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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2Te3계 열전소재

1. 서 론

열전현상은‥열에너지와‥전기에너지의‥직

접적이며‥가역적인‥변환‥현상으로,‥고체상태

의‥소재에‥전기를‥인가하여‥냉각하는‥열전냉

각‥(thermoelectric‥cooling)과‥소재‥양단의‥

온도차를‥발생하여‥전기를‥생산하는‥열전발전‥

(thermoelectric‥power‥generation)에‥응용

되고‥있다.‥현재의‥열전냉각‥기술은‥낮은‥효율

문제로‥냉장고,‥에어컨‥등‥범용냉각기술로의‥적

용은‥불가능하나,‥무진동/저소음의‥장점‥이외에‥

소형‥시스템‥구현‥시‥효율‥증가,‥고밀도‥냉각‥및‥

정밀‥온도‥제어가‥가능한‥특징으로‥차량용‥냉난

방‥시트‥(CCS,‥climate‥control‥seat),‥소용량‥

냉장고,‥냉온수기‥등‥소형‥시스템과‥광통신,‥반

도체‥부품‥등‥고밀도‥냉각‥및‥바이오,‥레이저‥설

비‥등에‥필요한‥정밀‥온도‥제어‥시스템에‥응용

되고‥있다.‥관련‥업체‥추산‥2015년‥열전냉각모

듈‥기준‥약‥5,000억원의‥시장이‥형성되어‥있으

며,‥적용‥제품‥확대로‥10%‥수준의‥높은‥연평균

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열전발전은‥낮은‥효

율,‥모듈화‥및‥시스템화‥기술의‥부재로‥현재는‥

군사용,‥우주선용,‥휴대용‥비상‥전원‥등‥매우‥제

한적인‥분야로‥응용이‥한정되고‥있으나,‥차량‥

및‥산업‥등에서‥발생하는‥다양한‥온도대역의‥폐

열을‥활용하는‥새로운‥에너지‥기술로‥그‥중요성

이‥부각되고‥있다.‥

‥Bi2Te3계‥열전소재는‥열전냉각과‥250℃‥이하

의‥저온용‥열전발전에‥적용되고‥있는‥상용소재

로,‥소재의‥열-전기‥변환‥효율을‥나타내는‥무차

원성능지수‥ZT‥ (=전기전도도×(제벡계수)2×

온도/열전도도,‥이‥식에서‥전기전도도×(제벡계

수)2을‥파워팩터라하며‥열전도도는‥전자/홀에‥

의한‥전자열전도도와‥포논‥(phonon)에‥의한‥격

자열전도도의‥합이다.)는‥상온에서‥p형‥소재‥약‥

1.0,‥n형‥소재‥약‥0.9의‥값을‥나타낸다.‥Bi2Te3
계‥열전소재는‥열전특성‥발현을‥위한‥최적의‥밴

드갭‥범위인‥~0.2‥eV‥수준을‥나타내는‥반도체‥

특성‥소재로‥그림‥1과‥같은‥2차원‥특성의‥결정

구조를‥형성하고‥있다.

Bi2Te3계‥열전소재의‥비교적‥높은‥열전성

능‥ZT는‥그림‥1에‥나타낸‥바와‥같이‥ab면에서‥

Bi(Sb)와‥Te(Se)이‥공유결합과‥이온결합이‥혼

합된‥강한결합을‥형성하고‥있어‥파워팩터가‥크

며,‥c축으로‥약한‥반데르발스‥결합을‥형성하고‥

있어‥격자열전도도가‥낮은‥특성에서‥기인한다.‥

그러나‥신규‥시장‥창출을‥위해서는‥Bi2Te3계‥상

용소재의‥ZT를‥50%‥이상‥향상하는‥것이‥필수

적이다.‥예를‥들어,‥ZT를‥1.5‥수준으로‥증대하

면‥공조‥시스템‥및‥냉각기의‥적용‥경제성을‥확

보하여‥10배‥이상‥규모로의‥시장‥성장이‥예상된

다‥[1].‥또한,‥차량용‥등‥열전발전‥시스템‥(엔진‥

폐열을‥전기로‥변환하여‥연비를‥증대하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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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요구되는‥성능/가격‥경쟁력‥확보가‥가

