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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CoO3 system was investigated for their application to themoelectric materials. All specimens showed p-type semiconducting
behavior and their electrical conductivity (σ), Seebeck coefficient (S) and power factor were measured at high temperature. And the
effect of dopant ions on their thermoelectrical properties were also investigated. Fe

3+
 ion doped into Co

3+
 site enhanced the Seebeck

coefficient and decrease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simultaneously. The maximum Seebeck coefficient value for 60% doping case
reached to 780 µV/K at 240

o
C. However Fe

3+
 doped system cause an negative effect on power factor value. In case of the pure phase,

the maximum Seebeck coefficient value reached to 290 µV/K at 240
o
C and the maximum electrical conductivity was obtained 748 1/

(ohm×cm) at 960
o
C. As a result, the maximum power factor was obtained 1.49×10

-4
W/mK

2
 at 5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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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그린 에

너지 관련 연구가 활발하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

술 중 주목할 만한 기술로서 열전변환을 통한 효율 향상

기술이 있다. 열전변환에 의한 발전은 고체상태에서 직접

적으로 에너지 변환이 이루어지며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

용 할 수 있어 매우 친환경적인 미래형 청정 발전시스템

이다. 

열전소재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무차원 성능지수

ZT 값이 사용된다. 

(1)

(1)에서 S는 제백계수 [µ ·V/K], σ는 전기전도도 [1/

(ohm×cm)], T는 온도 [K], κ는 열전도도 [W/m·K2] 값을

나타낸다. 높은 열전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소재의 ZT 값

이 클수록 좋다. 

위 식 (1)의 분자에서 T를 제외한 PF=α2σ 부분은 출력

인자(power factor)로서 열전변환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출력인자는 소재의 단위 면적당 단위길이의 출

력을 나타내는 값이며 이 출력인자가 우수해야 높은 ZT

값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제백계수와 전기전도도가

동시에 우수한 물질의 열전 특성이 우수하다. 특히 이들

열전 재료 중 산화물 계는 Bi-Te 계 등의 금속 계 소재보

다는 열전 물성이 떨어지지만 구성 원소가 화학적으로 안

정하여 고온 영역과 공기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구

성원소가 저렴하여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인체에 무해하

다는 장점이 있다. 산화물 계의 대표적인 보고로서는 2001

년 보고된 NaxCoO2-δ 계 단결정에서 800 K에서 ZT=1 이

보고된 바 있고,1) Ca2Co2O5계 코발트 산화물 whisker에서

는 1,000 K에서 ZT=1 이상이 보고된 바 있다.2) 이와 같

이 산화물 계에서는 코발트 계 산화물들의 열전 특성이

많이 보고되었다. 코발트 계 산화물은 크롬 계 산화물과

마찬가지로 small polaron hopping 기구에 의한 높은 p-형

ZT
S
2σT
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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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도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 계에 acceptor 이

온이 첨가되면, small polaron 농도가 증가하여 전기전도

도가 증가한다.3) 한편, NaxCoO2 계의 경우에는 Co3+ 
이온

의 산화수가 Co4+ 
이온으로 증가할수록 제백계수 역시 증

가한다. 이는 3d 오비탈 내의 a1g와 e g 오비탈이 하이브

리드된 band 내에서 Fermi 준위 이동 때문이다.4) 

이들 Co계 산화물 중에서 SmCoO3는 앞서 언급한 이유

에 의해 전기전도도가 우수하여 주로 가스 센서, 가스 분

리 멤브레인 및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전극재료로 주

로 연구되어 왔다. 또한 SmCoO3의 구조는 perovskite 구

조로서 구조적으로 안정하여 재현성이 있고, 다양한 첨가

제를 치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금까지 열전특

성에 보고된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용 열전 변환 재료로서 SmCoO3 계

의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전기전도도, 제백계수 등을

측정 하였다. 또한, 도핑을 통한 열전물성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SmCo1-xFexO3 시편은 일본 고순도화학의 Sm2O3 (99.9%

순도), Co3O4 (>99.9% 순도), α-Fe2O (99.99% 순도) 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여 Fe의 함량을 0, 0.2, 0.4, 0.6으로 변

화시키며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하였다. 원료분말을 각각

혼합한 후 에탄올과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볼을 사

용하여 20시간 동안 습식 혼합하였다. 이들을 건조 시킨

후 1,000oC 온도에서 10시간 동안 하소하고 325 mesh 체

가름 후 2000 bar에서 5분 동안 CIP(cold isotropic press)

하였다. 성형한 후 1200oC에서 5시간 동안 소결한 후 열

전물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합성된 분말 및 소재의 생성상은 일본 Rigaku 사의 D/

max-2500/PC의 MODEL을 사용하여 X-선 분말 회절법으

로 분석하였으며, 전기적 물성은 일본 Ozawa Science의

MODEL RZ 2001i를 이용해 200oC~960oC의 온도범위에

서 측정하였다. 전기전도도는 직류 4단자법으로 측정하였

고, 제백계수는 정상 상태법으로 측정하였다. 시편 한쪽

면에 차가운 공기를 흘려주어 시편에 온도 차를 인가하

고, 시편의 온도 분포가 안정한 상태에 도달한 후 시편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 차를 측정하여 온도 차에 대한 발

생 전압의 비로부터 제백계수를 구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전기전도도와 제백계수로부터 출력인자(power factor)를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순수한 SmCoO3 조성과 SmCo1-xFexO3에서 x를 0.2, 0.4

