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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전재료 (Thermoelectric material, 熱電材料)는
전기를 통하면, 그 양단에 Peltier 효과에 의해 온도
차를발생하거나, 역으로그양단에온도차이를부
여하면 Seebeck 효과에의해전기를발생하는재료
를 말한다. 열전재료는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
냉각기나, 열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열전발전에
사용되며 이러한 기술을 열전변환 기술이라 한다.
열전변환기술은최근새로운열전재료의출현과그

제조기술의발전으로성능이빠르게향상되었다. 열
전재료는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

며, 약 400 K 이하에서는 Bi2Te3계가 우수하고, 약
700 K까지는 Zn4Sb3계, PbTe계등이, 약 850 K까지
는Mg2Si계, CoSb3계등이우수하며, 그이상의온도
에서는 SiGe계가가장우수한성능을갖는다.

1930년대 후반부터 Ioffe 등에 의해 Ⅲ-Ⅴ, Ⅳ-Ⅵ,
Ⅴ-Ⅵ족의화합물반도체재료가연구되었으며, 그
결과 100 ㎶/K 이상의 Seebeck 계수를갖는물질이
개발되어 5% 이상의 효율을 갖는 열전소자를 만들
수있었다. 현재실용화되고있는재료로는 Bi2Te3계,
PbTe계및 SiGe계와같이Chalcogenide계와 Silicide
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고체물리학과 재료
과학의발달과더불어우수한열전특성을갖는신물

질개발에박차를가한결과, Skutterudite, Clathrate,
Half-Heusler 등의 결정구조를 갖는 물질이 열전특
성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이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참고로, 열전특성은 사용온도에서의 Seebeck 계수,
전기전도도및열전도도로대표되는열전성능지수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ZT)로 평가되며,
Seebeck 계수의제곱과전기전도도를곱한것을출
력인자 (Power factor)라하고, 열전도도는캐리어에
의한전자열전도도와포논에의한격자열전도도의

합이다. 본논문에서는 Chalcogenide계열전재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 현재 개발 중인

Chalcogenide계 열전재료의 연구동향에 관하여 살
펴보고자한다.

2. Chalcogenide

Chalcogenide는대부분반도체특성을보이는물
질군으로써, 일반적으로공기중에서안정하고융점
이 높으며, 열전재료로서 유망한 특성을 나타낸다.
S, Se, Te 및다른원소와의다양한조합에의해넓은
온도범위에서열전재료로서응용가능한밴드갭에

너지의조절 (Eg = 0.1-0.8 eV)이가능하다. 따라서열
전재료개발초기부터활발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예를 들면, 현재의 열전냉각 기술은 Bi2Te3 및 이의

고용체인 p-type Bi2-xSbxTe3와 n-type Bi2Te3-xSex를

소재기반으로 하며, Bi2Te3계의 개발역사는 반세기

가 넘는다. 한편 PbTe계는 중온영역에서 열전발전
재료로서적당하고, TAGS (Te-Sb-Ge-Ag)계는 PbTe
계보다열전특성이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휘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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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높고, 고가이며, 저온에서의상변화로응용에제
한이있다. 여기서는과거의전통적인 Chalcogenide
계 열전재료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Chalcogenide계 열전재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2.1  Thallium Chalcogenide
Tl chalcogenide는열전도도가매우낮고, Seebeck

계수가 크며, 비교적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낸다.

출력인자를향상시키기위해도핑에의해캐리어농

도를조절할수있지만, 이에대한보고는아직없다.
Tl9BiTe6, Tl2SnTe5 및 Ag9TlTe5 등이 열전재료로서

유망한물질들이다.
Tl9BiTe6는 결정구조가 동일한 Tl5Te3에서

2[Tl5Te3] = [Tl+8(Tl+Tl3+)Te2-3] 형태로 Tl3+를 Bi3+로

대체한것이다. 그림 1a에서보는것처럼, Te 원자의
최인접원자는 Tl 원자이고, Te 원자로둘러싸인팔
면체의 중심이 Tl과 Bi가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다.
Tl9BiTe6의 성능지수는 그림 2a와 같이, 500 K에서
ZT = 1.2로보고되었으며, 주로낮은격자열전도도
(300 K에서 0.39 W/mK)에기인한다 [1].

