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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열전소재 연구 동향

1. 서론

열전소재(熱電素材, Thermoelectric materi-

als)는 Seebeck 효과 및 Peltier 효과 등을 이용

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발열 및 냉각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우수한 재료이다. Seebeck효과

는 그림 1과 같이 이종재료의 접합점에 온도

차가 존재 할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이며, 

Peltier 효과는 Seebeck 효과와는 반대로 전류

를 접합점에 통전시키면 접합점에서 열이 흡

수되거나 방출되는 원리이다.

열전변환기술은 열전발전과 열전냉각 기술

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열전

발전은 온도차가 존재하는 어느 시스템에서든 

적용가능하다. 크게는 발전소,제철소 등의 산

업시설 배폐열, 자동차 배폐열, 그리고 작게는 

3
Special Theme  열전소자 및 소재 기술

글_ 오 민 욱 교수  |  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그림 1 ▶  열전발전 및 열전냉각(가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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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열(體熱) 등을 열원으로 하여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림 2는 자동차, 산업 배폐열 등을 활용

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응용사례들을 나

타낸 것이다. 또한 열전발전 시스템은 기계적 

부품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크기를 micro-Watt

에서 MW급 까지 다양하게 설계 제작할 수 있

으며, 반영구적 수명을 가지고 있다. 열전냉각 

또한 이와 유사하게 장수명성, 시스템의 가변

그림 2 ▶  열전발전기술의 응용.

그림 3 ▶  열전냉각 기술의 응용.



Sp
ec

ia
l T

he
m

e 

36

E2 M
 전

기
 전

자
와

 첨
단

 소
재

   
   

 •

성, 정밀 온도제어, 무소음 등의 장점이 있다. 

그림 3은 열전냉각을 이용한 자동차용 쿨링시

트, 와인냉장고, 소형냉장고, 직수형 정수기 등

의 응용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상술한 열전발전 및 냉각 등의 장점을 실용

화하기 위하여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다. 특

히 열전변환기술 중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전

반적으로 결정하는 열전소재의 경우 180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열전소재 자체의 열전물

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대부분의 열전소재 연구는 Bi2Te3계 열전

소재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1990년 후반 나노

기술이 소개되면서, 나노기술의 열전소재 접

목 연구가 이론적, 실험적으로 시도되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로 미세구조 제어기술, 나노 

구조 형성 기술, 전자구조 제어 기술 등이 열전 

분야에 적용됨으로서 열전물성의 비약적인 발

전이 이루어 졌다. 

본 기고에서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열전변환기술 중에서 열전소재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국내 열전소재 연구개발 동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우수한 열전소재란? 

우수한 열전소재를 논하기 위해서는 열전소

자를 먼저 소개하여야 한다. 열전소자는 두 종

류의 열전소재로 이루어진 소자로 주로 p형 반

도체 및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형상은 그림 1과 같다. 열전소자를 통하여 

열전발전 및 냉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전

소재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열전소자

의 특성에 대하여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열전발전소자의 효율(η)은 고온부에서 흡수

한 열유량(Qh) 대비 소자에서 생산하는 출력의 

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효율은 식 (1)과 같

이 정의 된다 [1]. 

η =  =             (1)

여기서 ZT는 열전소재의 무차원 특성치(Di-

mensionless Figure of Merit) 로서 ZT=α2Tσ/κ 

(α: Seebeck 계수[V/K], σ: 전기전도도 [Ω-1m-1], 

κ: 열전도도[W/mK], T: 온도[K])이다. 일부 연

구자들의 경우는 ZT를 표기함에 있어 ZT 및 ZT

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ZT는 열전

소자의 무차원 특성치를 의미하고, zT는 열전

소재의 무차원 특성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열전발전의 경우를 생각하면, 주어

그림 4 ▶  ZT에 따른 열전발전소자의 에너지변환효율. Carnot 

 효율은 고온부 (Th) 573 K, 저온부(Tc) 300 K의 효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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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온도차 환경에서 최대 전력을 생산하기 위

해서는 높은 온도차 유지를 위하여 열전도도

는 우선 작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된 전력이 

Joule 열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기전도도는 커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는 온도차에 의해 기전력이 많이 생성되기 위

하여 Seebeck 계수가 커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유로 높은 ZT를 갖는 열전소재가 열전발전 및 

열전냉각 특성이 우수하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열전소자의 에너지변환효율은 ZT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온

도차에 따라 이론적 최고 물성치인 까르노 효

율이 존재하고, 열전변환효율의 경우 ZT=1 기

준으로 까르노 효율의 1/4~1/5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만약 ZT=4 정도가 되면 까르노 효율의 

1/2~1/3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온도 조건 또는 

열환경이 변하면 열전변환 효율과 까르노 효

율의 상대적 비교치는 바뀔 것이다.

