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Vol. 46, No. 6, pp. 689~694,  2009.

−689−

속 보DOI:10.4191/KCERS.2009.46.6.689

Determination of the Thermolelectric Properties of NaxCo2O4 by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 of Na and Additive

Soon-Mok Choi, Seong-Min Jeong, and Won-Seon Seo
†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KICET), Seoul 153-801, Korea

(Received September 16, 2009; Revised October 16, 2009; Accepted October 20, 2009)

NaxCo2O4의 열전특성에 미치는 Na 함량변화와 첨가제의 효과

최순목·정성민·서원선
†

한국세라믹기술원

(2009년 9월 16일 접수 ; 2009년 10월 16일 수정 ; 2009년 10월 20일 승인)

ABSTRACT

Layer-structured NaxCo2O4 was synthesized from Na2CO3 and Co3O4 powders. The chemical concentrations of Na and additive
were controlled to enhance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ver the temperature range from 400 K to 1,150 K. As a result, we obtained
the maximum thermoelectric properties at a single phase region with Na content of x=1.5. When Na content was smaller than x=1.5,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was low due to formation of second phases of CoO and other oxides. Additionally, Mn was doped to
improve thermoelectric properties by means of decreasing thermal conductiv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s of both Na
and Mn are all governing factors to determine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NaxCo2O4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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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열전재료 연구는 대부분 금속간화합물 위주의 저온

및 중온 열전 재료 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산화

물 반도체인 NaxCo2O4는 현재 실용화 되어있는 금속계의

Bi-Te계 소재 보다는 열전물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구성원

소가 화학적으로 안정하므로 고온 영역(700
o
C 이상)과 공

기 분위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망한 재료이다. 1997년

Terasaki 등
1)
이 NaxCo2O4의 높은 제백계수와 전기전도도에

대해서 보고한 이후, 이 물질에서 제백계수와 전기전도도

가 동시에 높은 것은 그 전에 보고된 재료에서는 볼 수 없

었던 특수한 현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Motohashi

등은 NaxCo2O4의 제벡계수가 높은 이유는 Co의 다양한 스

핀상태에 기인한 축퇴성(degeneracy)과 3d 오비탈 고유의 강

한 상관관계 때문에 전자의 속박(strongly correlated)이 강하

고 유효질량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Co 이온의

평균하전 변화도 제벡계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2)

NaxCo2O4계에서 x=1인 경우에 Co의 평균 하전은 +3.5이며

x=2인 경우에 +3.0이다.
2)

 또한 NaxCo2O4는 Na의 함량에 따

라 다양한 조성의 비화학양론 상들이 존재함이 보고되었다.
3)

한편 NaxCo2O4의 열전특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원

소들이 치환되어 왔으나 이는 전기적 물성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열전도도를 낮추는데 더 효과가 있었다.
4,5)

 이 경

우 NaxCo2O4에서 원소 치환은 열전달의 분산(Scattering)

을 촉진하여 열전도율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성능지수가 향상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전기적

물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양을 첨가해

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원소 도핑을 통해

성능지수 향상시켰다는 문헌의 사례들을 보면, Zn, Mn 등

의 치환량이 0.05 정도로 소량이었다. 즉 열전달 분산점

(Scattering point)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소의 선택과 함께

그 첨가량이 NaxCo2O4의 전기적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

는 첨가량의 결정이 중요하다.
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용 열전 변환 재료로써

NaxCo2O4계를 개발하기 위해 Na의 조성변화와 도핑을 통

해서 열전물성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열전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NaxCo2O4의 분말은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하였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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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는 일본 고순도화학의 Co3O4와 Na2CO3를 사용하

였으며 이들의 순도는 각각 99.7%, 99.5%였다. 혼합과정

이나 분쇄과정에서 무수에탄올을 사용하였으며 860
o
C 온

도에서 12시간 하소하고 860~920
o
C에서 12시간 동안 소

결하였다. NaxCo2O4에서 Na의 함량 x를 0.4~1.5 사이에서

변화시키며 분말 및 소자를 합성하여 Na의 조성에 따른

상평형 및 열전물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합성된 분말 및 소자의 상은 X-선 분말 회절법으로 분

석하였으며 분말의 형상 및 소자의 미세구조는 일본 JEOL

사의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6700F)를 사용

해 관찰하였다. 또한 최종 소결체의 조성은 Perkin Elmer

사의 ICP-OES Optima 3300DV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소결체를 분말 형태로 분쇄후 질산과 불산을 1 :1로 혼합

한 용매에 녹여 ICP 분석 시료를 준비하였다.