Tl2SnTe5는 그림 1b와 같이 Tl+ 이온과 평행하게
[SnTe5]2-의 사슬로 되어있는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격자열전도도가 0.5 W/mK으로낮으며, 이는
비교적긴 Tl-Te 결합으로인해포논의진동주파수
가매우작기때문이다. Tl2SnTe5의성능지수는 500
K에서ZT = 1.0으로보고되었다 [2].

Ag9TlTe5는 Ag2Te의 결정구조와 동일하며 ,
Tl2SnTe5보다 낮은 격자 열전도도 (0.28 W/mK)를
갖는다 [3]. 매우낮은열전도도와비교적낮은전기
비저항으로 인해, Ag9TlTe5의 성능지수는 700 K에
서ZT = 1.23으로보고되었다 (그림 2b).

(a)

(b)

그림 2.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solid
symbols) and thermal conductivity
(open symbols) for Tl9BiTe6 (circle) and

Ag9TlTe5 (square).

그림 1. (a) Crystal structure of Tl9BiTe6 is

disordered by Bi and Tl. (b) Crystal
structure of Tl2SnTe5 is composed of

tetrahedral SnTe4 units bridged by Te

atoms in square-planar geometry.



기타 Tl chalcogenide로는 TlIn1-xYbxTe2가 있다.
이는 TlInTe2-TlYbTe2의 고용체로서 p-type 특성을
보이고, 500-700 K에서비교적우수한 ZT를나타낸
다. 예를들어 TlIn0.94Yb0.06Te2 단결정의경우 700 K
에서ZT = 1.83이보고되었다 [4].
그러나 Tl을함유하는화합물은매우독성이강하

고 환경적인 문제로상용화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Tl chalcogenide는재료의열
전도도 감소와 ZT 향상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중
요한물질군이다.

2.2  Alkali-Metal Bismuth Chalcogenide
알칼리 금속 Bi chalcogenide는 새로운 화합물의

조합이풍부할뿐만아니라열전재료로서잠재력이

있기때문에, 최근 10년동안연구가활발히진행되
고 있다. 새로운 알칼리 금속 Bi chalcogenide에는
KBi3S5, KBi6.33S, K2Bi8S13, K2Bi8Se13, K2.5Bi8.5Se14,
BaBiTe3, Ba3Bi6.67Se13, Ba3(Sn,Pb)Bi6Se13, CsBi4Te,
(K,Rb,Cs)PbBi3Se6, K1-xSn5-xBi11+xSe22, (K,Rb)1+x
(Sn,Pb)4-2xBi7+xSe15, (K,Rb)(La,Ce,Pr,Nd)1-xBi4-xS8,
Sn4Bi2Se7, SnBi4Se7, CdBi2S4, CdBi4S7, Cd2.8Bi8.1S15,
Cd2Bi6S11등이있다.
β-K2Bi8Se13은매우낮은열전도도와비교적높은

출력인자로인해유망한열전재료로평가받고있으

며, ZT 향상을 위한 도핑 연구가 진행 중이다. β-
K2Bi8Se13은두가지서로다른 Bi/Se 블록구조가연
결되고채널안에 K+ 이온이존재하는저대칭단사

정계구조를갖고있다 (그림 3). 두개의 Bi/Se 블록
구조는 b축을따라무한히연장되고K/Bi 자리와결
합되어 있다. 따라서 결정 이방성이 존재하는 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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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rystal structure of β-K2Bi8Se13 viewed

down to the b axis. It consists of two
Bi/Se building blocks (NaCl and Bi2Se3
types) connected at the K/Bi mixed
site, the K atoms are in the channels.

그림 4.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for (a) β-
K2Bi8Se13, (b) CsBi4Te6, and for

comparison (c) Bi2Te3 and (d) BiSb

alloy.

그림 5. Crystal structure of CsBi4Te6 viewed

down to the b axis. Cs atoms are
located between NaCl-type Bi/Te layers

which are composed of [Bi4Te6]
-

building units interconnected by Bi-Bi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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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형성한다.
그림 4와 같이 β-K2Bi8Se13 단결정의 경우 상온에

서ZT = 0.22를보이고, n-type으로서축퇴반도체성
질을 가지고 있다 . β-K2Bi8Se13에 기초를 둔

K2Sb8Se13, Rb2Sb8Se13및 K2Bi8Se13와의고용체에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K2Bi5.4Sb1.6Se13의 성능지수