3.  우수한 열전소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

열전소재 물성치인 ZT는 아래식과 같이 표

현된다. 한편 F로 표현된 수치는 β 값으로 표

현된다 [2]. 

β =                             (2)

여기서 kB, 는 Boltzmann 상수, m는 전하의 유

효질량, μ은 전하이동도, h는 Plank 상수, e는 

전하량, λL은 격자 열전도도, r은 산란종류에 

따른 인자(scattering factor)이다.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페르미 레벨이 최적화 

될 때 ZT가 최대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전하농도의 최적화 필요성을 의미한다. 반

면에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F값 

또는 β이 커질수록 ZT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하의 유효질량이 크고 격자 열전도

도가 작은 소재가 열전특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5 ▶  소재 물성치에 따른 열전물성 특성 변화: (a)페르미  

 레벨 변화에 따른 ZT, (b) F 값 변화에 따른 Z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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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식은 전하농도 및 산란 특성이 일

정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또한 혼합 전도 및 

복합체 등에서는 위의 식을 직접적으로 적용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

진 대부분의 열전재료는 β 값이 우수한 재료

로서 상술한 원리가 경험적으로 잘 맞는 것을 

의미한다. 

4.  열전물성 최적화  

 : 전기적물성

열전소재의 β 값이 우수하더라도 최적 열전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림 5에서처럼 페

르미 레벨의 최적화, 즉 전하 농도 최적화가 필

요하다. 보다 세부적으로 열전물성 중 전기적

물성에 해당되는 전기전도도 및 제벡계수의 

전하농도 의존성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전

하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증가하

고 Seebeck 계수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 결

과 특정 농도 범위에서 ZT에서 분자 항인 출

력인자(power factor)=α2σ가 최대가 될 것임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농도는 1019~1020 

cm-3 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료별로 최적 농도

는 다르다. 따라서 열전소재의 농도 최적화를 

위하여 도핑 등의 기법 등을 이용하여 출력인

자를 최대화하여야 한다. 

5.  열전물성 최적화  

 : 열적물성

격자 열전도도는 이상기체인 경우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Cυ는 비열, υ는 포논 속

력, λ은 자유이동경로(mean free path)이다. 

이 식을 고체에 확대하면 다음 식과 같다. 격

자 원자 수에 반비례하므로 복잡한 결정구조

를 갖는 소재가 대부분 열전도도가 낮다. 격자 

열전도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유이동경로를 

제어해야 한다. 그림 7에 표현한 것과 같이 격

자열전도도는 자유이동경로의 크기에 따라 변

화하므로 다양한 자유이동경로를 갖는 포논을 

다양한 산란중심(scattering center)을 이용하여 

산란시켜야 한다. 산란중심으로는 그림 7에서

와 같이 함금원소, 나노구조체, 결정립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결정 내에 결함(1차원, 2차원 결

함 등)이 존재하고, 그 농도가 충분하면 격자 

열전도도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나노 크

기의 제2상 형성 등에 의해서도 격자 열전도도

는 크게 감소할 수 있다.  그림 6 ▶  전하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 및 제벡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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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신 열전소재 연구 동향

열전소재는 온도구간, n/p형 열전물성 등

에 따라 다양한 최적소재들이 존재한다. 일반

적으로 상온에서 1,000℃ 구간에서 최고의 성

능을 보이는 소재들이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상온이하에서는 극히 제한적

이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상온 영역에서는 Bi-Te계 화

합물, 중고온 영역에서는 PbTe, SnSe, Zn4Sb3, 

Yb-Mn-Sb 화합물 최고 ZT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각 재료의 구체적 특성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부항목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그림 6. 전하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 및 제벡계

수.

 



  




  












 






 


 


 



그림 7 ▶  포논 자유이동경로에 따른 격자열전도도 변화.

