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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체가름과 고에너지 볼 밀링 공정이 n-type Bi2Te3 열전 재료의 전기적 및 열적 수송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입자 크기가 감소한 분말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짧은 시간 안에 소결이 가능한 방전 플라

즈마 소결 공정 (spark plasma sintering, SPS)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밀링 처리를 진행한 소결체의 열전 성능지수가 향

상되었으며, 30분동안 고에너지 볼 밀링 공정을 거친 샘플이 425 K에서 0.78의 최대 열전 성능지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손쉬운 공정을 이용하여 결정립 크기 감소를 통한 phonon의 격자 산란을 효과적으로 유도한 결과이다. 동

시에 n-type Bi2Te3에서 anti-site defect와 같은 결함을 제어함으로써 캐리어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

여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enhancement of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was achieved by the simple processes of sieving and high

energy ball milling, respectively, which are enable to reduce the grain size of n-type Bi2Te3 thermoelectric materials. By

optimizing the grain size, the electrical conductivities and thermal conductivities were controlled. In this study, spark

plasma sintering was employed for hindering the grain growth during the sintering process. The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was measured to be 0.78 in the samples with 30 min high energy ball milling process. Notably, this value was 40

% higher than that of pristine Bi2Te3 sample. This result shows the properties of thermoelectric materials can be readily

controlled by optimization of grain size via simple ball mil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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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전 효과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가역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Bi2Te3

(비스무스 텔루라이드)는 저온 영역대(상온~200도)에서

높은 열전 성능을 보이는 소재로서 상업적으로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다.1) 열전 재료의 효율을 증대 시키기 위

해서는 무차원의 열전성능지수(Figure of merit)가 높아야

하며 다음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1)

식 (1)에서 σ는 전기전도도, S는 제벡계수, σS2는 파워

팩터, κ은 열전도도, T 는 절대온도를 의미하며 열전 소

재의 성능은 전기전도도, 제벡계수의 증대에 의해 이루

어질 수 있다.2) 그러나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제벡계수

와 전기전도도, 전자에 의한 열전도도는 캐리어 농도와

밀접한 상충 관계를 가지므로 높은 전기전도도와 낮은 열

전도도를 구현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3) 이에 따라 독립

z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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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거동하는 격자 진동, 즉 포논(phonon)에 의한 열

전도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나노소재 등을 이용하여 국부

적인 결함을 형성하거나 결정립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열전성능지수를 높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7) 특히

고에너지 볼 밀링 공정은 손쉽게 재료의 결정립의 크기

를 감소시킴으로써 포논 산란을 증대시켜 열전도도를 감

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6). 본 연구에

서는 볼 밀링을 통해 입자 크기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체

가름 법을 통해 입자 크기 분포를 균일화하여 마이크로

스케일의 n-type의 Bi2Te3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방

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 (spark plasma sintering, SPS)을 이

용하여 결정립 성장이 억제된 열전 소재를 제조하고 그

열전 특성 향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결정립 크기 감소에 따른 열전 성능 증대

본 실험에서 초기 원료로 Bi와 Te shot (5N Plus, 99.999%)

이 사용되었으며, 공정 중의 Te 휘발에 의한 조성 변화

를 방지하지 위해 1 wt%의 Te를 추가로 첨가하여 칭량

을 진행하였다. 칭량된 Bi와 Te shot은 석영관(quartz

tube)에 넣어 1.5  102 torr의 진공도를 유지하며 밀봉하

였다. 잉곳(ingot)은 화학양론적 조성을 가진 본 재료를

1,273 K에서 6시간 열처리한 후, 973 K에서 3시간 유지

하여 물을 통해 담금질(quenching)하는 용융 응고법을 통

해 제조되었다. 용융 응고법을 통해 제조된 잉곳은 알루

미나 모르타르에서 손으로 분쇄되었고, 파우더(powder)

는 고순도의 Ar 대기 분위기에서 milling machine (8000M

Mixer/Mill, SPEX, Metuchen, NJ, USA)를 이용하여 각각

조건에 따라 30분과 60분간 분쇄하였다. 이 때 stainless

vessel과 3 mm 직경의 stainless ball을 사용하였다. 이

후, 45 m 표준 망체를 사용하여 체가름을 진행하였다.

분말 입자 크기 분포와 평균 입자 크기는 입도분석기

(LA-950V2, HORIBA)를 통해 측정되었다. 밀링 처리된

분말은 카본 몰드와 보론 나이트라이드(BN) 분말이 분

사된 펀치에 장입 한 후 초기 분말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짧은 시간 안에 소결이 가능한 SPS를 진행하였다.

