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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열전소재의 격자열전도도 저감은 열전성능 증대를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전체 열전

도도에서 다른 열전도도 기여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만 격자열전도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격자열전도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홀에 의한 열전도도 기여분 (모든 소재 적용)과 쌍극 전

도에 의한 기여분 (작은 밴드 갭 소재 적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격자열전도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설명한

다. 전자/홀에 의한 기여분을 계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로렌츠 숫자 계산법 (싱글 파라볼릭 모델링 및 간단한 식 이용)과

쌍극 전도에 의한 기여분 계산법 (투 밴드 모델링) 또한 소개한다. 격자열전도도의 정확한 분석은 격자열전도도 저감을

위한 여러 결함 제어 전략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Suppressing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of thermoelectric materials is one of the most popular approach to

improve their thermoelectric performance. However, accurate characterization of suppressed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is challenging as it can only be acquired by subtracting other contributions to thermal conductivity from the total thermal

conductivity. Here we explain that electronic thermal conductivity (for all materials) and bipolar thermal conductivity (for

narrow band gap materials) need to be determined accurately first to characterize the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accurately. Methods to calculate Lorenz number for electronic thermal conductivity (via single parabolic model and using

a simple equation) and bipolar thermal conductivity (via two-band model) are introduced. Accurate characterization of

the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provides a powerful tool to accurately evaluate effect of different defect engineering

strategies.

Keywords: thermoelectric, Lorenz number,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bipolar thermal conductivity

1. 서 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증기 압축식 냉장고 (vapor-com-

pression cycle refrigerator)를 열전 냉장고 (thermoelectric

refrigerator)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전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냉매

를 사용하는 증기 압축식 냉장고와 달리 열전 냉장고는

p형 열전소재와 n형 열전소재가 직렬로 연결된 열전모듈

(thermoelectric module) 만으로 친환경 고체 냉각이 가능

하다.1,2) 열전 냉장고의 효율은 열전모듈에 사용된 열전

소재의 열전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열전소재의 열

전성능은 무차원계수 zT = σS2T/κ로 표현되며 이 때 σ, S,

κ와 T는 각각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제벡계

수 (Seebeck coefficient),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및 절대온도 (temperature in Kelvin)를 나타낸다. 하지만,

현재 열전소재의 zT가 높지 않아 열전 냉장고가 기존의

증기 압축식 냉장고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열전소재의 zT 증대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zT 증대 연구는 크게 파워팩터 (=σS2)를 높이는 연구

와, κ를 감소시키는 는 S와 σ간의 상충관계 (trade-off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ang@hongik.ac.kr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unsik.kim@hongik.ac.kr

© 2020, The Korean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Socie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62 임종찬·양희선·김현식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7권 제4호 (2020)

relationship) 때문에 단순히 캐리어 농도 (n, carrier

concentration) 감소를 통해 S를 증가시킬 경우, σ 감소로

인해 파워팩터 증대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밴드 중첩 (band convergence)과 같이 σ 감소 없이

S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밴드 제어 (band engineering) 전략

들이 최근 소개되었다.3-6) 둘째로, κ 감소 연구는 파워팩

터 증대 연구와 달리 인자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필요

가 없어 현재까지 열전소재의 zT 증대를 위해 가장 많이

연구된 방법이다. 열전소재의 전체 열전도도 (κ)는 전자

(electrons) 및 홀 (holes)의 이동에 의한 열전도도 (κe)와 포

논 (phonon)에 의한 격자열전도도 (κl)로 나눌 수 있다 (식

(1) 참고).

κ = κe + κl (1)

식 (1)에서 κe는 σ와 비례하는 반면, κl는 zT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다른 인자와도 연관이 없는 독립 인자이다. 따

라서 위에서 언급한 κ 감소 연구는 더욱 정확히는 κl 감

소 연구를 일컫는다. 여러 다양한 κl 감소 연구 중에서도

결함구조 (0차원 – 3차원 결함) 제어 전략이 특히 κl 감소

에 효과적이다.7-9)

여러 결함구조 제어를 통한 κl 감소 연구가 진행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κl 분석은 쉽지 않다. κl는 통상적

으로 실험적으로 측정된 κ와 계산된 κe의 차이로 구한다

. 따라서 정확한 κl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κe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밴드 갭 (band gap)이 작은

열전소재의 κl를 구하는 경우, κe 뿐만 아니라 쌍극 전도

(bipolar conduction)에 의한 열전도도 기여분 (κbp)까지 고

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식 (2) 참조).