그림 8 ▶  온도에 따른 p/n형 열전소재의 열전물성 ZT변화 [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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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2Te3계

1950년대부터 개발된 Bi2Te3계 화합물은 상

온 부근에서 n형 및 p형 모두 최고의 열전성

능을 나타내고 ZT는 상온에서 약 1 정도이다 

[4]. Bi2Te3의 결정구조는 그림 9와 같이 공간군 

R-3m (S.G. # 160)로서 육방정계이다. 이러한 

결정구조로 인하여 열전특성에 이방성이 있

고 일반적으로 육방정의 a축 방향 특성이 c축

에 비하여 우수하다. 방향에 따른 제벡계수 차

이는 작은 편이며, 전기전도도는 a축 방향이 c

축에 비하여 약 4배 우수하며, 열전도도는 a축 

방향이 c축의 2배 정도이다. 그 결과, a축 방향 

ZT가 c축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된 ZT~1의 특성도 zone 

melting 법 등으로 제조된 잉곳의 열전특성을 

a축 방향으로 측정했을 때 얻을 수 있다. 이는 

또한 Te-Te 결합은 약한 Van der Walls 결합으

로 이루어져 있어 벽개면이 쉽게 형성되고 기

계적성질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최

근, 한국의 연구그룹은 높은 밀도의 전위를 입

계주위에 형성시킴으로서 중간 영역의 진동

수를 갖는 포논들을 효과적으로 산란시킴으

로서 열전도도를 감소시켰고, 그 결과 320K에

서 p형 ZT=1.86 획득하였다[4]. 또한 이 소재

를 이용한 열전소자를 제조하여 최대 온도차 

81K를 확보하여, 개발 기술의 소자화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고에너지 밀링을 이용하여 제

그림 9 ▶  Bi2Te3의 결정 구조. 그림 10 ▶  높은 전위 밀도를 이용한 고성능 Bi-Sb-Te계 소재  

 개발 결과 [4].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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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Nano composite Bi2Te3는 100℃에서 p-

type ZT=1.4를 나타낸다 [5]. 또한 이 재료는 상

온에서 ZT=1.2, 250℃에서 ZT=0.8을 나타낸

다. 이러한 우수한 열전특성은 기존의 Bi-Te계 

재료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열전도도 때문이

었다. 낮은 열전도도는 그림 11과 같은 약 50 

nm 크기의 결정립 및 결정립 내부에 존재하는 

nanodot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나

노 크기를 갖는 무질서한 배열의 결정립은 열

전특성의 이방성을 나타나지 않으며 벽개면의 

형성을 억제하며 기계적강도 또한 우수할 것

으로 예측된다.  

PbTe계 화합물

PbTe계 화합물 중에는 우선 LAST-m (Lead-

Antimon-Silver-Tellurium)으로 불리기도 하는 

AgPbmSbTem+2 화합물이 우수한 열전특성을 

보인다. 700 K에서 LAST-18의 경우 n형이며, 

ZT~1.7의 우수한 열전특성을 보인다[6]. 결정

구조는 각각의 원소들이 단순한 NaCl 구조를 

서로 공유하는 구조로 금속 양이온들은 NaCl 

구조에서 임의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Ag, Pb, 

Sb는 Na 위치를 차지하며, Te은 Cl 위치를 차

지한다. 그러나 고배율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을 수행한 결과 LAST-m 화합물은 완전히 균일

한 화합물은 아니며 그림 12과 같이 1~10 nm

의 크기를 갖고 조성이 불균질한 나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나노 사이즈의 불균질 영역

에서 발생하는 Coulomb force 등의 변화가 전

기전도도 및 Seebeck 계수 등의 전기적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LAST-

m 화합물의 격자진동에 의한 열전도도는 700 

K에서 약 0.45 W/mK 로 매우 낮은데, 이것은 

미세구조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나노 

구조에 의해 포논의 이동이 산란되기 때문으

로 생각되고 있다. 한편 PbTe 합금에서 Sn를 

Pb 치환형 합금원소로 첨가한다. 이를 바탕으

로 n형의 LAST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LASTT 

(Lead- Antimon- Silver- Tellurium-Tin)화합물

을 제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p형의 화합물이

었으며, n형의 화합물을 만들기 위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7]. 한편 LAST 화합물은 