이때 결정립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60 MPa 압

력 하에 773 K에서 3분동안 소결이 진행되었으며, 직경

12.5 Φ, 두께 약 12 mm의 디스크 형태의 소결체를 제조

하였다. 

SPS 진행한 소결체는 결정상 확인을 위하여 X-선 회절

(XRD, D8 Advanced, Bruker, Cu Kα radiation, λ=1.5406

nm, USA)을 이용하였다. 전기전도도, 제벡계수는 소결체

로부터 2.5  2.5  10 mm 형태로 절삭 가공한 후, ZEM-

3(ZEM-3, ULVAC-RIKO)를 통해 298 K에서 473 K 온도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열 확산도(D)는 소결체로부터 10

 10  0.9 mm 정사각형 판상 형태로 시험편을 가공하여

LFA(Netzsch LFA 457) 장비로 측정되었고, 열 전도도(κ)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κ = dCpD (2)

이 때, Cp는 열 용량, d는 아르키메데스 법으로 측정(Alfa,

Mirage SD200L)된 시편의 밀도이다. 캐리어 농도와 캐리

어 이동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비저항 측정법(Van der

Pauw)을 이용한 홀 효과 측정 장비(HT-Hall, ResiTest 8300,

Toyo Corporation)를 사용하여 홀 계수를 측정하였다.

Fig. 1은 Bi2Te3 소결체의 X선 회절 패턴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모든 시료에서 Bi2Te3 소결체의 XRD 회절 패

턴(JCPDS #15-0863)과 잘 일치하는 회절 상이 관찰되었

다. Fig. 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모든 샘플이 Bi2Te3 단

일 상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산화물 또는 다른 불순

물로 인한 제 2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자 크기 및 분포 그래프와 pristine 및 30분 밀링 처리

된 분말 샘플의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이미지가 Fig. 2에 나타나

있다. Fig. 2(a)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pristine의 입자 크

기 분포가 밀링 공정을 거친 다른 샘플의 분포보다 넓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2(b)를 통하여 체가름 공정 혹

은 고에너지 밀링을 거친 샘플들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볼 밀링 공정의 시

간이 증가할수록 평균 입자 크기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c)와 (d)는 각각 Pristine 분말 샘플과 볼 밀링

을 30 min 거친 Bi2Te3 분말 샘플의 FE-SEM 이미지로서

밀링 공정을 거친 분말의 입자 크기가 현저히 감소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소결체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FE-SEM 이미지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bulk samples with theoretical

pattern of Bi2Te3 in the 2Θ range of 10-8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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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article size analysis of powder samples (b) Width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from values closest to the mean size an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micrographs of n-type Bi2Te3 powder at 1 k magnification : (c) Pristine, (d)

30 min ball milled.

Fig. 3.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micrographs of n-type Bi2Te3 bulk : (a) Pristine, (b) Sieved, (c) 30 min

ball milled, (d) 60 min ball milled at 1 k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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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Pristine 분말 샘플을 이용하여 제작된 소결체의 미

세구조는 조대한 결정립의 형상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고

에너지 밀링 및 체가름 공정을 거친 소결체는 micron scale

의 밀집한 결정립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고에너지 밀링 공정을 이용하여 입자 크기가 감소

하고 입자 크기가 균일한 분말을 소결하였을 때 결정립

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격자 열전도도의 저감의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에 본 연구를 통하여 제조된 Bi2Te3 소결체의 열

및 전기 전도 특성이 나타나 있다. Fig. 4(a)는 홀 효과 측

정을 통하여 계산되어진 상온에서의 전하 이동도와 전하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4(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

하 농도는 밀링 공정의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밀링 공정에서 발생

된 충돌 에너지에 의해 Bi 자리에 Te가 치환(Te-Bi, Te

antisite defect in Bi)되며 다수 전하인 전자의 밀도가 증

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결정에서 anti-site 결함의 형성

은 결합의 극성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A2B3형은

반데르 발스와 같은 낮은 결합 극성(bond polarity)을 가

지므로 anti-site 결함 형성에 유리하다.4,8,9) 전하 이동도는

Fig. 4. Thermoelectric properties for Bi2Te3, sieved, 30 min ball milled and 60 min ball milled. (a) Carrier concentration and mobility.

