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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rous Mg3Sb2 based compounds with 60~70 % of relative density were prepared by powder compaction at

room temperature and reactive liquid phase sintering at 1023 K for 4hrs. The stoichiometric Mg3Sb2 compounds were

synthesized from elemental Sb and Mg powder in the mixing range of 61~63 at% Mg. The increased scattering effect due to

the micro-pores reduced the mobility of the charge carrier and the phonon, which cause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he

thermal conductivity to decrease, respectively. But the scattering effect was greater for the electrical conductivity than for the

thermal conductivity. Excess Mg alloyed in the Mg3Sb2 compounds decrease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but had no effect on

the thermal conductivity. On the other hand, the large increase of the Seebeck coefficient was the result of a decrease in the

charge carrier density due to the excess Mg. Dimensionless figure of merit of the porous Mg3Sb2 compound reached a

maximum value of 0.28 at 61 at% Mg. The obtained value was similar to that of Mg3Sb2 compounds having little pores.

Key words liquid phase sintering, thermoelectric, porous, Mg3Sb2.

1. 서  론

열전발전은 에너지 재생이 어려운 내연기관의 배열이

나 각종 폐열 등 저급의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할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기술이며, 태양

열 발전과 복합화하여 발전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1) 열

전발전의 효율은 무차원 열전성능지수 ZT = (α2
σ/κ)T (여

기서 α는 Seebeck 계수, σ는 전기전도도, κ는 열전도도,

T는 절대온도)으로 평가되며,2) 따라서 ZT를 높이기 위

해서는 power factor(α2
σ)를 최대로 하고 열전도도를 최

소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ower factor는 전하 캐리어

의 농도를 최적화하여 증가시키고 열전도도의 감소를 위

해서는 고용체 형성, 결정립 미세화, 또는 rattling 효과

등을 이용하여 포논의 산란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제

안되어 있다. 

한편 작은 기공을 갖는 다공성 물질에서 정공이나 전

자와 같은 캐리어와 포논의 산란 기구가 다른 점을 이

용하여 열전도도를 감소시키려는 연구가 Si 재료에 대해

시도되었다. Boor 등은 전기화학에칭으로 제조한 기공율

60 %의 다공성 Si 멤브레인에서 치밀한 괴상 Si에 비해

높은 ZT 값을 얻었다고 보고하였고,3) Tang 등은 심도

반응성 이온식각(deep reactive ion etching)으로 나노미

터 크기의 기공을 갖는 Si 멤브레인을 제조하여 기공율

이 35 %일 때 열전도도가 괴상 Si에 비해 100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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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온에서 약 0.4의 ZT 값을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4)

한편 Goldsimd는 다공성 열전재료가 횡방향 펠티에 냉

각(transverse Peltier cooling) 소자용 층상 복합재료를 구

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5,6) n

형으로 Bi2(Te, Se)3와 p형으로 다공성 (Bi, Sb)2Te3로 구

성된 열전 소자에 대해 횡방향 성능지수(transverse figure

of merit)가 기공율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기공율 10

%에서 0.6에 도달하는 것을 보였다. 

Mg3Sb2 화합물은 비교적 큰 Seebeck 계수와 낮은 열

전도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중온영역(373~700 K)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전재료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7-11) 최근 Ponnambalam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고상 반

응법으로 합성한 Mg3SbBi 조성의 화합물에서 825 K일 때

약 0.4 정도의 ZT 값을 얻었고,12) Bhardwaj 등은 Sb를

Pb로 치환한 Mg3Sb2-xPbx 조성에서 x = 0.2일 때 무차원

성능지수가 773 K에서 0.84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13)

Mg3Sb2 화합물은 주로 기계적합금법으로 화합물 분말을

만든 후 열간가압법으로 성형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

으나, 이 경우 화학양론적 화합물과 치밀한 조직을 만

들기 어렵고 산화물의 개재와 불순물의 유입을 막기 어

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반응성

액상 소결법(reactive liquid phase sintering)을 이용하여

다공성 Mg3Sb2 화합물을 만들었고, 이 때 Mg의 첨가량

을 60~63 at%로 달리하여 화학양론적 Mg3Sb2 화합물의

형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한편 Mg-Sb 2원 평형상태도에

따르면 Mg3Sb2 화합물에 대한 Mg의 최대 고용도가 900

K에서 62 at%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14) Mg3Sb2 화합물

에서 Mg의 고용량에 따른 열전물성의 변화에 대해 체

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 Mg 고용량이 열전물성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Mg3Sb2계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료 분