κ = κe + κbp + κl (2)

위 식 (2)는 열전소재의 밴드 갭과 상관없이 범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식 (1)은 밴드 갭이 큰 열전소재

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밴드 갭이 큰 열전소재의 경우, 식

(2)의 κbp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식 (2)가 식 (1)과 같아진

다). 따라서 κl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κe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로 주어진 열전

소재의 밴드 갭 크기에 따라 κbp 또한 정확하게 구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κe와 κbp 계산에 대한 이론적 이해

를 바탕으로 열전소재의 κl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κe의 경우 싱글 파라볼릭 밴드 모

델링 (single parabolic band modeling)을 통해 계산하는 방

법과, 측정된 S 값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하는 두 가지 방

법을 소개한다. 또한 밴드 갭이 작은 열전소재의 κbp를 가

전도대 (valence band)와 전도대 (conduction band) 간 투 밴

드 모델링 (two band modeling)을 통해 구하는 방법을 소

개한다. 정확한 κe와 κbp 계산을 통해 구한 κl는 여러 결함

구조 제어 전략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κl 감소 연구의 진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밴드 갭이 큰 열전소재의 κl 분석 

2.1 싱글 밴드 모델링을 통한 κe 계산

정확한 κe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로

렌츠 숫자 (L, Lorenz number)를 사용하는 것이다. κe는 식

(3)과 같이 L과 σ의 곱에 비례한다.

κe = LσT (3)

실험적으로 κe를 구할 경우, 온도에 따라 측정한 σ에 이

론적으로 계산한 각 온도에 상응하는 L을 곱해야 한다.

도체의 경우, 비데만-프란츠 법칙 (Wiedemann-Franz law)

에 따라 전 온도구간에서 고정된 L (= 2.44×10−8 WΩK−2)

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인 열전소재의 L 값으

로 2.44×10−8 WΩK−2를 사용할 경우, 실제 κe보다 큰 κe값

이 구해져서 적지 않은 경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음수

의 κl (= κ－κe)를 얻게 된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L을 이

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κl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L은 볼츠만 수송방정식 (Boltzmann transport equation)

의 해인 싱글 파라볼릭 밴드 모델링을 통해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싱글 파라볼릭 밴드 모델링은 실험적으

로 측정한 열전특성 (σ, S 등)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의 피팅 (fitting)을 통해 관련 열전소재의 밴드 인자 (band

parameters)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 때, 열전소재 내 전

자 수송 (electronic transport)에 참여하는 여러 밴드들을

한 개의 포물선형 밴드로 근사하기 때문에 싱글 파라볼

릭 밴드 모델링이라고 불린다.10) 싱글 파라볼릭 밴드 모

델링에서 전자나 홀 (hole)이 음향 포논 산란 (acoustic

phonon scattering)에 의해 가장 많이 산란될 경우, L은 식

(4)를 통해 계산될 수 있다. 

(4)

위 식 (4)에서 kB, e 및 Fx는 각각 볼츠만 상수 (Boltzmann

constant), 전자의 전하량, 및 x 차수의 페르미 적분 (Fermi

integral of order x)을 나타낸다. 이 중 x 차수의 페르미 적

분은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5)

 

위 식(5)에서 η는 화학전위 (chemical potential)를 kBT로

나눈 값이다. 

위 식 (4)를 이용하여 L을 계산할 경우, L은 Fig. 1(a)에

서 보여준 것 같이 특정 온도에서 n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여 최종적으로 도체의 L (= 2.44×10-8 WΩK-2) 값으

로 수렴한다 (Fig 1(a), blue line). Fig. 1(a)은 n에 따른 L,

σ, κe의 변화 경향을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L과 유사

하게 σ도 n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지기 때문에 (Fig. 1(a),

grey line), κe (= LσT) 또한 n이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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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green line). 하지만, 실험적으로 얻어진 σ 및 κ (= κe

+ κl)는 n이 아닌 T를 변수로 측정되기 때문에 싱글 파라

볼릭 밴드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L(n) (n을 변수로 계산

된 L)은 κe(T) (T을 변수로 하는 κe)를 계산하는데 직접적

으로 사용될 수 없다.

L에 관한 식 (4)에 따르면, L은 n에 비례한 η의 함수일

뿐, T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L(n)

을 L(T)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T에 따른 n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n(T)에 대한 정보는 T에 따른 홀

계수 측정 (Hall coefficient measurement)을 통해 실험적

으로 얻을 수 있다. n(T)를 바탕으로 특정 T1에 상응하는

n1을 통해 L(T1) (= L(n1))을 계산할 수 있다. Fig. 1(b)는 T

에 따른 L (blue line), σ (grey line) 및 κe (green line)의 개

략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T가 증가함에 따라

n이 감소하기 때문에 L, σ, κe 모두 T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L이 온도에 따라 최대 40 %까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L(T) 계산을 위해서는 L을

계산하려는 모든 T에 상응하는 n을 일일이 매칭하여 L(n)

을 계산한 후, 그 결과를 다시 L(T)로 변환하는 추가 작업

이 필요하다. 

2.2 측정된 S 값을 이용한 κe 계산

최근 싱글 파라볼릭 밴드 모델링을 통해 L(T)를 구하는

방법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L(T)를 근사하는 방법이 소개

되었다.11) 복잡한 페르미 적분을 풀지 않고 단순히 실험

적으로 측정된 S(T) 값만을 이용하여 L(T)를 계산하는 방

법이다. 싱글 파라볼릭 밴드 모델링에 따르면 S는 아래의

식 (6)으로 계산할 수 있다. 