가 700-800 K에서ZT = 1이가능하다 [5]. 
CsBi4Te6은 저온영역의 열전응용에 유망한 재료

로서, Bi3+와 Bi2+중심을갖는이방성이강한화합물

이다. 그림 5와같이 [Bi4Te6]- 이온과 Cs+ 이온의판

상이교차하는라멜라구조를가지고있다. CsBi4Te6
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도핑에 의
해 p-type 및 n-type 조절이가능하다. 결정구조에서
Bi-Bi 결합으로 인해 밴드갭이 0.08 eV로 매우 작으
며, 이는 Bi2Te3 밴드갭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CsBi4Te6은 Bi2Te3보다 낮은 온도에서 최대의 ZT를
나타낸다. p-type 도펀트로서 Sb, Bi, SbI3 및 BiI3가

사용되며, 그림 4와같이 0.06% SbI3가도핑된 p-type
CsBi4Te6의경우 225 K에서 ZT = 0.8이보고되었다
[6]. 한편 n-type 도펀트로서 In2Te3와 Sn이 사용된
다. 에너지밴드계산으로부터 CsBi4Te6의전자구조

가우수한 열전 특성을 갖는데 장점이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고, ZT가 큰 이유는 유효질량의 이방성이
크기때문으로해석된다. 

2.3  Bismuth Telluride
Bi2Te3계에대한연구는매우방대해서여기서요

약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 Bi2Te3계에대한최근

의개발현황에대해서만소재하고자한다. Bi2Te3는

0.15 eV의 좁은 밴드갭을 갖는 간접 천이형 반도체
이다. R3m의 공간구조를 가지며, Te(1)-Bi-Te(2)-Bi-
Te(1)와같이다섯층의원자층을이루고, c축방향으
로 반데르발스 결합을 하고 있다 (그림 6). Bi2Te3계

열전재료의 성능지수는 상온에서 ZT≈1을 보이며,
Sb를고용하여 p-type을, Se를고용하여 n-type을형
성한다. 상용화된 Bi2Te3계열전소자의경우, p-type
은 Hot pressing 후열처리된 Bi2-xSbxTe3 (x≈1.5)가,
n-type은 Zone melting으로 성장된 Bi2Te3-ySey(y≈
0.3)가사용된다.
최근, Bi2Te3계열전재료의열전성능향상에대한

보고가활발하며그림 7에요약하였다. 수열합성법

그림 6. Crystal structure of rhombohedral
Bi2Te3 with five atomic layers stacked

along the c axis by van der Waals
interactions. The Bi atoms are
coordinated with six Te atoms in
octahedral geometry.

그림 7.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for bulk
Bi2Te3 materials prepared by (a) ball

milling and hot pressing, (b) zone
melting, (c) melt spinning and spark
plasma sintering and (d) hydrothermal
synthesis, and for comparison (e) the
state-of-the-art Bi2Te3. The nanotube

prepared by (d) is n-type and the
others are p-type materials.



으로제조된나노튜브가 450 K에서 ZT = 1.0, Zone
melting으로성장된 n-type Bi2Te3에나노튜브를도

입하여 420 K에서 ZT = 1.25, Melt spinning후 Spark
plasma sintering에의해제조된 p-type Bi2Te3가 300
K에서ZT = 1.35, Ball milling 후Dc hot pressing에의
해제조된p-type Bi2Te3가 373 K에서ZT = 1.4가보고
되었다 [7-10]. 이러한 ZT의향상은벌크재료의출력
인자를유지하면서나노구조에의해격자열전도도

의감소 (Phonon scattering)가구현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재료를 Nanostructured bulk 또는 Nanobulk
라한다. 그러나나노구조의장시간안정성과고온에
서의결정립성장에대한문제가남아있다.  

2.4  Lead Telluride
PbTe는 600-800 K의중온영역에서우수한열전특

성을 나타내는 재료이다. NaCl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밴드갭이 0.32 eV로써 열전발전을 위해 최적
화가가능하며, 적절한도핑에의해 n-type과 p-type
이모두가능하다. PbTe는 650 K에서최대 ZT = 0.8-
1.0의성능을보이며, 이에대한열전특성이많이보
고되었다 [11]. PbTe의 상온 열전도도는 약 2.2
W/mK이지만, 온도가상승할수록 1/T의온도의존
성을보인다. 최근 PbTe의나노구조화에관한연구
및 전도대역에서의 공진상태 (Resonant state) 생성

에의한상태밀도의증가와더불어 Seebeck 계수의
증대에의해 ZT를향상시킨연구가보고되었다. 그
림 8과같이 PbTe에 Tl을도핑하면 Tl의공진준위가
가전자대역에 적절히 위치하여 p-type으로 도핑될
수있으며, 공진상태에의해 Seebeck 계수가증가하
여, Tl이도핑된 p-type PbTe의경우 773 K에서 ZT =
1.5가보고되었다 [12]. 