말은 LTS Chemical Inc. 사(USA)의 순도 99.99 %의 Mg

(149 μm)와 99.9 %의 Sb(45 μm) 금속 분말이었다. Mg

첨가량 변화에 따른 Mg3Sb2 화합물의 형성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해 Mg과 Sb 분말의 혼합 비율을 Mg3Sb2, Mg3.05-

Sb1.95, Mg3.1Sb1.9, Mg3.15Sb1.85에 해당하도록 달리하여 혼

합하였다. 이때 Mg는 각각 60 at%, 61 at%, 62 at%, 63

at%이었다. 혼합된 분말을 상온에서 2,500 kg/cm2의 압

력을 가하여 직경 10 mm, 길이 20 mm의 가압 성형체

를 얻었다. 반응성 액상 소결을 위하여 성형체를 흑연

튜브에 넣고 석영관에 장입하여 10−3 torr의 진공 상태로

배기한 후 밀봉하고, Mg와 Sb의 용융점 이상인 1023 K

에서 4시간 가열한 후 로냉을 하였다. 이 때 소결 온도

까지 승온 시간은 4시간으로 하였다.

전하의 이동특성 평가는 van der Pauw 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1 T의 자장과 50 mA 의 전류를 인가해서 Hall

계수를 측정하였고 이로부터 캐리어의 종류와 밀도, 이동

도를 계산하였다. Seebeck 계수와 전기전도도는 ZEM-

3(Ulvac-Riko)를 이용하여 323~823 K의 온도 범위에서

He 분위기 하에서 측정하였으며, TC-9000H(Ulvac-Riko)

를 이용하여 레이저 섬광법(laser flash)으로 열확산도를

측정하고, 비열은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DSC), Netzsch, STA409PC)로, 밀도는 아르

키메데스법으로 측정하여 열전도도 κ = αCpd (α: 열확산

도, Cp: 비열, d: 밀도)를 구하였다. 무차원 열전성능지

수 ZT 값은 ZT =(α2
σ/κ)T 로부터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다공성 Mg3Sb2 화합물의 제조

Fig. 1의 (a)~(d)에 Mg 첨가량을 달리한 Mg3Sb2계 화

합물 소결체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분의 금

속 분말을 압축한 성형체를 액상 소결시킬 때 Mg와 Sb

의 반응이 충분히 잘 일어나 모든 소결체에서 주 결정

상으로 Mg3Sb2가 나타났으며, Mg와 Sb의 혼합비가 3:2

인 조성(Mg 60 at%)에서만 잉여의 Sb 금속상이 소량 나

타났다. 과량의 Mg가 첨가된 나머지 소결체(Fig. 1의

(b), (c), (d))에서는 Mg3Sb2 단일 상이 얻어졌다.

Kim 등은 고상 반응 소결법으로 Mg3Sb2 화합물을 합

성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는 데,15) 본 실험에서도 승온 과

정 중 Mg 분말과 Sb 분말의 접촉 부위에서 Mg3Sb2 화

합물이 다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액

상의 Sb가 미 반응 고상의 Mg와 반응함에 따라 Mg3Sb2

화합물 층은 계속 생성 및 성장을 하게 되는 데, Mg3Sb2

화합물은 높은 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편의 주 골격

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후 융점이 높은 Mg가 녹기

시작하여 Sb와 액상-액상 반응을 하게 되면서 많은 양

의 Mg3Sb2 화합물을 생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Mg의

첨가량을 61 at%로부터 63 at%까지 조금씩 늘려감에도

Mg 석출상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Mg3Sb2 결정 내에 잉

여의 Mg가 고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고

된 연구 결과를 보면 Mg3Sb2 단일 상을 얻기 위한 Mg

와 Sb 분말의 혼합비는 제조 공정에 따라 다소 달라지

는데 열간가압소결의 경우 Mg:Sb = 3.2:2 부근에서 합성

되며,9) 기계적 합금법에서는 Mg:Sb = 3:2에서도 Mg3Sb2

단일 상이 얻어지기도 한다.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Mg3Sb2 화합물의 제조법은 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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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분말을 미리 가압 성형한 후 이를 상압 하에서 액

상 소결한 것으로 복잡한 소결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제

조가 용이하고, 기존의 방법들 보다 좀 더 넓은 조성 범

위에서 Mg가 고용된 단일 상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산

화물이나 이물질의 혼입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들 소결체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1에 나

타낸 것처럼 Mg을 60 at% 첨가한 경우 2.68 gcm−3이었

고, Mg 63 at%일 때 2.47 gcm−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Mg 첨가량에 따른 밀도 변화는 크지 않았다. 문헌에 보