로 첨가하여 합성한 소결체의 X선 회절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조성에서 2차상 형성 없이 단일상이 형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Fe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peak 위

치가 왼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로써 격자상수가 증가하였

음이 추측 가능하다. 격자상수가 증가한 이유로서는

Co(0.545 Å)보다 Fe(0.55 Å)의 이온반경이 큰 원인을 생각

할 수 있으나 이는 좀 더 정밀한 실험을 통해 격자상수를

구하는 추가 실험을 통해 자세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5)

SmCo1-xFexO3는 ABO3 perovskite 구조로 A자리에 Sm이

위치하고, B자리에 Co와 Fe가 위치한다. Fig. 2에 perovskite

결정구조를 나타내었다. Perovskite 구조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 하였듯이, 다양한 조성 변화를 통해 전기적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순수한 SmCoO3 조성과 SmCo1-xFexO3에 Fe의 함량을

0.2, 0.4, 0.6 첨가한 조성들의 소결체를 제조하여, 온도를

변화 시키면서 제백계수를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조성, 모든 온도 하에서 제백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

내는데 이는 모든 조성에서 p형 반도체 임을 의미한다.

제백계수는 1821년 Thomas Seebeck에 의하여 발견되었으

며, 제백 효과는 식 (2)와 같이 기술 된다.

′

Fig. 1. XRD analysis for the SmCo1-xFexO3 (x=0,0.2,0.4)

samples.

Fig. 2. SmCo1-xFexO3 perovskit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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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백계수는 아래 식 (3)과 같이 carrier 농도와 모빌리티

가 작을수록 커지며 반대로 carrier 농도나 모빌리티의 온

도 의존성은 클수록 제백계수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3)

제백계수 측정 결과를 보면 동일온도에서 Fe의 함량이

클수록 제백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40oC

에서 SmCo1-xFexO3 의 x=0.6조성의 경우 제백계수의 값이

780 µ·V/K로 최대값을 보였다. Fe의 첨가에 의해 제백계

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앞서 식 (3)에 나타났듯이 carrier

농도 감소와 모빌리티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Co3+

와 Fe3+
의 하전이 동일한 +3가 이온임을 고려 할 때 농

도의 감소라기보다는 모빌리티의 감소를 우선 고려 할 수

있다. 이온반경이 큰 Fe3+ 이온이 첨가되면 격자 비틀림

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전기전도의 scattering point로

작용하여 모빌리티를 감소시킬 수 있다.7) 또한 p형 perovskite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 tolerance factor가 작아질 경우 대

칭성이 작아져 전기전도도에 불리하다.8) 또한 Co3+ Co4+

의 공존이 small polaron의 농도를 증가시킨다면 Fe3+
의

증가는 small polaron의 농도 증가를 억제할 수도 있다. 결

과적으로 이상의 원인들로 인해 식(3)에 나타났듯이 농도

와 모빌리티의 온도의존성이 커져서 제백계수가 커진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온도를 변화시키며 SmCo1-xFexO3의 전기전도도를 측정

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전기전도도의 온도 의존

성을 살펴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고, Fe의 함량이 클수록 전기전도도의 값은 하락하였다.

이 역시 Fe3+
는 Co3+

와 같은 3+가 이온이기 때문에 carrier

농도의 변화라기보다는 모빌리티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추

정할 수 있다. 또한 제백계수의 증가가 전기전도도의 감

소를 초래하는 열전반도체의 일반적인 현상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이유로 전기전도도의 최대값은 단일상

일 때 748 1/(ohm×cm) (960oC)였다.

Fig. 5에 출력인자(PF)의 온도의존성을 나타내었다. 출

력인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550oC에서 최

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였다. SmCoO3 의 출력인자는 550oC

에서 1.49×10-4 W/m·K2
으로서 대표적인 P형 열전소재인

Ca3Co4O9의 최고 출력인자 1.15×10-4 W/m ·K2
보다 높은

값 이다.9)

이로서 SmCoO3 소재가 고온 열전소재로서 응용 가능

성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Fe를 첨가한 경우

S
V∆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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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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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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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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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σ E( )( )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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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 EF= =

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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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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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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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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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 EF=

Fig. 3. Temperature dependence of Seebeck coefficient in

SmCo1-xFexO3 samples.

Fig. 4. Temperature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in

SmCo1-xFexO3 samples.

Fig. 5. Temperature dependence of Power factor in SmCo1-xFexO3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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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F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출력인자는 감소하였다.

향후, 출력인자 향상을 위하여 전기전도도와 제백계수 모

두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일례로서 donor를

첨가하는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열전도도

를 측정 하며 SmCoO3 계 소재의 ZT 값을 구해야 할 것

이다.

4. 결 론

SmCoO3 계의 고온용 열전 변환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최대 출력인자는 순수한 SmCoO3

시편의 경우에 1.49×10-4W/m ·K2 (550oC)로 나타났다. Fe

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제백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는데, 그 원인으로 모빌리티의 감소와 모빌리티의 온도

의존성이 커진 것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제백계수의

최대값은 SmCo0.4Fe0.6O3 조성에서 780 µV/K (240oC) 이

었다. 그러나, 전기전도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역시 모빌리티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추정 할 수 있다. 다

만, Fe 첨가 할 경우에는 출력인자는 감소하였다. 향후 전

기전도도 향상과 더불어 제백계수 또한 증가 시킨다면 유

용한 열전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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