그림 11 ▶  NC-Bi2Te3 화합물의 미세구조. A, B: 저배율 투과 현

미경 이미지, C. D: 결정립내에 존재하는 nanodot [5].

a

c

b

d

그림 12 ▶  LAST-18 화합물의 고배율 투과전자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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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조법 및 미세한 조성변화에도 열전특성

이 민감하게 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AST 화합물의 경우 제조 방법 등에 의해 열

전특성이 크게 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 동일한 제조법으로 제조된 LAST 화합물에

서 m 값, 즉 Sb 또는 Ag의 상대적 양 변화에 따

른 열전특성을 조사한 결과 LAST-18 에서 최

적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8] (그림 13). 한편 동

일한 조성의 LAST 화합물에서 제조법의 차이

에 따른 열전특성은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에서와 같이 LAST 화합물은 제조 공정에 따

른 열전특성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8]. 

따라서 우수한 열전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제조 공정 기술 확립이 필요하다. 

PbTe에 Ag와 Sb이 함께 도핑 됨으로서 열전

특성의 현저한 증가가 발생하는데 PbTe내에서 

Ag와 Sb의 구체적 역할을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

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Ag와 Sb를 각각 PbTe 

내에 도핑하면 LAST-18와 동일한 조성에서는 완

전히 고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밝혀졌다 [9]. 또

한 그림 14와 같이 LAST 18의 열전특성은 Ag와 

Sb을 따로 도핑한 결과로부터 유추한 열전특성

과는 현저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9]. 이러한 결

과들은 PbTe내에서 Ag와 Sb이 따로 떨어져 있

지 않고 매우 가까이 위치하여 Ag-Sb의 상호 작

용이 매우 클 것임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9].  

최근에는 PbTe 내에서의 Ag와 Sb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Ag의 역할을 제일원리계

산을 통해 규명하였다 [10]. Ag가 PbTe에서 Pb

를 치환, Te를 치환하는 경우, 침입형으로 존재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을 가정하

고, 각 종류별 형성에너지를 계산하면 그림 15

그림 13 ▶  LAST합금에서 m 값 변화에 따른 ZT 변화 [8]. 그림 14 ▶  LAST의 실험적 제벡계수와 Ag, Sb이 독립적으로 도

핑된 합금의 제벡계수로부터 유추된 제벡계수 [9].

Sample
Seebeck

coefficient
(μV/K)

Electrical
resistivity

(10-3 Ωcm)

Carrier
concentration

(1019 cm-3)

Carrier
mobility

(cm-2 V-1 s-1)

Thermal
conductivity

(W/mK)

LAST-18

LAST-186

-200

-135

2.87

0.54

0.36

~2.0

401

~800

1.3

2.3

표 1 ▶  제조 방법에 따른 열전물성(ref. 6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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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일반적으로 Ag는 Pb를 치환하는 p형 

도펀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된 

형성에너지를 보면 Pb치환 Ag는 쉽게 생성되

기 힘듦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침입형 Ag는 보

다 쉽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b-rich 

조건에서 Ag가 첨가될 때는 Ag가 오히려 n형 

도펀트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계산

으로 구한 형성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하농

도의 온도의존성을 계산해본 결과 실험결과와

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11].

p형 PbTe 합금 중에는 Tl을 첨가한 합금에

서 가장 우수한 열전특성이 보고되었다. Her-

emans 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500℃에서 약 

ZT=-1.5를 나타내면 이는 기존의 결과의 약 2

배에 해당하는 우수한 열전특성이다 [12]. Tl 

첨가에 따른 열전특성 향상은 LAST와 같은 나

노구조체 형성에 의한 것이 아닌 전자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제벡계

수는 그림 16과 같이 전자 상태 밀도 함수에

서 Fermi 레벨 근처의 대칭성이 깨어 질 때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도의 

Ahmad의 연구에 따르면 PbTe에 Tl을 첨가하

면 가전자대에 그림 17과 같은 전자 상태 밀도 

함수의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제벡계수가 향

상되어 열전특성이 향상될 수 있음이 이론적으

로 예측되었다 [13]. 2008년도에 Heremans 등

은 이러한 예측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Tl 이 첨가 되지 않은 친환경 적

인 다른 도핑 원소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전자

구조 변화를 이용한 열전특성 향상 연구를 계

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6 ▶  Tl 첨가 PbTe의 전자 상태밀도 함수의 개략도 [12].

