가 평균 98.4 µm에서 

1.2 µm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미세화가 진행 중이었으며 입자 

분포도 넓게 분산되었다. 약 30 h 경과 시 입자크기가 더 감소되고, 
입자분포도 좁게 분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60 h 후 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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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TG-DTA curves of as-received (a) and ball-milled (b) 
FeS2 powder. Figure 6. The loss in weight of as-received FeS2 powder as a function 

of time at isothermal state.

Figure 7. The loss in weight of ball-milled (170 h) FeS2 powder as 
a function of time at isothermal state.

시간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입자가 다시 뭉쳐져 입도가 증가되고 

분포도 다시 넓게 분산되는 2단계 분쇄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170 h 
경과 시 최적의 입자분포도와 미세한 FeS2 분말이 생성됨을 확인하였

다. Ding 등은 나노입자의 FeS2 분말은 기계적 볼밀을 고체 분산물질

과 함께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나[15,16], 본 실험에서

는 Figure 3의 입도분석 결과 FeS2 분말에 대한 에탄올을 이용한 습식 

분쇄를 이용하였으며 에탄올 습식 분쇄 시에는 나노사이즈의 FeS2 분

말로 분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적인 기계적 볼밀에 의

한 FeS2 분쇄 시 고체분산물질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나노입자크기

로 분쇄가 볼밀시간을 증대시키더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Au는 고에너지볼밀을 통해 나노입자사이즈의 FeS2분

말을 제조하였으나[11], 본 연구에서는 볼밀을 실시한 결과 나노사이

즈의 FeS2는 일반적인 볼밀방식을 통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3.3. FeS2 미세 분말의 열 안정성 

기존 FeS2 분말과 볼밀 후 FeS2 분말의 TG/DTA 분석결과를 Figure 5
에 나타내었다. Pemsler 등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FeS2의 온도에 따른 
중량감소는 분해에 의한 것으로 기인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가 주요 

중량감소의 원인으로 평가하였다[16].

FeS2 → FeS1.14 + 0.86/nSn            (1)

초기의 FeS2 중량감소는 FeS2가 FeS1.14 (Pyrrhotite)로 제한된 조성

으로 분해되면서 이루어진다. 본 실험에서도 TGA분석을 통해서 FeS2

와 FeS1.14로 분해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에서 기존 

FeS2의 경우 697 ℃에서 23.12%의 중량감소는 이론적인 값(22.98%)
과 아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eS2에서 FeS1.14 분해에 

대한 Pemsler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볼밀 처

리한 FeS2의 TGA 분석결과는 기존 FeS2의 TGA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볼밀 된 FeS2 분말은 승온되면서부터 서서히 분해가 진행되며 

열전지 최적 작동온도인 500 ℃ 이하인 414 ℃에서 약 4.198%의 중량

이 감소하였다. 480 ℃에서는 약 9.52%의 중량감소가 있으며, 544 ℃
에서는 12.95%의 중량감소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볼밀 처리된 FeS2 

분말의 열 안정성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볼밀된 FeS2 분말은 

열전지 작동온도인 500 ℃에서 상당한 분해가 자가 방전 현상

(self-discharge)의 원인으로 되어 그 성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u는 볼밀 한 나노크기의 FeS2 입자가 기존 수십 µm의 FeS2에 

비해 열적으로 더 안정하다고 발표하였다[11]. Au의 연구결과에서 

볼밀 후 나노화된 FeS2는 약 500 ℃에서 분해가 시작된 반면 기존 

마이크로 사이즈의 FeS2는 약 360 ℃에서 열분해가 시작된다고 발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화 된 FeS2가 기존 FeS2에 비해서 열적

으로 불안정한 Au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 FeS2 분말의 경우 1000 ℃에서는 원래 

중량대비 74.3%가 남아 있었으며, 볼밀 한 FeS2 분말은 71.8%가 남아

있었다.  

3.4. 미세 분말의 열분해 및 활성화 에너지 

Figures 6과 7에 시간에 따른 온도별 중량변화를 나타내었다. 볼밀 

전 FeS2 분말과 170 h 볼밀 후 FeS2 입자에 대한 각 온도별 등온상태

에서의 중량변화 결과를 일차식으로 나타내었다. 
FeS2의 열분해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일차 반응

상수(k)를 아래 일차 반응속도 식을 이용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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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Arrhenius graph of as-received and ball-milled FeS2

powder.

ln            (2)

여기서 W(FeS2)는 시간 (t)에서의 FeS2의 무게를 나타내며, W(FeS2)o

는 초기상태의 FeS2의 무게를 나타낸다.
Figure 8의 Arrhenius 그래프를 이용하여 볼밀 전, 후 FeS2 대한 일차

반응식 (3)과 (4)를 구할 수 있었다.

lnk = 15.77 - 18,211/T (기존 FeS2)                 (3)

lnk = 9.85 - 13,350/T (볼밀 후 FeS2)               (4)

Figure 8의 Arrhenius 그래프를 이용해 각 FeS2 분말에 대한 열분해 

활성화 에너지(Ea)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는 FeS2에 대한 등온조건, 질소분위기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약 150 kJ/mol로 발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기존의 FeS2의 활성화 에

너지와 유사하였다[17].
그러나 볼밀 한 FeS2의 경우 110 kJ/mol로 볼밀 전에 비해 약 41 kJ/mol

이 감소하였으며, 이 결과는 Au[11]가 발표한 볼밀 후 입자가 감소할 

경우 열적인 안정성이 향상되는 결과와는 반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non-isothermal한 조건에서 측정된 Figure 5의 TG 결과와 일치하며 

FeS2의 입자 크기가 작아질 경우 열적으로 더 불안정해져서 열분해 

활성화 에너지가 27%정도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균 98.4 µm의 열전지 양극재 FeS2 분말을 

시간에 따라 볼밀을 수행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볼밀링 시간에 따른 입자크기 및 분포도가 달랐으며, 10 h 밀링 후 

입자크기가 평균 98.4 µm에서 1.01 µm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아직 
분쇄가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아 입자분포도 넓게 분산되었다. 약 30 h 
경과 시 이전에 분쇄가 되지 않았던 입자들까지 대부분 분쇄가 진행

되어 입자크기가 감소되고, 입자분포도 좁게 분산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 후 볼밀 시간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입자가 다시 뭉쳐져 입

도가 증가되고 이렇게 뭉쳐진 입자들에 의해 분포도 다시 넓게 분산

되는 2단계 분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최대 170 h 볼밀을 실시 후 가

장 좁은 입자분포를 나타내면서 평균입경이 1.46 µm까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FeS2 분말의 열적 안정성은 입자가 미세화 됨에 감소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볼밀 전, 후 FeS2 분말을 온도 변화에 따른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열분해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열분해 반응은 

일차 반응식과 일치하였으며, 활성화 에너지는 입자가 미세화 됨에 

따라 약 27%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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