합성된 소재들의 전기적 물성은 일본 Ozawa Science의

MODEL RZ 2001i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전기전도도는 직

류 4단자법으로 측정하였으며 Seebeck 계수는 정상 상태

법으로 측정하였다. 시편 한쪽 면에 차가운 공기를 흘려

주어 시편에 온도차를 인가하고, 시편의 온도 분포가 안

정한 상태에 도달한 후 시편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차를

측정하여 온도차에 대한 발생 전압의 비로부터 Seebeck

값을 구하였다.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 DSC 측정에는 Netzsch사의

STA 409C를 사용하였으며 열확산율은 일본 Sinkuriko사

의 TC-7000을 사용, laser flash법으로 측정하였다. 소결체

를 직경 10 mm, 두께 1 mm로 가공하고, 표면을 카본으로

코팅한 후 전기로 내부의 알루미나 홀더에 삽입하였다.

챔버를 진공상태로 한 후 측정을 시작하였는데, 측정 온

도 범위는 상온에서 700
o
C까지로, 100

o
C 간격으로 측정

하였다. 또한 Archimedes 법으로 밀도를 측정하여 열전도

도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산화물의 전기적 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doping원소로 Mn을 선정하여 함량을 0.05~0.3으로 변화시

켜가며 doping양에 따른 열전물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3.1. NaxCo2O4 비화학양론상의 합성

NaxCo2O4에서 x를 0.4~1.5 사이에서 변화시켜가며 합성

한 소결체의 X선 회절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주 Peak은 Fig. 2에 도시한 γ-형

NaxCo2O4로 나타났다.
6)

 γ-형 NaxCo2O4는 CoO2 octahedra

층과 Na 층이 번갈아가며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
6)

 x가

1.2 이하인 경우, 2차상으로 Co3O4나 CoO이 관찰되었다.

Co3O4나 CoO의 peak은 x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x=1.5의 경우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NaxCo2O4의 상경계가 소결온도인 860
o
C에서 1.2<x<

1.5 사이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또한 Fig. 3에 SEM으로

관찰한 x=1 소결체의 파단면 미세구조 사진을 나타내었

다. NaxCo2O4는 Na 성분이 물에 용출되기 쉬워 연마가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NaxCo2O4

의 미세조직이 판상의 grain들로 이루어져 있음이 관찰되

는데, 이는 NaxCo2O4가 층상 구조 화합물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구조가 치밀하지 않은 이유는 소결

온도에서 Na의 증기압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소결 중 휘발에 의한 Na 가스는 입자간 공간에 모여 있

게 된다. 치밀화 과정을 통해 입자간 거리가 줄어들수록

Fig. 1. XRD patterns for the NaxCo2O4(x=0.4~1.5) samples.

Fig. 2. γ-type NaxCo2O4 cryst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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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가스가 차있는 공간의 압력이 증가하여, 치밀화를 방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원

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난소결성이라 알려져 있다.

Table 1에 소결체들의 밀도 및 ICP로 측정한 조성을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ICP 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발 조

성은 달랐지만 소결체들의 조성은 4가지로 구분되었다.

즉 0.4와 0.6이 비슷한 x값을 0.8과 1.0, 1.1과 1.2가 각각

비슷한 x값을 가졌다. 실제 조성이 이러함으로 이들 소결

체들의 전기적 특성도 조성이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비

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결체 밀도는 조성과 특별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밀도 역시 조성이 비슷한 것

끼리는 서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

3.2. NaxCo2O4의 열전 물성

Na 함량, x가 다른 여러 소결체를 제조하여, 전기전도

도를 온도의 함수로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전기전도도 결과를 보면 출발 조성이 0.4, 0.6인 소결체가

비슷한 전기전도도 값을 보였고, 0.8과 1.0, 1.1과 1.2가 그

러하였다. 이것은 앞선 Table 1의 ICP 조성 분석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이다. 

NaxCo2O4는 1,000 K 이하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는 금속전도성을 보였다. 또한 동일 온도

에서 Na 함량, x가 클수록 큰 전기전도도 값을 보였다.