고된 Mg3Sb2 화합물의 밀도는 4.038과 4.02 gcm−3이어

서,10,17) 상대밀도로부터 계산하여 대략 30 %에서 40 %까

지의 기공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Mg 첨가량을 달리한 Mg3Sb2계 화합물 소결

체의 파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 Mg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양은 많아지고 있으나, 기

공의 크기는 큰 변화가 없었고 기공과 기공 사이의 간

격만 얇아지고 있었다. 기공의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

았다는 것은 기공들이 반응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미리 자리 잡고 있었던 입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출발 원료인 Mg 분말의 크기가 149 μm

이었고 SEM 분석에서 관찰된 기공의 크기가 100 μm 부

근이었기 때문에 이들 기공은 Mg 원료 분말이 용융된

이후 액상으로 빠져 나가 Sb와 반응하면서 남긴 자리로

추정되었다.

3.2 열전특성

Fig. 3은 온도에 따른 Mg3Sb2계 화합물 소결체의 전

기전도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소결체에서 523 K

이상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전도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고, 523 K 이하에서는 Mg 60~62 at%의 경우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다. 하지만 Mg 63 at%에서는 전

기전도도가 매우 낮았으며 다른 소결체와는 달리 323 K

에서부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거의 직

선적으로 증가하였다.

상온 부근(323 K)에서 전기전도도는 Mg 첨가량을 60~62

at%로 한 경우 170~151 Sm−1이었고, Mg 63 at%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23 Sm−1을 보였다. Mg 63 at%에서

전기전도도가 크게 작아진 이유는 캐리어의 농도가 다

른 조성에 비해 상당히 작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캐리어의 농도는 Mg 60~62 at%

에서 4.52 × 1017~3.58 × 1017 cm−3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

으나, Mg 63 at%에서 1.23 × 1017 cm−3로 3 배 정도 작

아졌다. 따라서 Mg 고용에 따른 캐리어 농도의 차이가

전기전도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소결체의 밀도 변화는 Mg 첨가량에 따라 뚜렷

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밀도가 작으면

이동도가 작아졌다. 특히 Fig. 2에서 보듯이 Mg 63 at%

의 소결체는 가장 다공성이어서 캐리어의 산란이 클 것

으로 예상되고 이동도 측정 결과도 가장 작았다. 소결

체의 이동도는 Mg 63 at%에서 11.6 cm2V−1s−1로 다른 소

결체의 23.4~26.4 cm2V−1s−1에 비해 2 배 정도 작았다. 밀

도의 감소는 기공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Mg 63 at% 소

결체에서는 기공에 의한 캐리어 산란의 증가로 전기전

도도가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Boor 등은 다공성 물질에서 전기전도도가 감소하는 것

Fig. 1. XRD patterns of reactive liquid phase sintered Mg3Sb2

based compounds ; (a) 60 at% Mg, (b) 61 at% Mg, (c) 62 at% Mg,

and (d) 63 at% Mg.

Table 1. Density, mobility, and carrier concentration of reactive

liquid phase sintered Mg3Sb2 based compounds.

Mg content

(at%)

density

(gcm
−3

)

Relative

density(%)

μ H

(cm
2
V

−1
s
−1

)

n

(10
17

cm
−3

)

60 2.68 65.4 23.4 4.52

61 2.59 63.2 23.4 4.52

62 2.84 69.3 26.4 3.58

63 2.47 60.2 11.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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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캐리어의 농도와 이동도 감소로 설명하였다. 즉 이

동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기공에 의한 내부 표면적 증가

에 따라 산란센터의 수가 증가하고 거친 표면에서 추가

적인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또한 결합이 끊어진 기

공 표면의 원자 자리에 캐리어가 속박되어 캐리어의 농

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3)

한편 523 K 이상에서 모든 소결체의 전기전도도는 매

우 비슷한 증가 양상을 보였고, 823 K에서는 Mg 60~61

at%의 소결체에서 전기전도도가 1143~1091 Sm−1 정도의

비슷한 값으로 수렴하였다. 이것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

라 기공 표면에 속박되었던 캐리어가 활성화되기 시작

하여 523 K 이상에서 비축퇴 반도체의 성향이 강하게 나

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축퇴 반도체의 경우 전기전

도도 σ는 σ ~ σ0 exp(−Ea /kT)의 관계가 있어 일반적으

로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전도도는 커지게 된다. 여기서

Ea는 전도활성화에너지(conduction activation energy), k

는 볼츠만 상수, T는 절대온도이다. 또한 523 K 이하에

서 Mg 63 at%에서 보이는 전기전도도의 온도 의존성 역

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공성 물질에 대한 복합칙(rule of mixture) 중

Fig. 2. SEM images of reactive liquid phase sintered Mg3Sb2 based compounds ; (a) 60 at% Mg, (b) 61 at% Mg, (c) 62 at% Mg, and (d)

63 at% Mg.

