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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간 압축 방법으로 제작된 Bi2-xSbxTe3 열전소재 복합체에서
Sb 함량이 전하수송과 출력인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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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the effects of Sb content on the charge transport and power factor of Bi2-xSbxTe3(1.56 ≤
 ≤ 1.74) compounds prepared by hot pressing. From the temperature-dependence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it was found that the charge transport in the compounds was predominantly governed by 
acoustic phonon scattering, and additionally affected by ionized impurity scattering. Hole concentrat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Sb content due to the generation of antisite defects, and its process-dependence 
is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our previous work. The room-temperature mobility of the compound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Sb content due to the intensification of ionized impurity scattering by 
the antisite defects, however, the effect of grain boundary scattering on the mobility could not be observed. 
The Seebeck coefficient decreased with the increase in Sb content, and this effect was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arrier concentration and the density-of-state (DOS) effective mass. The DOS effective mass was 
estimated by Pisaernko relation, and it increased from 0.75 ( = 1.56) to 0.97 ( = 1.74) with increasing Sb 
content due to the non-parabolicity in the valence band of Bi2-xSbxTe3. Based on these results, the effects of 
Sb content on the power factor were discussed, and the highest power factor of 37.2 × 10-4 Wm-1K-2 was 
obtained in the Bi0.3Sb1.7Te3 compound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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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열전발전과 

또한 전자 냉각 소자로 활용될 수 있는 열전 에너지 변환기술

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 열전 에너지 

변환효율은 열전소재의 성능에 크게 의존하며, 열전소재의 

성능은 무차원 열전성능지수인   (=  , 는 제벡 계

수, 는 전기전도도, 는 절대온도, 그리고 는 열전도도)로 

나타낸다. 많은 열전소재들 중에서 그림 1과 같이 층상구조

[3]를 가지는 Bi2Te3계 소재들은 상온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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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열전도도, 높은 제벡 계수, 그리고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업화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4]. 이

러한 Bi2Te3계 열전소재의 성능향상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

으로 시도되어져 왔으며, 최근에 발표된 열전성능지수의 비

약적 향상은 대부분 나노기술에 기반한 열전도도 저감기술

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5-10]. 예를 들어, 고에너지 볼 밀링 

공정을 통해 나노구조화 된 (BiSb)2Te3 복합체의 계면에서 발

생하는 포논(phonon) 산란에 의한 열전도도 저감이 발표된 

바 있으며 [9], 또한 액상 소결을 통해 계면에 형성된 치밀한 

전위망에 의한 포논 산란으로 열전도도의 급속한 저감을 구

현하여 1.87의 높은 열전성능지수가 (BiSb)2Te3 복합체에서 

보고된 바 있다 [10]. 이렇듯 나노공정에 기반한 열전도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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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ystal structure of Bi2Te3.

감기술의 성공적 적용을 통해 열전성능지수의 급속한 향상

이 구현되어 왔지만, 출력인자 (=  )의 향상을 통한 열전

성능지수의 향상은 아직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전

기전도도와 제벡계수가 전하농도의 관점에서 서로 강한 역

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BiSb)2Te3계 열전소재의 성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출력인자의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는 Sb의 함량을 제

어함으로 가능하다. p형 (BiSb)2Te3계 열전소재에서 정공의 

농도는 antisite 결함에 의존하는데, Sb와 Te의 상대적으로 작

은 전기음성도 차이로 인하여 S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Sb'Te 

antisite 결함의 농도가 증가하여 결국 정공 농도의 증가를 가

져오게 된다 [11-14]. 이와 같이, (BiSb)2Te3계 열전소재의 특

성에 대한 Sb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어져 왔

지만, 전기전도도를 지배하는 전하수송 기구에 대한 효과 및 

제벡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밀도 유효질량 (density-of- 

state effective mass)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연구되지는 않았다 

[15,16]. 따라서 Sb의 함량에 따른 전하수송 및 상태밀도 유

효질량에 대한 연구는 (BiSb)2Te3계 열전소재의 출력인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열간 압축 (Hot pressing, HP) 방식으로 제

작된 p형 Bi2-xSbxTe3 (1.56 ≤  ≤ 1.74) 열전소재 복합체에서 

Sb의 함량이 전하수송 및 출력인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

고한다. Sb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공의 농도가 늘어나지

만, 이러한 정공 농도의 증가가 이동도의 큰 감소를 가져오지 

않으며 또한 전기전도도의 온도의존성이  에 선형적으

로 비례하는 것으로부터 본 열전소재 복합체에서의 전하수

송은 acoustic 포논 산란에 지배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규명하

였다 [17,18]. 그리고, 정공 농도와 제벡 계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상태밀도 유효질량을 구하였으며, Sb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태밀도 유효질량이 함께 증가하는 특성을 관찰하였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우리 그룹이 기존에 보고하였던 

spark plasma sintering (SPS) 방식으로 제작한 Bi2-xSbxTe3 

(1.56 ≤  ≤ 1.68) 열전소재의 특성들과 비교하였으며 [15], 

이로부터 이동도와 상태밀도 유효질량은 공정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정공 농도는 공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Sb 함량이 출력인자