능하여‥전체‥차량에‥적용될‥경우‥시스템‥기준‥

약‥50조원‥규모의‥매우‥큰‥시장을‥창출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ZT‥수식으로‥부터‥열전소재의‥성능‥증대

를‥위해서는‥파워팩터‥증가‥또는‥열전도도‥저

감이‥필요하다.‥그러나‥그림‥2에‥나타낸‥바와‥

같이‥(1)‥전하밀도에‥따른‥전기전도도와‥제

벡계수의‥상충‥관계로‥파워팩터의‥증가가‥제

한되며,‥(2)‥열전도도‥저감에‥의한‥ZT‥증대

를‥위해서는‥포논‥산란을‥활성화하여‥격자열

전도도만을‥저감해야‥하는‥물리적‥제한요소

가‥있어‥실질적인‥ZT‥증대를‥구현하는‥것은‥

매우‥어렵다.‥따라서‥ZT‥증대를‥위해서는‥(1)‥

전기전도도를‥유지하면서‥제벡계수를‥증가할‥

수‥있는‥에너지상태‥제어‥기술과‥(2)‥전자와‥

홀의‥산란을‥최소화한‥상태에서‥포논산란을‥

활성화‥할‥수‥있는‥조성‥및‥미세구조‥제어‥기

술이‥요구된다.‥

2. Bi2Te3계 열전소재 성능 증대 전략

2.1 에너지상태 제어에 의한 파워팩터 증대 

전자상태밀도‥증가에‥의한‥제벡계수‥증

대이론‥중‥하나인‥양자구속효과‥(quantum‥

confinement‥ ef fect)는‥ 1993년‥MIT의‥

Dresselhaus와‥Hicks에‥의해‥계산을‥통하여‥

제안되었다‥[2,3].‥소재‥내에서‥전자‥또는‥홀의‥

움직임을‥저차원‥(2차원‥양자우물‥(quantum‥

well),‥1차원‥양자선‥(quantum‥wire)‥및‥0차

원‥양자점‥(quantum‥dot))으로‥제한하면‥전

자상태밀도가‥증가하여‥전기전도도의‥큰‥감소‥

없이‥제벡계수를‥증가할‥수‥있어‥그림‥2(a)의‥

상충관계를‥개선할‥수‥있는‥계산‥결과를‥보고

하였다.‥이후‥나노스케일로‥제어된‥다양한‥소

재를‥통하여‥그‥효과가‥실험적으로‥증명되었

다.‥예를‥들어‥0차원‥양자점‥초격자‥구조‥박막

을‥통하여‥상온에서‥ZT‥=‥1.6을‥구현하였고

[4],‥절연층과‥전도층이‥교대로‥구성된‥2차원‥

초격자‥박막에서‥양자우물‥구조에‥의한‥제벡

계수‥증가‥효과로‥상온에서‥ZT‥=‥2.4의‥혁신

적인‥성능을‥구현하였다‥[5].‥그러나‥실제‥응

용을‥위한‥벌크‥형태의‥소재에서‥이러한‥메커

그림 1. Bi2Te3계 열전소재 결정구조.