그림 15 ▶  PbTe에서 Ag의 형태별 형성에너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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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Pei 등은 밴드 컨버젼스를 이용하여 850 

K에서 ZT=1.8를 p형 PbTe 화합물에서 보고하

였다 [14]. Se 및 Na이 첨가됨 PbTe에서 Se양은 

가전자대의 간격을 조절하고, Na은 페르미레

벨의 위치를 결정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전자대 간격이 변하게 되고 특정 온도에서 

최대 밴드 degeneracy를 수송물성에 활용함으

로서 열전물성이 최대화 되었다. 

SnSe계 화합물

L. D. Zhao 등은 SnSe 단결정에서 923 K 에

서 b 축 방향 p형 ZT=2.6을 보고하였다[15].  

SnSe의 결정구조는 층상구조로서 결정구조에 

기인하여 이방성이 예측된다. 이러한 이방성

을 단결정을 제조하여 열전물성을 측정한 결

과, 기존에 확인하지 못하였던 SnSe의 우수한 

열전물성을 보고하였다 (그림 19). SnSe의 우

그림 17 ▶  도핑 원소 첨가에 따른 전자 상태밀도함수의 변화 [13].

그림 18 ▶  Na 및 Se이 첨가된 PbTe에서 발생하는  

 밴드 컨번젼스 [14].

a

b

그림 19 ▶  SnSe 단결정의 결정구조 및 열전물성 [15].

a

e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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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열전물성에 대해서는 재현성에 의문점을 

가지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연구

그룹에서 Bi가 도핑된 n형 SnSe 단결정에서도 

ZT=2.2를 733K에서 보고됨으로서 SnSe의 우수

한 열전물성이 획인되었다 [16] (그림 20). STM

을 이용한 분석에서 Bi은 Sn을 치환하며 그 결

과 전자의 농도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β-Zn4Sb3 화합물

β-Zn4Sb3 화합물은 673 K 이하의 온도에서 

우수한 열전특성을 보이는 재료이다. 그 결정

구조는 공간군 R3
-C이며 263 K~765 K 온도구

간에서 안정한 상이지만, 673 K 이상에서는 

ZnSb 및 Zn 로 상분해 되기 시작한다. β-Zn4Sb3

는 quartz 관을 이용하여 원료 분말을 용해하

고 제조된 합금을 분쇄하여 hot pressing 및 

SPS 등을 이용하면 고밀도의 합금이 제조된다. 

β-Zn4Sb3 화합물의 열전특성은 p형으로서 최대 

약 ZT=1.4가 673 K에서 관찰되었다. β-Zn4Sb3

의 power factor (α2σ)는 673K에서 0.87 W/mk 

로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300 K 에서의 열전

도도가 약 0.9 W/mk로 매우 낮기 때문에 우수

한 열전특성을 나타낸다 [17]. 

β-Zn4Sb3의 낮은 열전도도는 그 결정구조의 

특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단결

정 및 Rietvelt 법 등을 이용한 결정구조 분석에 

따르면 일부 Zn 원자는 결정구조의 침입형 자

리에 위치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침

입형 Zn은 열적 진동 반경이 매우 커 phonon

의 이동을 산란시켜 열전도도를 크게 감소시

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 Sb 또한 합금

에서 Sb3- 및 Sb24-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러한 Sb 이온의 불규칙성 또한 낮은 열전도도

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8]. 다른 합금계

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핑원소 첨가는 

β-Zn4Sb3 합금에서는 크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

다. Sn 및 Cd 등의 합금원소 등이 치환형 원소

로 첨가 가능하나 그 첨가량이 제한적이어서 

열전특성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8]. 

Zn4Sb3의 열전특성 또한 PbTe와 마찬가지

로 제조 공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최근 보고

되었다. 동일한 분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Hot 

pressing 공정으로 제조 시에 열전물성은 그림 

12와 같이 HP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을 알 수 있고 있는 이것은 고압 소결 등에 따른 

Zn의 휘발 억제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19]. 

그림 20 ▶  Bi 도핑된 n형 SnSe 단결정의 열전물성 및 STM을  

 이용하여 확인된 Bi의 Sn치환 [16].