Fig. 3. Temperature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for the

reactive liquid phase sintered Mg3Sb2 based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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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T(effective medium theory) 모델을 적용할 경우 유

효 전기전도도(σeff)는 기지(matrix)의 전기전도도(σm), 기

공율(Φ)과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18)

 (1)

 

여기서 기지의 전기전도도(σm) 값은 기공을 배제한 순

수하게 Mg 함량에 따른 전기전도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Mg 첨가량 61~63 at%의 소결체에 대해 측정된 전

기전도도와 밀도로부터 환산된 기공율을 식 (1)에 대입

하여 기지의 전기전도도를 구하면 Mg 첨가량이 61, 62,

63 at%일 때 각각 367, 271, 55 Sm−1으로 얻어졌다.

이러한 Mg 함량에 따른 기지의 전기전도도 감소 경

향은 Table 1에 나타낸 캐리어 농도의 감소 경향과 흡

사하다. Mg는 Mg3Sb2 화합물 내에 고용되는 성질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Mg의 고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캐리

어 농도를 감소시켜 전기전도도가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소결체의 전기전도도는 기지의 전기전

도도에 비해 42~56 % 정도 작기 때문에 기공 또한 소

결체의 전기전도도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공성 Mg3Sb2 화합물 소결체의 전기전도도 감

소의 주요 요인은 기공에 의한 캐리어의 산란 증가와

Mg 고용에 따른 캐리어 농도의 감소임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323~823 K에서 온도에 따른 Mg3Sb2계 화합

물 소결체의 열전도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Mg

첨가량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전도도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반도체의 열전도도는 캐리어와 포논에 의

한 기여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다(κ = κc+κL).

Wiedmann-Franz 법칙에 의하면 캐리어에 의한 기여 κc =

LσT (여기서 L은 Lorenz 상수이고, σ는 전기전도도)로

주어지며, κc는 전기전도도와 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κL은 상온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T−1에 비례하여 감소

한다. 온도 증가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커짐에도 불구하

고 모든 소결체의 열전도도가 감소하는 것은 측정온도

범위에서 소결체들의 전기전도도가 매우 작아 열전도가

주로 포논에 의해 일어남을 의미한다.

또한 측정 온도 범위에서 소결체들 간 열전도도의 차

이는 Mg 첨가량과는 무관한 거동을 보였으며, 열전도도

측정값은 두 그룹으로 대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323 K에서 Mg 첨가량 60 at%와 62 at%인 경우 열전도

도는 0.64과 0.67 Wm−1K−1이었고, Mg 61 at%와 Mg 63

at%인 경우 0.50과 0.47 Wm−1K−1이었다. 이들 사이의 가

장 큰 차이점은 전자에 비해 후자의 밀도가 작았다는 점

이며, 밀도가 작으면 기공이 많게 되므로 Mg3Sb2 화합

물 소결체의 열전도도 감소에는 기공에 의한 포논의 산

란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공성 재료의 열전도도에 대한 EMT 모델은 아래 식

(2)로 표현되며 

 (2)

여기서 κeff는 다공성 물질의 유효 열전도도, κm은 기

지의 열전도도이다.

측정된 열전도도와 밀도로부터 계산된 기공율을 이용

하여 식 (2)로 계산한 기지의 열전도도 κm은 Mg 첨가량

이 60 at%에서 Mg 63 at%로 증가함에 따라 1.12, 0.92,

1.05, 0.92 Wm−1K−1이었다. Mg 첨가량에 관계없이 기지

의 열전도도 값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지의 열전

도도가 Mg의 고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지만 소결체의 열전도도는 기지의 열전도도에

비해 51~61 %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므로 소결체들

의 열전도도는 주로 기공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323~823 K에서 Mg 첨가량에 따른 Mg3Sb2계

화합물 소결체들의 Seebeck 계수의 온도 의존성을 보여

주고 있다. 모든 화합물들이 양(+)의 Seebeck 계수를 보

여 p형 반도체 특성을 보였고, 이는 Hall 계수 측정과

같은 결과였다.