그림 2.  (a) 전하밀도에 따른 제벡계수와 전기전도도
의 상충 관계, (b) 포논 산란에 의한 격자열전
도도 저감 모식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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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을‥구현하는‥것은‥소재‥공정상에‥매우‥큰‥

기술적,‥경제적‥장벽이‥존재한다.‥

벌크소재에서‥파워팩터의‥증대는‥이종‥원소

의‥치환에‥의해‥그림‥3과‥같이‥virtual‥bound‥

state인‥resonant‥ state를‥형성하고‥페르미

준위‥(EF)를‥이‥부근으로‥이동함에‥의해‥가능

하다‥(페르미준위‥부근에서‥전자상태밀도를‥

sharp하게‥형성하면‥유효질량‥증가로‥전기전

도도의‥큰‥감소‥없이‥제벡계수를‥증대하는‥것

이‥가능함)[6].‥그러나,‥resonant‥state‥형성을‥

위한‥첨가‥원소와‥페르미준위‥이동을‥위한‥첨

가‥원소가‥상이하고‥다종의‥원소‥첨가에‥의해‥

에너지‥상태가‥복잡하게‥변화할‥수‥있어‥조성

변화에‥따른‥에너지‥상태‥변화를‥정밀하게‥예

측할‥수‥있는‥계산‥기법이‥요구된다.‥

파워팩터를‥증대할‥수‥있는‥또‥다른‥전략

은‥열전소재‥matrix에‥전도성‥나노입자를‥도

입한‥복합체‥구조를‥형성하여‥캐리어‥필터링‥

(carrier‥ filtering)‥효과를‥유발하는‥것이다.‥

복합체에서‥열전소재와‥전도성‥나노입자의‥계

면에서‥EF가‥일치되는‥현상에‥의해‥밴드가‥휘

는‥현상이‥발생할‥수‥있고,‥이는‥캐리어완화시

간‥(carrier‥relaxation‥time)에‥변화를‥유발

하여‥제벡계수를‥증가하는‥효과적인‥메커니즘

이‥될‥수‥있다‥(캐리어의‥산란으로‥전기전도도‥

감소를‥수반하나‥파워팩터가‥제벡계수의‥제곱

에‥비례하므로‥ZT‥증대‥효과가‥있음)[7].‥이러

한‥복합체‥구조는‥벌크소재에서‥구현이‥비교

적‥용이하여‥효과적인‥전도성‥나노입자의‥조

성,‥크기‥및‥분포‥등‥소재설계를‥위한‥정확한‥

메커니즘‥규명‥및‥이상적인‥구조체‥제조를‥위

한‥공정기술‥개발로‥높은‥ZT의‥소재‥구현이‥

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2.2 포논산란 증가에 의한 격자열전도도 저감

2.1에서‥기술한‥에너지상태‥제어‥기술은‥실

제‥소재에서‥구현하기‥위한‥기술‥장벽이‥높

아‥상대적으로‥구현이‥용이한‥격자열전도도‥

저감‥전략이‥ZT‥증대‥전략으로‥중점‥추진되

고‥있다.‥포논산란‥증가에‥의한‥격자열전도도‥

저감‥전략은‥1995년‥Slack이‥제안한‥PGEC‥

(phonon‥glass‥electron‥crystal)‥개념에‥의

해‥구체화되었다‥[8].‥PGEC는‥격자‥진동에‥의

한‥열전달인‥포논은‥비정질‥(glass)에서와‥같

이‥그‥움직임을‥제한하고,‥전기전도를‥담당하

는‥전자‥또는‥홀은‥결정질‥(crystal)에서와‥같

이‥움직임을‥용이하게‥하여,‥전기전도도의‥감

소‥없이‥열전도도를‥저감하는‥즉‥격자열전도

도만을‥저감하는‥기술이다.‥소재‥내에서‥포논

산란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아래의‥식에‥나

타낸‥포논의‥완화시간‥(relaxation‥time,‥τ)

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인자를‥제어하는‥전

략이‥필요하다.‥

‥

이‥식에서‥아래첨자로‥표기한‥인자는‥포

논산란‥기구의‥종류로‥각각‥U‥ (Umklapp),‥

N‥ (Normal),‥ PD‥ (Point‥ Defect,‥점결

합),‥B(Boundary,‥계면),‥S‥ (Strain,‥응력),‥

D(Dislocation,‥전위),‥P‥(Precipitate,‥석출

물),‥BP‥(Bipolaron)을‥의미한다.‥따라서‥소

재의‥조성‥및‥미세구조‥제어에‥의해‥격자열

1 1 1 1 1 1 1 1 1
c N U PD B S D P BPτ τ τ τ τ τ τ τ τ− − − − − − − − −= + + + + + + +