그림 21 ▶  Zn4Sb3의 hot-pressing 조건에 따른 열전 특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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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14MnSb11 화합물

Yb14MnSb11의 최대 열전특성은 p형으로 

1,223K에서 약 ZT=1 정도로 기존 재료의 2배

에 달한다 [20] (그림 8). 전기비저항은 1,200 K

에서 5.4 mΩm 이며 Seebeck 계수는 1,275K

에서 185 μV/K로 p형이다. 한편 열전도도는 

300~1,275 K 영역에서 0.7~0.9 W/mK로서 매

우 낮으며, 그 결과 우수한 열전특성이 나타난

다. 이러한 낮은 열전도도는 그림 22와 같은 복

잡한 결정구조 및 그 구조를 이루는 무거운 원

소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Al 도핑에 의해 그림 23과 같이 1,223 K에서 약 

ZT=1.25로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되었다 [21].  

7. 국내 열전소재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1990년도를 기점으로 KIST와 홍

익대 등을 통해 저온용 열전변환재료인 Bi-Te

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후 신 열전

재료에 대한 연구들이 강원대, 서울대, 연세

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KAIST

의 대학교들과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Bi-Te계, 산화물

계, Skuterudite계, Fe-Si계, Half-Heusler, Pb-Te

계 등에 대한 연구가 소규모로 수행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열전소재 기술의 국

제적 발전과 더불어 우수한 연구 성과가 다수 

보고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종기원/성균

관대/강원대 팀에서는 Melt-spun 샘플에 고밀

도 전위를 형성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상온 

부근에서 역대 최고의 물성을 보고하였다 [4].  

중온영역에서는 In4Se3계 화합물의 열전특성

을 새롭게 발견하여 nature materials에 보고한 

바 있다 [22].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AgSbTe2, 

PbTe화합물, GeTe, Zn4Sb3, Mg2Si계 화합물에

서 ZT>1.0 이상의 우수한 열전특성을 보고하

고 있다. 이러한 열전특성 향상은 나노구조체 

그림 22 ▶  Yb14MnAlSb11의 결정 구조. 

그림 23 ▶  Al이 도핑된 Yb-Mn-Sb 화합물의 열전 특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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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및 열전특성 최적화 등을 이용하여 달성

되었다. 또한 전산모사를 이용한 신 열전재료 

개발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 적인 신 열전

재료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23]. 그 밖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재료연구소에서는 Bi-Te계 

화합물에서 나노 분말 형상 제어 및 결정립 방

향 제어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열전특성 향상

을 도모하고 있다. 산화물계 열전소재는 세라

믹기술원, 세종대 등에서 중점적으로 연구 개

발되고 있다.  

8. 결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열전변환기술에 대한 관

심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열전소재 특

성 향상에 기인한 것이다. 상온용 Bi-Te계 화

합물의 열전특성은 기존 대비 약 100% 향상되

었으며, 중온용 열전재료들에서도 100% 가까

운 열전특성 향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열

전특성 향상은 크게 나노구조체(나노결정립, 

nanodot 등) 도입으로 인한 열전도도 감소, 전

자구조 변형을 통항 제벡계수 향상 등의 2가지 

요소가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는 

기존에 열전소재로 연구되지 않았던 재료가 

새롭게 열전소재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도 새로운 열전 성능 향상 기법 

등이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실험 및 이론

적으로 그 결과들이 분석 및 확인되고 있는 실

정이다. G. Zeng 등은 에너지 필터링 모델을 

제안하여 복합 열전소재에서 열전특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24]. 벌크 물

질이 아닌 나노와이어 소재의 열전물성 또한 

크게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열전소재의 열전물성 향상은 아직 진행형임이 

확실하다. 그 결과로 열전소재를 이용한 열전

변환기술의 상용화 시기도 더욱 앞당겨 질것

으로 생각된다. 열전변환기술이 상용화 되었

을 때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은 

자동차만을 고려하였을 때에 약 5% 수준인 것

으로 알려 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국제사회에

서 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하여 국내 열전소재 

연구개발에 대한 범 정부적 지원이 강력히 필

요할 것이다. 본 기고는 “전기전자재료” 제 24

권 제 6호 (2011년 6월)에 게재된 열전소재 동

향 기고를 바탕으로 최신 동향 등을 추가하여 

증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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