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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좁은 밴드갭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는 열전소재의 온도에 따른 전자전도 및 열전도 특성은 다수 캐리어 뿐 아

니라 소수 캐리어의 전도 거동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소수 캐리어의 weighted mobility에 대한 다수 캐리어의 weighted

mobility의 비율로 정의되는 weighted mobility ratio는 열전소재의 성능 증대에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열

전소재의 전자전도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weighted mobility ratio 제어가 열전소재의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여 고성능 Bi-Te계 열전소재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emperature dependences of electronic and thermal transport properties of narrow band gap thermoelectric

materials are dependent on the transport behavior of minority carriers as well as majority carriers. Thus, weighted mobility

ratio, which is defined the ratio of weighted mobility for majority carriers to that for minority carriers, must be one of

the important parameter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rmoelectric materials. Herein, we provided a practical guide

for the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Bi-Te-based thermoelectric materials based on the weighted mobility ratio control

by considering theoretical backgrounds related to the electronic transport phenomena in semicond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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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전(thermoelectric)은 고체상태의 반도체 특성 소재를

통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직접적이고 가역적인 변

환 현상으로 열전발전(thermoelectric power generation) 및

열전냉각(thermoelectric cooling)에 응용된다.1) 열전발전

은 미활용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 고효율화 기술로 차량, 선박,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기술 및 체열 등 미소 열원을 이용하

여 전력원을 제공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비용 대비발전량이 적은 이유로 군

용, 비상용 등 특수 목적에만 활용되고 있어 발전효율 증

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 식(1)은 열전발전

시스템의 최대 발전효율(ηmax)을 나타낸다.2)

(1)

식 (1)에서 TH는 열전소재의 고온부 온도, TC는 열전

소재의 저온부 온도이고, ZTavg 는 고온부와 저온부 구

간에서 열전모듈을 구성하는 p형 및 n형 열전소재의

무차원 성능지수(dimensionless figure of merit) 평균값

이다. 따라서 열전발전 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높은 온도차가 제공될 수 있는 열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뿐 아니라 열전모듈이 구동되는 온

도 구간에서 열전소재의 성능지수(zT)를 향상하는 것

이 요구된다. 

열전소재의 성능지수인 zT는 다음 식 (2)와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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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 (2)에서 S는 온도차에 의한 기전력을 나타내는 제벡

계수(Seebeck coefficient), σ는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

ductivity), T는 절대온도, κ는 열전도도(thermal conduc-

tivity) 이다. 열전도도는 전자/홀에 의한 전자열전도도

(electronic thermal conductivity, κele)와 격자 진동에 의한

격자열전도도(lattice thermal conductivity, κl)를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소수 캐리어(minority carrier)에 의한 양극성

열전도도(bipolar thermal conductivity, κb)가 발현된다.

현재까지 Bi-Te계, Pb-Te계, Skutterudite계, half-Heusler

계, Mg-Si계 등의 소재가 상용 열전소재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열전발전 효율 향상을 위한 열전소재

성능 증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3) 열전소재의 성능

증대는 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제벡 계수의 제곱과 전

기전도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파워팩터(S2σ, power factor)

를 증대하거나 격자열전도도를 저감하는 전략을 기반으

로 진행되고 있으나, 파워팩터 증대를 위해서는 제벡계

수와 전기전도도가 전하밀도(carrier concentration)에 대해

상쇄(trade-off) 관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열전도도 저감을 위해 전자열전도도를 감소할 경우 전기

전도도가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열전성능 증대

를 위해서는 격자열전도도만을 저감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편, 대부분의 열전소재가 좁은 밴드갭(Eg) 특성을 나

타내기 때문에 소재 및 구동 온도에 따라 소수 캐리어의

전도 기여가 변화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논문에서 양극성

전도 거동에 따른 전기전도 및 열전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으나, 소재 개발에 대한 실질적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그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치화 할 수 있는 소

재 인자에 대한 정립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특성 소재에서의 전자전도 거동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양극성 전도 거동을 결

정하는 직접적인 소재 인자로 소수 캐리어의 weighted

mobility에 대한 다수 캐리어의 weighted mobility의 비율

로 정의되는 weighted mobility ratio를 도출하였고 Bi-Te

계 열전소재를 모델소재로 열전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고

찰하였다. 기존 보고된 논문에서 열전성능 증가 원인을

weighted mobility ratio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Bi-Te계 열전소재의 전도 특성

상술한 바와 같이 열전소재는 좁은 밴드갭 반도체 특

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의 전도에 대한 기여

를 single parabolic band model로 설명하기 어렵다.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정성장법으로 제조한 Bi-Te계

열전소재 ingot의 경우 온도 증가에 따라 열전도도가 감

소 후 다시 증가하는 거동이 많이 관찰되며 이는 소수 캐

리어에 의한 열전달이 온도 증가에 따라 활성화되기 때

문이다.4) 소수 캐리어의 온도에 따른 기여 거동 변화는

제벡계수를 감소하는 원인이 되는 charge compensation에

의한 파워팩터 감소 등 전기전도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 그 결과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전성능 zT도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이러한 zT의 온도 의존성은

식 (1)에서 ZTavg의 감소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열전발

전 효율을 저하한다.

따라서 ZTavg 증대를 위해서는 소수 캐리어를 포함하는

전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two-band

model을 이용한 이론적 해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Two-

band model의 경우 전기전도도, 제벡계수, 열전도도는 다

 

Fig. 1. Theoretical maximum thermoelectric power generation

efficiency according to ZTavg.

Fig. 2. Temperature-dependent thermal conductivity and zT of Bi-

Sb-Te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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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식 (3)-(5)와 같이 표현된다.