(b) Electrical conductivity σ. (c) Seebeck coefficient S. (d) Power factor PF (=σS2) (e) Total thermal conductivity κtotal and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plus bipolar thermal conductivity κlat + κb·p. (f)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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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 농도와 반대로 밀링 공정의 시간에 반비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정립 크기가 작아질수록 결

정립계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전하의 이동을 방해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Fig. 4(b)는 밀링 공정에 따른 Bi2Te3의 전

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모든 소결체의 전기전도도

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낮아지는 금속

성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온도 범위를 걸쳐 가장 높

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는 것은 체가름을 거친 샘플이었

다. 체가름을 거친 샘플의 경우, pristine 샘플과 비교하였

을 때 평균 16.3% 정도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상온에서

체가름을 거친 샘플의 전기전도도는 2247 S/cm 로 측정

되었다. 볼 밀링을 거친 샘플의 경우 pristine과 비교하여

밀링 시간에 관계없이 유사한 값을 가진 것을 확인되었

으며, 이는 Fig. 4(a)에 보는 것과 같이 높은 전하 농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하 이동도의 급격한 감소에 의한 영

향으로 판단된다.

Fig. 4(c)는 Bi2Te3 제벡계수를 측정한 결과이며, 측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벡계수가 점차 증가하는 거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벡계수는 캐리어 농도에 의존

하여 변하는 상수로서 Pisarenko 관계식에 의해 일반적으

로 전하 농도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에 Fig. 4(a)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전하 농도를 가진

pristine 시편의 경우 가장 높은 제벡계수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393 K에서 473 K

온도 범위에 걸쳐서 점차 제벡계수 값이 점차 완만한 곡

선을 그리며 샘플 간 제벡 계수의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bipolar effect와 관련이 있는데 고온으로 갈수

록 전하 수송자인 전자뿐만 아니라 열 여기(thermal

excitation)에 의해 형성된 정공(hole)도 열 전도에 참여하

게 되어 전자와 정공이 서로 상쇄되는 것에 기인한다.10, 11)

결정립 크기를 조절한 Bi2Te3 시편들의 파워 팩터가 Fig.

4(d)에 나타나 있다. 체가름을 거친 시편의 경우, 전 온도

구간에 걸쳐 본 연구에서 실험된 샘플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온에서 30.3  104 W/

mK2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체가름을 거친 시

편의 전기전도도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Fig. 4(e)는 열전도도를 측정한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pristine 샘플에 비하여 체가름이나 밀링 공정을 거친 샘

플이 낮은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Fig. 4(e)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총 열전도도(total thermal conductivity)에

서 전자의 기여를 뺀 격자열전도도와 bipolar 열전도도의

합이 체가름이나 밀링공정을 거친 샘플의 경우 매우 낮

은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밀화된 결정립에

의한 포논의 산란에 기인하며 본 결과는 Fig. 3의 소결체

의 미세구조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2,13) 측정

된 모든 시편의 열전도도는 약 393 K 이상의 온도 범위

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bipolar effect 에 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14)

Fig. 4(f)는 샘플의 온도에 따른 무차원 성능지수 zT를

나타낸 것이다. Pristine의 열전 성능지수는 401 K에서

0.56이며, 결정립 크기를 조절한 샘플 모두 zT가 상승하

였다. 특히 30분동안 볼 밀링 공정을 거친 샘플이 425 K

에서 0.78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는 Pristine보다 약 41%

증가한 결과이다. 앞서 설명하였던 파워팩터와 zT 값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갖는데 이는 체가름을 거친 시편의

이동도와 캐리어 농도가 높아 전기전도도가 향상됨에 따

라 전자에 의한 전하에 의한 열전도도의 증가도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체가름 공정

을 거친 시편의 열전도도가 30분 볼 밀링을 거친 시편의

열전도도 보다 높기 때문에 zT값의 증대가 억제된 결과

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밀링 공정 및 체가름 공정을 통하여 결

정립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를 조절한 Bi2Te3의 전하수

송특성 및 열전 특성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Bi2Te3

의 입자 크기 및 분포를 조절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순한

공정 방법인 체가름(sieving) 과 고에너지 볼 밀링을 수행

하였으며, 이는 결정립 크기의 조절에 효과적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볼 밀링 공정을 진행한 샘플의 전기 전

도도는 pristine과 비슷하거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결정립

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이동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체

가름 법과 고에너지 볼밀링 공정을 거친 샘플들은 결정

결함(antisite defect)으로 인해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였으

며, 동시에 결정립의 크기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미세조

직의 특성은 추가적인 포논 산란을 유도하여 격자 열전

도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결정립 크기는 60분동안

볼 밀링 공정을 진행한 샘플이 가장 작았으나, 결과적으

로 본 연구에서는 30분 동안 볼 밀링을 거친 Bi2Te3 시편

의 zT 값이 425K에서 0.78로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결

정립 크기에 따른 열전도도의 감소에 따라 열전성능지수

가 향상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특히 산업적인 관점에

서 볼 밀링, 체가름 법과 같은 손쉬운 공정을 이용하여 열

전 성능지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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