(6)

S (식 (6))와 L (식 (4)) 모두 η의 함수로만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η를 매개로 S에 따라 변하는 L을 계산할 수 있

다. 실험적으로 S를 T에 따라 측정하기 때문에, S(T)를 이

용하여 L(T)를 식(7)을 통해 근사할 수 있다. 

(7)

Fig. 2는 식 (7)을 통해 근사한 S 증가에 따른 L의 변화

(blue circle and line)와 싱글 파라볼릭 모델을 통해 계산

한 S 증가에 따른 L의 변화 (grey triangle and line)를 모두

나타낸다. 식 (7)과 싱글 파라볼릭 모델을 통한 S와 L간

의 관계 모두 음향 포논에 의한 전자/홀의 산란 (acoustic

phonon scattering)을 가정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S는 n이

작을 경우 그 값이 크고, n이 클 경우 그 값이 작다 (식

(6)). 따라서 S값이 작을 때는 L값이 도체의 L (= 2.44×10−

8 WΩK−2) 값에 가까워지고, S값이 커질수록 L은 작아진

다. 식 (7)에 의해 근사한 L값은 5 % 범위 내에서 싱글 파

라볼릭 모델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식 (7)을 이용

하여 L을 근사할 경우, 계산된 κe 또한 5 % 범위 내에서

실제 κe값과 일치하게 된다. 항목 2.1에서 소개한 싱글 파

라볼릭 모델링을 통한 L(T) 계산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경

우, 실험적으로 측정한 S값을 식(7)에 단순 대입함으로써

 

 

Fig. 1. (a) The lorenz number (L), electrical conductivity (σ) and

the electronic contribution to the thermal conductivity (κe)

as a function of carrier concentration, (b) the lorenz

number (L), electrical conductivity (σ) and the electronic

contribution to the thermal conductivity (κ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 Seebeck coefficient (S) and the

Lorenz numbe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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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L과 κe를 구할 수 있다.

3. 밴드 갭이 작은 열전소재의 κl 분석

3.1 투 밴드 모델링을 통한 κbp 계산

밴드 갭이 작은 열전소재의 T에 따른 κl 분석 시 κbp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κl를 식 (1)을 통해 계산한

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κl(T) 그래프 개형을 얻게된

다. Fig. 3(a)는 밴드 갭이 작은 열전소재의 T 변화에 따른

κ (grey line), κe (gren line), 및 식 (1)을 통해 계산한 κl (red

line)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고온에서 κ(T)가 증가하는

현상은 밴드 갭이 작은 열전소재에서 κbp가 T가 증가할수

록 커지는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κbp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κl(T) 그래프가 고온에서 증가하

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론적으로 κl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든다 – 저온에서는 예외임). 따라서

밴드 갭이 작은 열전소재의 경우 κbp 기여분을 전체 κ에

서 빼주는 것이 정확한 κl 분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κbp는 쌍극 전도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가전도대와

전도대 두 개의 밴드를 모두 고려해야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κbp는 싱글 파라볼릭 밴드 모델링이 아닌 투 밴드

모델링을 통해서만 계산할 수 있다.12,13) 투 밴드 모델링

을 통해 계산한 각 밴드의 S 및 σ 기여분을 식 (8)에 대입

하면 T에 따른 κbp를 구할 수 있다.

(8)

식 (8)에서 SVB, SCB, σVB, σCB는 각각 가전도대 및 전도

대의 S 및 가전도대와 전도대의 σ를 나타낸다. κbp는 소수

캐리어 (minority carrier)의 S값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소수 캐리어에 의한 S 기여분이 가장

커지는 고온에서 κbp 또한 커지게 된다. Fig. 3(b)는 밴드

갭이 작은 열전소재의 T 변화에 따른 κ (grey line), κe

(green line), κbp (purple line), 및 식 (2)를 통해 계산한 κl (red

line)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T에 따라 감소하는 κe와 달

리 쌍극 전도가 가장 커지는 고온으로 갈수록 κbp는 증가

한다. κ 및 κe가 Fig. 3(a)의 κ 및 κe와 동일함에도 불구하

고 T가 증가함에 따라 기여분이 커지는 κbp를 고려해주었

기 때문에 T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κl를 정확하게 분

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밴드 갭이 작은 열전소재의 경우

κbp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한 κl 분석이 불가능

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전소재의 격자열전도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밴드 갭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제시했다. 밴드 갭이 큰 열전소재의 경우, 로렌츠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격자열전도도를 구할 수

있다. 밴드 갭이 작은 열전소재의 경우, 로렌츠 숫자 뿐

아니라 쌍극 전도에 의한 열전도도 기여분을 정확하게 계

산해야만 정확한 격자열전도도를 구할 수 있다. 격자열

전도도 저감에 의한 열전소재 열전특성 증대가 열전 연

구 중 하나의 큰 축임에도 불구하고 저감된 격자열전도

도를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석해왔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여러 결함 제어 전략을 통한 격

자열전도도 저감 효과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분석한다면

격자열전도도 저감 연구를 통해 열전특성 증대가 더욱 가

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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