(3)

(4)

(5)

식 (3)과 식 (4)에서 maj와 min는 각각 다수 캐리어와

소수 캐리어의 전체 전기전도도 및 제벡계수에 대한 기

여이다.5) 식 (5)에서 κele와 κb는 다음 식 (6) 및 식 (7)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6)

(7)

식 (6)에서 Lmaj와 Lmin는 다수 캐리어와 소수캐리어에

대한 로렌츠 넘버(Lorenz number)이다.

 Weighted mobility (μw,ac)는 열전소재의 성능을 평가하

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single band의 경우

에는 weighted mobility로 전자전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열전소재의 전도 특성은

소수 캐리어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의

weighted mobility에 대한 다수 캐리어의 weighted mobility

의 비율인 weighted mobility ratio (A = (μw,ac,maj)/(μw,ac,min))

를 사용함에 의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열

전소재 성능 zT와 A와의 상관관계를 다음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식 도출과 관련한 상세 과정은 최근 출

판된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6)

(8)

식 (8)에서 Bmin은 소수 캐리어 밴드의 quality factor이

고, U, W, Y는 각각 다음 식 (9), 식 (10), 식 (11)과 같다.

(9)

(10)

(11)

식 (9)-식 (11)에서 (), (), ()은 각각 다음 식 (12),

식 (13), 식 (14)와 같다.

(12)

(13)

(14)

식 (12)-식 (14)에서 Fx()은 Fermi integral이고, 은

reduced electrochemical potential이다.

기존 보고된 Bi-Sb-Te계 나노그레인구조 소재에서 ingot

소재와 비교하여 증대된 파워팩터(S2σ, PF)를 A값의 변화

로 잘 설명할 수 있다.7)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ingot

의 파워팩터는 A를 1로 설정하였을 경우 실험값과 잘 일

치한다. Fig. 3에서 점은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이며 실선

은 two-band model을 이용하여 A = 1.0 및 A = 1.75로 설

정하여 계산한 값이다. 반면에 나노그레인구조 소재의 파

워팩터는 A를 1.75로 증가하면 실험값과 잘 일치하여 A

의 변화가 전기전도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과

two band model에 의한 전기전도특성 예측의 신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Fig. 4에는 밴드갭을 0.195 eV로 고정한 상태에서 A값

의 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σ)와 제벡계수(S)의 상관관계

를 300 K, 400 K, 500 K에서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값을 0.5, 1.0, 2.0으로 변화함에 따라 300 K에서는 전기

전도도와 제벡계수의 상관관계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

았으나, 400 K 및 500 K에서는 소수 캐리어의 기여가 증

가하여 A값에 따라 전기전도도와 제벡계수의 상관관계

특성이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즉, Bi-Te계 소재에서

 

 

 

 

 

 

 

 

 

 

 

 

Fig. 4. Relationship between Seebeck coefficient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t 300 K, 400 K, and 500 K according to A.

Fig. 3. Temperature dependences of power factor of the Bi-Sb-Te

ingot (Poudel ingot exp) and nano-grained bulk (Poudel

nano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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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려진 전기전도도와 제벡계수의 전하밀도

에 따른 trade-off 관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소

재 설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열전소재의 조성

제어, 결함구조 형성, 나노 구조화 등의 소재인자를 제어

하여 A값을 증가하면 열전소재의 성능 zT가 증대됨은 물

론 ZTavg가 향상되어 식 (1)에 따라 열전발전효율을 개선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식 (8)을 이용하면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전소재

의 밴드갭(Eg) 및 A를 특정한 상태에서 전하밀도(nH) 및

온도에 따른 파워팩터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파워팩터 값이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특정

전하밀도에서 최댓값을 나타내는 state-of-art Bi-Te계 열

전소재에 대해 기존 보고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7,8)

또한 식 (8)을 이용하면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

전소재의 밴드갭(Eg) 및 A를 특정한 상태에서 전하밀도

(nH) 및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열

전도도에 대한 전자, 격자 및 bipolar 기여를 산출할 수

있다.

Fig. 5와 Fig. 6의 결과를 이용하여 식 (8)을 이용하면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전소재의 밴드갭(Eg), 전하

밀도(nH) 및 A에 따른 이론적인 zT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실험 진행 없이 높은 zT를

발현하는 소재에 대한 물리인자 측면에서의 설계가 가능

함을 나타낸다.

Fig. 7에서 붉은색 부분의 zT는 약 1.50이고 파란색 부

분의 zT는 0.3이며, 색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Bi-Te계

열전소재에서 이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특성 영역이

다. A, Eg, nH 값 최적화로 p형 Bi-Sb-Te계 열전소재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zT의 최댓값은 약 1.6으로 예상된

다. 본 연구는 Bi-Sb-Te계 열전소재를 대상으로 열전물성

예측을 진행하였으나, Pb-Te, skutterudite, silicide 등 다양

한 열전소재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A 값을 제어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결함구조(0차원 점결함9), 1차원

선결함8), 2차원 면결함10), 3차원 벌크결함11)) 형성으로 열

전소재의 성능 증대를 위한 실효적인 소재 설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3. 결 론

소수 캐리어의 전도 거동을 제어하는 것은 열전소재의

성능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Bi-Sb-Te계 열전소재 성능에 대한 weighted

mobility ratio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Two band model을

이용하여 좁은 밴드갭 반도체에서 캐리어 전도 특성과 관

련된 이론을 정립하였고, 이를 이용한 열전물성 계산과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재 설

계 지침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고성능 열전소재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전도 특성의 온도 의존성을 예

측 Tool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열전소

재의 성능 증대를 위한 소재 설계 지침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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