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Bi0.3Sb1.7Te3

에서 가장 큰 출력인자를 얻을 수 있었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Bi2-xSbxTe3 (1.56 ≤  ≤ 1.74) 열전소재 복합

체는 진공용융법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원재료로는 Bi 

(99.999%, 5N Plus), Sb (99.999%, 5N Plus), Te (99.999%, 

5N Plus)가 사용되었다. 비율에 맞춰 원재료를 진공을 뽑은 

석영관에 장입하여 1273 K의 온도에서 6 h 동안 용융을 진행

하고, 균일한 (BiSb)2Te3 상을 얻기 위하여 이를 다시 973 K

의 온도에서 3 h 동안 열처리를 수행한 후 물에서 급냉시켰

다. 상기와 같이 급냉된 ingot을 Spex-mill (8000M mixer/ 

mill, Spex Certiprep)을 사용하여 Ar 분위기에서 50분간 분

쇄한 후, hot press (WT 4000A, Well Tech)을 사용하여 60 

MPa의 압력으로 723 K (10 ℃/min)의 온도에서 10 min 간 

소결하였다. 전기전도도와 Seebeck 계수는 4단자법 (ZEM-3, 

ULVAC RIKO)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Hall 계수 측정법 

(ResiTest 8300, Toyo Corporation)을 통해 전하수송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모든 특성들은 열간 압축 공정에서 압력 

축에 수직한 방향에서 측정하였으며, 또한 우리 그룹에서 본 

실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한 분말을 spark plasma 

sintering (SPS) 방식으로 소결하여 기존에 보고하였던 특성

들과 비교하였다 [15].

3. 결과 및 고찰

그림 2(a)는 Bi2-xSbxTe3 복합체에서 Sb의 함량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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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emperature-dependent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Bi2-xSbxTe3 compounds and (b) the electrical conductivities as a 
function of  .

Fig. 3. (a) Hole concentration and (b) mobility of Bi2-xSbxTe3
compounds at room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Sb content, x, 
(filled: this work, open: ref. [15]) The inset in (b) is a bright-field 
TEM micrograph of Bi0.44Sb1.56Te3.

기전도도를 온도의 함수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Sb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체의 전기전도도가 증가

되는 현상이 모든 온도에서 관찰되며, 한편 모든 복합체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는 온

도 증가에 따라 정공이 포논에 의해 산란되는 정도가 심해져

서 이동도가 감소하는 금속성 전기전도특성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이는데, 포논 중에서도 acoustic 포논에 의한 산란일 경

우에 전기전도도는 온도에 대해  ∝  와 같은 상관관

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17].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2(b)와 같이 전기전도도를 온도의 -3/2승의 함수로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와 같이 Sb의 함량에 무관하게 전기전도도는 온

도의 -3/2승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였으며, 이로부터 모든 

Bi2-xSbxTe3 복합체에서 전하수송은 정공-acoustic 포논 산란 

(hole-acoustic phonon scattering)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상기의 전하수송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Bi2-xSbxTe3 복합체에서의 정공 농도와 이동도를 Hall 계수 

측정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a)는 Bi2-xSbxTe3 복합

체의 상온에서의 정공 농도를 Sb 함량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Sb 함량의 증가에 따라 정공의 농도가 증가함이 잘 관찰되

며, 이 결과는 Sb'Te antisite 결함의 생성에 기인한다. Bi 

(2.02)와 Te (2.1) 간의 작은 전기음성도 차이로 인하여 

Bi2Te3에서는 Bi'Te antisite 결함이 쉽게 생성되며 [18], 이것

이 Bi2Te3가 일반적으로 p형을 가지게 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1-14]. 그런데 Bi2-xSbxTe3에서는 이러한 antisite 결함

의 생성이 Bi2Te3에서 보다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Sb (2.05)의 전기음성도가 Te의 전기음성도와 보다 더 가깝

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Sb'Te antisite 결함의 증가에 의해 

Sb 함량 증가에 따른 정공 농도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14].

본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분말을 활용하여 SPS 

방식으로 소결된 복합체에서도 Sb 함량의 증가에 따른 정공 

농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동일한 Sb 함량에서 정공의 농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b'Te antisite 결

함 생성이 공정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SPS 소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전류와 plasma가 Sb'Te antisite 결함의 생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향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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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emperature-dependent Seebeck coefficient and (b) 
room-temperature Pisarenko plot, (c) DOS effective mass of the 
compounds as a function of Sb content in Bi2-xSbxTe3 compounds. 
(filled circle: this work, open circle: ref. [15])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3(b)는 Bi2-xSbxTe3 복합체의 상온에서의 이동도를 Sb 

함량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Sb 함량의 증가에 따라 이동도가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이는 Sb'Te antisite 