400
o
C에서 NaxCo2O4의 전기전도도는 1.5조성의 경우

310 Scm
−1
로 매우 높았다. 전기전도도의 온도 의존성을 자

세히 살펴보면, x=1.5를 제외한 조성에서 전기전도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다 최소값을 보인 후,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기전도도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

는 생성된 2차상들의 반도성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선 X-선 회절 분석 결과 x=1.5 조성을 제외한 나

머지 조성들은 2차상으로서 Co3O4 혹은 CoO를 포함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 2차상으로 석출된 Co3O4 혹은 CoO

는 전형적인 p형 반도성 산화물이며 Na가 미량 고용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이 Na
+
 이온이 산화물 내에서 acceptor

로 작용한다면 p형 반도성 산화물인 Co3O4 혹은 CoO 이

차상의 전기전도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들 Co 산화물

들은 금속과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전도도가 높아

지며, 상대적으로 강한 온도 의존성을 보인다. 

온도를 변화시키며 NaxCo2O4의 제벡계수를 측정한 결

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제벡계수는 양의 값을 가졌는

데, 이는 NaxCo2O4의 전하나르게가 정공임을 나타낸다.

제벡계수는 x=1.5 조성의 경우 700 K에서 120 µV/K였는

데, 전기전도도가 높음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으로 매우

큰 값이었다. 일반적으로 전기전도도가 큰 물질일수록 제

벡계수는 작으나 NaxCo2O4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NaxCo2O4의 특이한 전기

적 성질을 전자의 강한속박(strong correlation)
2)

 등으로 설

명할 수 있으나 후속연구를 통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

제벡계수는 전기전도도와 달리 조성변화에 의한 변화

폭이 작았다. 제벡계수의 온도 의존성을 보면 단일상인

x=1.5 조성은 제벡계수가 온도에 대해 직선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1.2 이하의 조성은 온도가 높아질수

Fig. 3. SEM image for fracture surface of NaCo2O4 specimen.

Table 1. Composition and Density of Sintered NaxCo2O4

x (nominal) x (measured) App. density (g/cm
3 

)

0.4 0.37±0.07 4.27±0.13

0.6 0.44±0.11 4.15±0.05

0.8 0.93±0.01 4.38±0.08

1.0 1.00±0.01 4.41±0.01

1.1 1.11±0.02 4.24±0.04

1.2 1.148±0.003 4.29±0.05

1.5 1.56±0.06 4.08±0.09

Fig. 4. Temperature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for

NaxCo2O4 system as a function of Na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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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증가하였다가 최대를 보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x=0.4, 0.6 조성은 특히 고온부에서 다른 조성과

다른 곡선 개형을 보였다. 1.2 이하 조성의 혼합물의 제

벡계수가 최대를 보이는 거동은 전기전도도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이차상인 Co 산화물이 고온에서 전기전도에 기

여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차상이 포함된

혼합물의 제벡계수는 mixture rule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여기서 는 각각 i상의 전기전도도와 제벡계수를

Vi는 i상의 부피분율을 나타낸다. 혼합물의 제벡계수는 전

체 전기전도도에 대한 각 상의 기여도를 가중치로 하여

각 상의 제벡계수를 평균한 값이라 하겠다. Co 산화물의

전기전도도에 대한 기여는 고온에서 나타나므로, 제벡계

수에 대한 Co 산화물의 기여도 고온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Co 산화물의 제벡계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며

Na의 고용을 고려하면 제벡계수 크기가 NaxCo2O4에 비

해 무시할 정도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편의상 위

식에서 1을 NaxCo2O4, 2를 Co 산화물이라 하면 위의 식

은  이 되어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된다.

전체 전기전도도에 대한 NaxCo2O4의 기여는 전기전도

도가 최소를 나타내는 온도까지 거의 1이이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NaxCo2O4의 제벡계수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혼합물

의 제벡계수는 고온영역에서 최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혼합물 제벡계수의 온도의존성을 잘 설

명해준다. 또한 제벡계수가 조성변화에 의하여 변화폭이

작은 이유는 제벡계수를 결정하는 인자들 중에 NaxCo2O4

의 기여분이 이차상들의 기여분에 비해 전적으로 크다는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출력인자는 열전변환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써

사용되어지며, 열전도도는 고려하지 않은 값이다. 출력인

자 PF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ig. 6에 출력인자의 온도의존성을 나타냈다. 출력인자