PbTe가 PbS와 조합할 경우, 스피노달 분해에 의
해 PbTe 기지내에 PbS 나노석출물을형성하여열
전특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bTe)1-x(PbS)x는 고용체를 형성하지 않지만, PbTe
과잉 및 PbS 과잉 지역에서 정합 계면을 형성하고,
나노석출물로인해열전도도가감소하여, 그림 9와
같이 x = 0.08인경우 650 K에서ZT = 1.5가보고되었
다 [13].

2.5  Silver Antimony Telluride
AgSbTe2는 Ag-Sb-Te 3원계 상태도에서 유일한

상으로써, 720 K에서 ZT = 1.3을나타내는 p-type 물
질이다 [13]. 화학양론조성은단순하지만, 결정구조
가 아주복잡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상세히 조

사되기시작하였다. 저온에서준안정상으로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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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nhancement of ZT in PbTe by
distortion of the electronic density of
states.

그림 9. ZT values for a series of PbTe-PbS
composite materials doped with PbI2
showing the improvements in ZT value
that are possible by reducing the
thermal conductivity through
nano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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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문에Ag2Te 및 Sb2Te3로분해되기쉬워, 실제로
대부분의 시편이 AgSbTe2/Ag2Te/Sb2Te3 세 가지

상이 혼재할 경우가 많다. AgSbTe2는 NaCl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암염구조의 Na 자리에 Ag와 Sb가 무
질서하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생각되었지만, 최근
의연구결과에의하면결정구조안에서 Ag와 Sb가
규칙구조를갖는다는것이보고되었다. 그러나 Ag,
Sb 및 Te의산란거리가매우유사하기때문에, X-선,
중성자또는전자회절에의해 AgSbTe2의규칙구조

를관찰할수없다. 따라서 AgSbTe2의도메인안에

규칙화된또는불규칙화된 Ag와 Sb 원자가포함된
구조로존재할것이라판단된다. AgSbTe2는화학적

으로복잡하고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진정한 성질이

무엇인지에대해상당히혼돈스러운재료이다. 또한
이재료가반도체이지아니면반금속인지도확실하

지않다. 예를들어, 전기비저항의온도의존성을분
석하면밴드갭이 0.2-0.6 eV의값을갖는다. 또한양
(+)의 Seebeck 계수를유지하면서음 (-)의Hall 계수
를나타내기도한다.

2.6  TAGS: Te-Sb-Ge-Ag
AgSbTe2를 GeTe와 반응시키면 (AgSbTe2)1-x

(GeTe)x가 되며,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연구해온
TAGS-m이라는재료로서 1970년대초 NASA의우
주탐사선 열전 발전기에 사용된 재료이다. 여기서
m은 GeTe의 mol%를의미한다. TAGS는 p-type 재
료이고보통 n-type PbTe와조합하여열전소자를구
성한다. TAGS-80과 TAGS-85의 경우 750 K에서 각
각 ZT = 1.4 및 ZT = 1.5의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15]. TAGS는 510 K에서상변태 (저온 R3m↔고온
Fm3m)가일어나며, 변태온도는m에따라변화한다.
m = 80-85 범위에서 매우 낮은 열전도도 (0.3-1.0
W/mK)와함께큰캐리어이동도 (100-200 cm2/Vs)
를보이기때문에, TAGS-80의경우 ZT = 1.7이라는
아주우수한성능이보고되었다 [16].