결함의 증가에 따른 이온화 불순물 산란 (ionized impurity 

scattering)에 의한 효과로 여겨진다. 한편, SPS 방식으로 소

결된 복합체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도를 

가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본 그림의 inset에 나타낸 것과 같이 

HP 방식으로 소결된 복합체의 입계는 1 μm 이내의 크기를 

지니지만, 기존에 보고하였던 SPS 방식의 복합체는 수 μm의 

입계 크기를 지니고 있었다 [15]. 이와 같이 입계의 크기가 차

이가 나는 HP 및 SPS로 제작된 복합체에서 이동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처럼 나노 복합체가 아닌 

경우에 이동도에 대한 입계 산란 (grain boundary scattering)

의 효과는 무시할만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그림 2(b)에서 관찰된 결과와 함께 고찰해보면, Bi2-xSbxTe3 

복합체의 이동도는 acoustic 포논 산란에 의해 지배적으로 영

향을 받지만, 약간의 이온화 불순물 산란 효과도 공존함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동도에 대한 입계 산란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a)는 Bi2-xSbxTe3 복합체에서 제벡 계수의 온도의존

성을 보여준다. Parabolic band를 가지는 축퇴 반도체 

(degenerate semiconductor)에서 제벡 계수와 정공 농도는 다

음의 Pisarenko relation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19].

 







 (1)

여기에서 는 Boltzmann 상수, 는 전하수송자의 전하량, 

는 Planck 상수, 
는 상태밀도 유효질량, 그리고 는 정공 

농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Sb 함량의 증가에 따라 제

벡 계수의 감소가 전 온도범위에서 관찰되며, 이는 그림 3(a)

에서 관찰된 Sb 함량 증가에 따른 정공 농도의 증가와 일치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Sb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온도 증

가에 따라 제벡 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Sb 함량이 낮

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갈수록 제벡 계수의 감소가 관찰되는

데, 이는 반도체의 전형적인 외인성-내인성 천이(extrinsic- 

intrinsic transition)에 의한 것으로 [20], 이 역시 Sb 함량 증가

에 의한 정공 농도의 증가 경향과 매우 잘 일치한다.

그림 4(b)는 상온에서 측정된 제벡 계수와 정공 농도의 관

계를 나타내는 Pisarenko plot이다 [21,22]. 이 그림에서 점선

은 수식 (1)에서 얻어진 상태밀도 유효질량의 등고선으로, 동

일 선상에서는 같은 상태밀도 유효질량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정공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즉 S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상태

밀도 유효질량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렇게 Pisarenko 

plot으로부터 구한 상태밀도 유효질량을 그림 4(c)에서 Sb 함

량의 함수로 나타내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SPS 방식으로 

소결한 복합체에서의 얻은 기존 결과도 매우 유사한 값이 관

찰된다는 것이다 [15]. 이로부터, Bi2-xSbxTe3 복합체에서의 

상태밀도 유효질량은 공정에 무관하고 조성에 의존하는 값

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Sb 함량의 증가에 따른 상태밀도 

유효질량의 증가는 Bi2-xSbxTe3 복합체의 가전대 (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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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Temperature-dependent power factor and (b) power 
factor at room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Sb content in 
Bi2-xSbxTe3 compounds. (filled circle: this work, open circle: ref. 
[15])

band)에 non-parabolicity가 존재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23].

이상과 같은 전하수송 특성 및 상태밀도 유효질량을 가지

는 Bi2-xSbxTe3 복합체의 온도에 따른 출력인자를 그림 5(a)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료에서 상온영역에서 가장 높은 출력인

자가 관찰되었으며, 출력인자의 최대값은 조성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상온에서

의 출력인자를 Sb 함량의 함수로 그림 5(b)에 나타내었다. Sb 

함량의 증가에 따라 출력인자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데, 이는 최대 출력인자를 얻기 위한 전하 최적화 

(carrier optimization)가 Sb에 의한 antisite 결함 형성을 통해 

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4]. 따라서, 열간 압축 방법으로 수

행한 본 연구에서는 Sb 함량이 1.70일 때 가장 높은 출력인자

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SPS 방법으로 제작한 시료에서는 

Sb 함량이 1.64일 때 최대 출력인자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이

동도 및 상태밀도 유효질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 의

존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정공 농도의 공정 의

존성에 주로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열간 압축 방법으로 제작된 Bi2-xSbxTe3 열전소재 복합체

에서 Sb 함량이 전하수송 특성 및 출력인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b 함량의 증가에 따른 antisite 결

함 형성에 의하여 정공 농도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이동도의 

심각한 저하를 유발하지 않았다. 또한 전기전도도의 온도의

존성을 함께 고려할 때 전하수송은 acoustic 포논 산란에 지

배적으로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태밀도 유효질량은 

본질적으로 Bi2-xSbxTe3 가전대의 non-parabolicity에 기인함

을 고찰하였다. SPS 방식으로 제작된 시료와의 비교를 통하

여 정공 농도의 공정의존성을 관찰하였으며, 이것이 출력인

자 최적화를 위한 Sb의 함량이 공정에 의존하는 원인임을 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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