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x=1.5 조성이 가장

좋은 출력인자를 보였다. 출력인자의 온도의존성이 양의

값을 보인 것으로부터 NaxCo2O4에서 출력인자에 대한 제

벡계수의 기여가 전기전도도 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출력

인자는 x=1.5 조성의 경우 700 K에서 4×10
−4

W/K
2
m였으

며, 최고는 1173 K에서 5.5×10
−4

W/K
2
m였다. 일반적인 결

과이지만 단일상의 출력인자가 혼합물의 것보다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소결체 밀도, 열확산율 그리고 비열로부터 계산된 열전

도율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열전도율은 x가 증가할수록

작아졌는데, 이러한 조성의존성은 이차상인 Co 산화물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단순 결정 구조를 갖는 Co 산

화물은 열전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전도

율은 온도에 대해 미약한 온도의존성을 보였다. x=1.5 조

성의 열전도율은 2~3 W/Km였는데, 이는 문헌상에 보고

된 값보다 1.2~1.5배 정도 컸다. 열전도도를 계산하기 위

α
σ1V1α1 σ2V2α2+

σ1V1 σ2V2+
---------------------------------------=

αi σ, i

α1 α2»

α
σ1V1

σ1V1 σ2V2+
---------------------------α1≈

PF σ α
2

⋅=

Fig. 5. Temperature dependence of Seebeck coefficient for

NaxCo2O4 system as a function of Na content. 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power factor values for

NaxCo2O4 system as a function of Na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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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비열, 열확산계수 밀도 값이 필요하다. 비열 값에

대해서는 소결체의 비열이 단결정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가정하에 열전도율 계산 시 단결정 NaxCo2O4의 비열을

사용하였다. 열확산율 측정결과 열확산율은 온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열확산 이론에 잘

부합된다. 열확산율 값 역시 x=1.5조성이 가장 작았다. 

NaxCo2O4의 출력인자와 열전도율 결과로부터 계산된 성

능지수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출력인자가 가장 높고, 열전

도율이 가장 작은 x=1.5가 가장 우수한 성능지수를 보였다.

성능지수 크기는 700 K에서 약 1.5×10
−4

K
−1 
정도였으며 온

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970 K에서 2.5×10
−4

K
−1
였다. 본 실

험에서 열전도율 계산 때 단결정의 비열을 사용하였는데

소결체가 치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실제 비열은 단결정

의 것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결과의 성

능지수는 실제 값보다 다소 저평가된 값이라 할 수 있다.

열전특성이 가장 우수했던 Na0.15Co2O4 산화물의 열전물

성을 추가로 증진시키기 위해 Mn을 첨가제로 선택하여 실

험을 행하였다. 치환량은 0.05, 0.1, 0.2, 0.3을 선택하여 소

결체를 제조하였다. Mn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

는 systematic하게 감소하였고, 제벡계수는 증가하였다. 전

기전도도는, Mn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온도 의존성이 약해

져, Mn 치환량이 0.2인 경우 전기전도도가 온도에 무관하

였다. 이에 반해 제벡계수는 Mn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값

만 작아질 뿐 온도에 대한 양의 의존성은 그대로 유지되었

다. 전기전도도, 제벡계수를 NaxCo2O4와 동일한 조건에서

온도의 함수로 측정하여 출력인자를 계산한 결과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열전성능을 나타내는 출력인자는 전기전

도도와 제벡계수가 적당히 조화된 0.05 조성이 최고 성능

을 나타냈으나, 그 값은 도핑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

었다. 결과적으로 Mn 치환은 전기적 특성면에서 만족할

만한 물성 증진 효과가 없었으나, Mn 첨가는 열전도도 감

소에 의한 성능지수의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

후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4. 결 론

NaxCo2O4의 전기전도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였

Fig. 7.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al conductivity for

NaxCo2O4 system as a function of Na content.

Fig. 8. Temperature dependence of figure merit value as a

function of Na content.

Fig. 9. Temperature dependence of power factor of  Na1.5(Co2-y

Mny)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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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벡계수는 증가하였다. 제작된 NaxCo2O4 소자 중 단

일상을 이룬 x=1.5 조성의 열전성능이 가장 우수하였으

며 X=1.2 이하의 조성에서는 2차상 생성의 원인으로 물

성이 저하되었다. 

NaxCo2O4의 전기적 물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Na자리

를 Mn으로 치환하였다. Mn 치환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감소하였고, 제벡계수는 증가하였는데 Mn 치환량이 0.05

인 경우 출력인자가 조금 향상되었을 뿐, 0.1 이상 치환

하였을 때 전기적 물성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원소치환

으로 NaxCo2-yMnyO4의 성능지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적 물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열전도율만 낮출 수

있도록 소량 치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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