2.7  LAST: Pb-Sb-Ag-Te
AgSbTe2를 PbTe와 반응시키면 AgPbmSbTe2+m

이 되며, 이를 LAST-m이라고 부른다. AgSbTe2와

PbTe가모두NaCl 구조로서고용체를형성하고 (그

림 10), p-type 특성을보이며특이할정도로아주낮
은 격자 열전도도를 나타낸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Ag 결핍에의해 n-type을만들수있다고보
고되었다. LAST는 1200 K 이상의융점까지열적으
로 안정하고, Ag1-xPbm+ySb1+zTe2+m의 형태로 Ag,
Pb 및 Sb 분율의비화학양론조성에의해도핑조절
이 가능하다. LAST-m (m=18-22)은 출력인자가 크
고격자열전도도가낮아 700 K에서 ZT = 1.7이보
고되었다 [17]. 용해후냉각시키면자연적으로나노
구조를 형성하며, 상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열전
특성이합성조건에매우민감하다. 또한AgSbTe2가

분해되기쉬운재료이기때문에 LAST의합성시주
의를 요한다. 한편 Mechanical alloying과 Spark
plasma sintering에 의 해 서 합 성 된

Ag0.8Pb18+xSbTe20의 경우 673 K에서 ZT = 1.5가 보
고되었다 [18]. LAST-m에 존재하는 제2상의
Nanoinclusion 또는 Nanodot이 정합 또는 반정합
계면을형성하고, 이는냉각시스피노달분해또는
핵생성/성장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조성,
구조, 크기, 분포등이냉각속도와후속열처리공정
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한편 PbTe 대신에 Pb1-x

그림 10. Lattice parameter values showing the
LAST-m family follows Vegard’s law,
even though the system shows
nanoscale phase segregation. In the
NaCl-type lattice the cation sites are
occupied by Ag, Sb, and Pb and the
anion sites are occupied by Te.



SnxTe를고용시킨AgPbmSnnSbTe2+m+n을 LASTT라
하며, m과 n을조절함에의해 700 K에서 ZT = 1.4의
p-type 특성이보고되었다 [19].

2.8  SALT: Na-Sb-Pb-Te
LAST-m에서Ag를Na로대체하면NaPbmSbTe2+m

이 되고 이를 SALT-m이라 한다. m = 20일 경우
675 K에서 ZT = 1.6의 p-type 특성이 보고되었다
[20]. SALT-m은격자내에 Nb-Sb 과잉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나노결정의 석출물이 형성

된다. Na0.95Pb20SbTe22의 경우 475 K에서 ZT = 1.0
에육박하고 650 K에서 ZT = 1.7을보인다 [21]. 단
일 재료에서 광범위한 온도대역에서 ZT가 1을 넘
는재료이다.

3. 요 약

현재 개발 중인 Chalcogenide계 열전재료 중에
서, 이방성 재료인 Thallium chalcogenide, Alkali-

metal bismuth chalcogenide, Bismuth telluride와
등방성 재료인 Lead telluride, Silver antimony
telluride, TAGS, LAST 및 SALT를 소개하였고, 이
재료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
Chalcogenide는 S, Se, Te 및다른원소와의다양한
조합에 의해, 넓은 온도범위에서 열전재료로 응용
하기 위한 밴드갭 에너지의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합성공정에 따른 상변태, 석출 등 구조변화에 따른
열전특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 열전재료 개발

초기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과거의 전
통적인 Chalcogenide계 열전재료뿐만 아니라,
Chalcogenide계열전신소재에대해서도살펴보았
다. Chalcogenide는전자적, 광학적, 열적성질등특
성이독특하고변화가무궁무진하여아주매력적이

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열전재료로서 각광받는
물질군으로판단된다. 그림 11에현재까지 ZT의최
댓값이 1이 넘는다고 보고된 열전재료의 성능지수
를요약하였다.

4. 향후 전망

지난반세기동안열전재료에

관한연구는좁은밴드갭과무거

운 원소를 함유한 단상 (Single
phase) 결정에관한것이주류이
었다. 여기에 고용체의 형성에
의한점결함을유도하여격자열

전도도의 감소를통한 열전특성

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고용체
형성은 열전도도를낮추는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최근 안정한
나노구조 LAST-m 등의 재료개
발과, 고용체형성만으로가능한
열전도도의감소보다더낮은열

전도도의실현에의해, 열전재료
의연구방향에큰전환점이생기

게 되었다. 높은 성능지수를 보
이는 새로운 재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연구이지만, 이미발견된

1166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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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lot of state-of-the-art thermoelectric materials high-
lighting recent advancements increasing ZT abov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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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에 대해 나노 구조화된 다상 (Multiphase)계를
도입함으로써새로운연구방향을제시하고있다. 기
본개념은나노구조화에의해출력인자의증가보다

는격자열전도도의감소를유도하여성능지수를향

상시키는것이다. 재료과학, 물리학, 화학등의기초
이론과새로운합성공정의기술개발을통해벌크열

전재료의성능지수가 2를넘는신소재의개발이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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