그림 3.  이종 원소의 첨가에 의한 resonant state 형
성 및 페르미준위 이동에 의한 제벡계수 증대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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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를‥효과적으로‥저감할‥수‥있다.‥그러

나‥ZT를‥효과적으로‥증대하기‥위해서는‥전기

전도도와‥제벡계수를‥결정하는‥전자‥또는‥홀

의‥이동에‥대한‥영향도‥반드시‥고려해야‥한다‥

(포논의‥평균자유행로‥및‥wavelength‥ (또는‥

frequency)‥범위와‥캐리어‥평균자유행로를‥

고려하여‥캐리어‥(전자‥또는‥홀)의‥산란을‥최

소화함과‥동시에‥포논‥산란을‥극대화‥할‥수‥있

는‥조성‥및‥미세구조를‥형성하는‥것이‥필수적‥

임).‥

격자열전도도를‥저감하는‥가장‥용이한‥방

법은‥이종의‥원소를‥첨가하여‥점결함을‥형성

하는‥것으로‥격자‥원소와‥치환‥원소와의‥중

량‥차이에‥의해‥포논산란이‥증가할‥수‥있다.‥

그러나,‥포논‥산란‥효과가‥상대적으로‥짧은‥

wavelength‥영역으로‥제한되어‥열전도도‥저

감에는‥한계가‥있다.‥이를‥극복하기‥위한‥최근‥

연구의‥핵심은‥소재의‥특성크기를‥나노크기

로‥감소한‥나노구조화로‥대표적인‥전략은‥그

림‥4에‥나타낸‥(a)‥나노그레인‥복합체(소결체

의‥그레인‥크기를‥100‥nm‥이하로‥제조)‥또는‥

(b)‥나노인클루전‥복합체‥(열전소재‥matrix에‥

100‥nm‥이하의‥나노입자를‥도입)를‥형성하는‥

것이다‥[9].‥

나노구조화‥전략은‥계면‥포논산란‥증가에‥의

한‥격자열전도도‥저감으로‥ZT를‥증대하는‥전

략으로,‥나노그레인‥복합체는‥고밀도의‥입계‥

(grain‥boundary)‥형성,‥나노인클루전‥복합

체는‥열전소재‥matrix와‥나노인클루전‥간의‥

상경계‥(phase‥boundary)‥형성이‥계면‥포논

산란‥증가의‥주원인이‥된다.‥점결함에‥비해‥상

대적으로‥긴‥wavelength‥영역의‥포논‥산란이‥

가능하여‥점결함‥형성‥전략과‥조합하면‥효과

적으로‥격자열전도도를‥저감할‥수‥있다.‥그러

나‥입계와‥상경계는‥필연적으로‥전자와‥홀을‥

산란하여‥전기전도도‥감소를‥동반할‥수‥있어‥

ZT‥극대화를‥위해서는‥입계와‥상경계의‥구조

를‥전기전도도가‥유지될‥수‥있는‥구조로‥제어

하는‥것이‥필요하다.‥

2.3 이동도 증가에 의한 전기전도도 증대

전기전도도를‥유지한‥상태에서의‥제벡계수‥

증대‥및‥격자열전도도‥저감‥기술과‥비교하여‥

제벡계수‥감소‥없이‥전기전도도를‥증대하는‥

전략은‥상대적으로‥구현‥난이도가‥높은‥기술

이다.‥이론적으로,‥전기전도도는‥전하밀도와‥

이동도에‥비례하므로‥전하밀도‥증가에‥의해‥

전기전도도를‥증대하는‥것이‥가능하지만‥그림‥

2(a)에‥나타낸‥바와‥같이‥전하밀도에‥따라‥전

기전도도와‥제벡계수가‥상충‥관계를‥나타내어‥

전하밀도‥증가에‥의해‥전기전도도를‥증대하는‥

전략은‥효과적인‥전략이‥될‥수‥없다.‥따라서‥

ZT‥증대를‥위해서는‥이동도‥증가로‥전기전도

도를‥증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그림‥1에‥나

타낸‥바와‥같이‥특정‥결정방향으로‥이동도가‥

높은‥구조의‥Bi2Te3계‥소재의‥경우‥결정‥배향

도를‥높여‥이동도를‥증가하는‥것이‥가능하나,‥

캐리어의‥이동‥또한‥활성화되어‥전자‥또는‥홀

에‥의한‥열전도도가‥증가하므로‥실질적인‥ZT‥

증대‥효과는‥제한적으로‥반도체에서‥이동도‥

증대를‥위한‥전략으로‥사용되는‥modulation‥

doping과‥같은‥새로운‥이동도‥증가‥메커니

즘‥구현이‥필요하다.‥이는‥2.2에서‥기술한‥전

기전도도‥유지를‥위한‥계면구조‥제어‥기술

과‥직결되며‥입계‥또는‥상경계의‥계면‥특성을‥

semicoherent‥또는‥coherent‥특성의‥계면으

로‥형성하여‥격자‥정합성을‥증가하는‥것이‥효

그림 4.  (a) 나노그레인 복합체 및 (b) 나노인클루전 
복합체 개념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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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일‥것으로‥예상되나,‥소재‥합성‥공정‥중에‥

자연적으로‥계면이‥형성될‥수‥있는‥조성‥및‥공

정‥기술‥개발이‥요구된다.