같은 온도에서는 Mg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Seebeck 계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323 K에서 Mg 60 at%

의 경우 346 μVK−1이었으나 Mg 첨가량이 63 at%로 증

가하면 553 μVK−1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Mg 61 at%

와 62 at%의 소결체는 418~428 μVK−1로 비슷한 값을 보

였다. 이는 앞서 고찰했듯이 Mg 고용량이 증가하여 캐

리어 농도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캐리어

σeff σm
2 3Φ–

2
----------------= κeff κm

2 2Φ–

2 Φ+
----------------=

Fig. 4.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al conductivity for the

reactive liquid phase sintered Mg3Sb2 based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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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와 Seebeck 계수는 반비례 한다는 Bi2Te3에 대한 실

험 결과와 일치한다.19) 한편 Mg 63 at%를 첨가한 경우

Ahmadpour 등이 보고한 363 μVK-1 보다 상당히 큰 See-

beck 계수 값이 얻어졌다. 

Seebeck 계수의 온도 의존성은 Mg 첨가량에 따라 다

른 양상을 보였다. Mg 첨가량 60~62 at%의 소결체에서

는 323 K에서 523 K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온

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전기전도

도의 온도 의존성에서 설명한 것처럼 523 K 이상에서는

모든 소결체가 진성반도체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일반적인 p형 반도체의 경우 Seebeck 계수(α)는

α = k/e{EF/kT − (r + 5/2)}으로 주어진다.19) 여기서 k는 볼

츠만 상수, e는 전하량, EF는 페르미 에너지이고, r은 산

란 인자이다. 따라서 페르미 에너지가 일정한 진성반도

체 영역에서 Seebeck 계수는 온도에 반비례하므로 523 K

이상에서 모든 소결체의 Seebeck 계수가 감소했다고 설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소에 대해 P. Picanusakorn

등은 진성반도체(intrinsic semiconductor)에서 양극성 전

도(bipolar conduction)가 일어나 캐리어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20) 다른 소결체들과는 달

리 Mg 63 at%의 소결체에서 Seebeck 계수 값은 323 K

로부터 온도 상승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Fig. 6은 323~823 K에서 다공성 Mg3Sb2 화합물 소결

체의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Seebeck 계수로부터 구한 무

차원 열전성능지수(ZT)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Mg 첨가

량에서 온도 상승에 따라 증가하였고, Mg 첨가량 62 at%

에서 최대 ZT 값 0.28을 얻었다. 이는 Kajikawa 등이

Mg3Sb2 화합물에서 660 K일 때 얻은 ZT = 0.55에 비해

낮으나, Condron 등이 Mg3Sb2 화합물에서 875 K일 때

얻은 ZT = 0.21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들이 얻은 ZT 값

은 먼저 Mg3Sb2 화합물을 합성한 후에 다시 열간가압

소결 공정을 거쳐 제조한 이론밀도에 가까운 소결체에

대해 얻은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열간가압소결을 사

용하지 않고 단순한 성형 및 액상 소결로 얻은 다공체

에서 유사한 물성치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

미가 있었다.

4. 결  론

Mg와 Sb 원소 분말을 상온에서 가압 성형한 후 반응

성 액상 소결법으로 제조한 다공성 Mg3Sb2계 화합물의

Mg 첨가량에 따른 결정상과 미세조직, 그리고 열전물성

을 조사하였다. 1023 K에서 4시간 소결했을 때 Mg 첨

가량 61~63 at% 사이의 범위에서 Mg3Sb2 화합물 상이

형성되었고, Mg3Sb2 소결체는 밀도가 낮아 기공율 30~

40 % 정도의 다공성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다공성 물

질의 복합칙으로부터 해석한 결과 다공성 Mg3Sb2계 화

합물 소결체의 기공은 캐리어 및 포논의 산란 효과를 증

대시켜 각기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를 상당히 감소시키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Mg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캐

리어 농도 감소로 인해 전기전도도는 감소하고 Seebeck

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열전도도에는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Mg3Sb2 계 화합물의

무차원 성능지수는 혼합비 기준으로 Mg 첨가량 61 at%

에서 최대값 0.28을 얻었다. 이와 같은 무차원 열전성능

지수는 소결체가 다공성임도 불구하고 이론 밀도를 갖

는다고 보고된 Mg3Sb2 화합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

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dimensionless figure of merit

for the reactive liquid phase sintered Mg3Sb2 based compounds.

Fig. 5. Temperature dependence of Seebeck coefficient for the

reactive liquid phase sintered Mg3Sb2 based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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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간단한 반응성 액상 소결 공정만으로도 기존의 열

간가압 소결을 통해서만 기대되는 열전물성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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