3. Bi2Te3계 열전소재 제조 공정 기술

3.1 Zone melting 

Bi2Te3계‥상용‥열전소재는‥대부분‥업체에

서‥zone‥melting‥공정을‥이용하여‥결정배향

성이‥매우‥높은‥잉곳‥형태로‥제조하고‥있다.‥

이는‥높은‥제벡계수를‥담보할‥수‥있는‥즉,‥상

대적으로‥낮은‥전하밀도에서‥높은‥전기전도

도를‥얻기‥위해‥결정배향성을‥크게‥하여‥높은‥

이동도를‥구현하는‥것이‥높은‥ZT와‥효율‥구

현에‥유리하기‥때문이다.‥Zone‥melting‥공

정에‥의한‥잉곳‥제조는‥(1)‥쿼츠튜브‥실링에‥

의한‥혼합‥원료금속‥진공‥밀봉,‥(2)‥화합물‥형

성을‥위한‥용해,‥(3)‥잉곳‥제조를‥위한‥zone‥

melting의‥단계로‥진행된다.‥이후‥(4)‥절단‥

공정에‥의한‥웨이퍼‥제조,‥(5)‥용사법‥등을‥이

용한‥웨이퍼‥표면‥기능층‥(확산방지층,‥솔더

링‥기능층‥등)‥코팅,‥(6)‥절단‥공정에‥의해‥모

듈용‥열전소자를‥제조한다.‥Zone‥melting으

로‥제조한‥잉곳의‥경우‥소재‥균질성‥(~80%)‥

및‥성능은‥상대적으로‥우수하나‥잉곳‥상하부‥

절단에‥의한‥손실,‥절단‥공정에‥의한‥손실‥및‥

선별‥손실‥등에‥의해‥최대‥수율이‥~41%‥수준

으로‥낮은‥단점이‥있다.‥또한,‥그림‥1의‥결정

구조에‥나타낸‥약한‥반데르발스‥갭이‥정렬된‥

결정배향성이‥큰‥소재가‥제조되기‥때문에‥벽

개면‥파괴에‥의해‥기계적‥강도가‥낮아‥(~20‥

MPa)‥자동차‥등‥고‥신뢰성‥부품을‥요구하는‥

응용을‥위해서는‥소재의‥기계적‥강도‥증대가‥

요구된다.‥기계적‥강도‥증대를‥주목적으로‥개

발된‥공정이‥열간‥압출‥(hot‥extrusion)로‥러

시아‥소재‥기업‥등‥몇‥개‥업체가‥제품‥생산을‥

진행하고‥있다.‥

3.2 열간 압출 

열간‥ 압출의‥ 경우‥ 다른‥ 공정은‥ zone‥

melting과‥동일하나,‥화합물‥형성을‥위한‥용

해‥후에‥기계적‥분쇄‥공정으로‥분체를‥제조

하고,‥열간‥압출‥공정에‥의해‥봉상‥형태의‥소

재를‥제조하는‥것에‥차이가‥있다.‥열간‥압출

은‥원료‥분체의‥제조,‥성형‥및‥열처리‥후‥고온

에서‥일방향으로‥압출하는‥공정에‥의해‥결정

배향성이‥큰‥소재를‥제조하는‥방법으로‥zone‥

melting‥공정과‥비교하여‥제조비용은‥높으나‥

소자화‥수율이‥~55%로‥높고‥(상하부‥절단‥손

실이‥없고,‥선별‥손실이‥감소)‥기계적‥강도가‥

~50‥MPa로‥증가하는‥장점이‥있다.‥최근‥러시

아‥소재‥기업에서는‥열간‥압출‥공정을‥개선하

여‥열전소자‥크기‥(범용모듈의‥경우‥직경‥약‥

1.4‥mm)의‥압출체를‥생산하는‥공정‥개발을‥

진행하고‥있으며,‥이러한‥공정은‥1회의‥절단‥

공정으로‥열전소자의‥생산이‥가능하여‥88%‥

이상의‥매우‥높은‥수율을‥구현할‥수‥있어‥향후‥

열전기술‥분야에서‥핵심‥공정‥기술로의‥활용

이‥기대된다.‥Zone‥melting과‥열간‥압출‥이외

에‥핫‥프레스‥(hot‥press)와‥방전플라즈마소

결‥(spark‥plasma‥sintering)‥공정‥등‥가압소

결‥공정에‥의한‥기계적‥강도가‥매우‥높은‥(~80‥

MPa)‥고‥신뢰성‥열전소재‥개발도‥진행되고‥있

으나‥성능/가격‥측면에서‥경쟁력‥확보가‥필요

한‥기술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Bi2Te3계‥상용‥열전소재‥관련‥

기술에‥대해‥고찰하였다.‥현재‥열전기술은‥낮

은‥소재성능에서‥기인한‥냉각‥및‥발전‥시스템‥

상용성‥확보의‥어려움으로‥아직‥에너지‥기술

의‥중심‥기술로의‥활용은‥제한되나,‥최근‥나노

구조화‥및‥미세구조‥제어‥기반의‥열전성능‥증

대를‥메커니즘‥규명‥및‥이를‥적용한‥고성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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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T h e m a

재‥구현이‥가속화‥되고‥있어‥다양한‥냉각,‥공

조‥및‥발전‥시스템‥상용성‥확보에‥의한‥기술‥

및‥시장‥확대가‥예상된다.‥국내에서도‥소재‥및‥

모듈‥관련‥경쟁력‥있는‥독자‥기술을‥보유하고‥

있어,‥고성능‥소재‥개발과‥함께‥개발‥소재‥양

산화‥및‥시스템‥신뢰성‥확보를‥위한‥소재‥및‥

공정‥기술‥개발을‥진행한다면‥관련‥제품의‥경

쟁력‥강화‥및‥신제품‥창출로‥연계되어‥국가‥소

재‥산업을‥견인할‥수‥있는‥파급력이‥큰‥기술로

의‥가치를‥발현할‥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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