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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smuth antimony telluride (BiSbTe) thermoelectric material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a spark plasma

sintering process. Crystalline BiSbTe ingots were crushed into small pieces and then attrition milled into fine powders of about

300 nm ~ 2 µm size under argon gas. Spark plasma sintering was applied on the BiSbTe powders at 240, 320, and 380oC,

respectively, under a pressure of 40 MPa in vacuum. The heating rate was 50oC/min and the holding time at the sintering

temperature was 10 min. At all sintering temperatures, high density bulk BiSbTe was successfully obtained. The XRD patterns

verify that all samples were well matched with the Bi0.5Sb1.5Te3. Seebeck coefficient (S), electric conductivity (σ) and thermal

conductivity (k) were evaluated in a temperature range of 25~300oC.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BiSbTe were evaluated

by the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ZT (ZT = S2
σT/k). The grain size and electric conductivity of sintered BiSbTe increased

as the sintering temperature increased but the thermal conductivity was similar at all sintering temperatures. Grain growth

reduced the carrier concentration, because grain growth reduced the grain boundaries, which serve as acceptors. Meanwhile,

the carrier mobility was greatly increased and the electric conductivity was also improved. Consequentially, the grains grew

with increasing sintering temperature and the figure of merit wa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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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와 CO2가스의 배출억제

를 위한 대책으로서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

존하지 않는 대체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열전재료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가능한

재료로써 재료 양단에 온도 차가 존재하면 기전력이 발

생하는 Seebeck 효과를 이용한다. 열전재료는 효율의 한

계로 인해 인공위성용 전원 통신기지국 전원, 군사적 전

원과 같은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나 최근 고유가

대책과 CO2가스 배출 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열전

발전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열전재료를 이용하는 열전

발전은 작동부분이 없어 구조가 간단하고, 관리가 용이

하여 수명이 길고, 사용할 수 있는 온도의 영역이 넓으

며, 엔진폐열이나 지열, 해양열 등 이용할 수 있는 열

원이 다양하다. 또한 태양전지, 연료전지와 함께 하이브

리드 발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1-3)

현재 주로 실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열전재료에는

Bi2Te3, TAGS, SiGe 등이 있다. 상온에서부터 300oC의 영

역에서는 Bi2Te3, Sb2Te3가 사용되고, 300~600oC의 중온역

에서는 PbTe, TAGS가 사용된다. 그리고 500~1200oC의

고온역에서는 SiGe가 사용되고 있다.4)

Bi2Te3계 열전재료는 상온에서 높은 열전성능지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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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재료로 능면체구조의 층상 화합물로서 c축에 수직

으로 −Te(1)-Bi-Te(2)-Bi-Te(1)-를 한 단위로 하여 적층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Te(1)-Te(1)-결합이 Van der

Waals 결합으로 결합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쉽게 벽

개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가공성이 나쁘고 소형모듈 제

작 시 회수율 및 신뢰성이 낮으며 열전특성에서도 이방

성을 보인다.5,6) 이러한 문제로 생산성 및 신뢰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분말야금법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2,7)

분말야금법을 이용한 다결정 Bi2Te3 계 열전재료의 제

조법에는 열간소결법, 열간 정수압소결법, 방전플라즈마

소결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Spark plasma sintering)은 펄스 직류 전류를 흑

연 몰드를 통하여 분말에 통전시킴으로써 이때 입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고온의 방전 플라즈마 및 흑연 몰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Joule 열에 의하여 소결을 행하는

방법이다.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은 다른 소결법에 비하여

비교적 저온에서 단시간 내에 소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결체의 결정립성장을 억제하고, 이차상의 형성을 억제

하여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0)

열전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결

정립을 미세화해서 열전도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 보고

되고 있다.11-14) 이것은 분말야금법으로 제조된 다결정 열

전재료에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입계의 수가 많아

지기 때문에 장파장 포논이 결정립계 산란으로 열전도

도가 감소되며 열전성능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열전성능이 증가한

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15-17) 상반된 연구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정립 크기가 열전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p-type 열전재료인 bismuth

antimony telluride (BiSbTe)를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을 이

용하여 제조한 뒤 그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출발원료로써 순도 99.999%의 Bi, Sb, Te(5N Plus사)

를 사용하였고 Bi0.5Sb1.5Te3의 조성으로 칭량 하여 석영

관에 장입한 후 진공봉입하였다. 봉입된 석영관은 교반

로를 이용하여 750oC에서 2시간 교반한 후 노냉하여 균

일한 조성의 잉곳을 제조하였다. 분말의 제조는 파쇄공정

중 분말의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Ar 분위기의 글로브

박스에서 수행하였으며, 마노유발을 이용하여 1차 파쇄하

였다. 1차 파쇄 후 attrition mill을 이용하여 Ar 분위기에

서 24시간 동안 2차 분쇄하였다. 분쇄된 분말을 흑연 몰

드에 충진시켜 방전 플라즈마 소결로(Syntex, SPS-825)

를 이용하여 소결하였다. 소결은 진공분위기에서 40MPa

의 압력, 승온속도는 50oC/min으로 각각 240oC, 320oC 및

380oC에서 10분간 소결하였다. 시편은 지름이 12.7 mm,

높이가 18 mm인 실린더 형태로 제조되었다. 

이와 같이 제조된 소결체를 이용하여 소결온도에 따른

미세조직과 열전특성을 평가하였다. 소결된 BiSbTe의 결

정성과 결정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분석(Bruker,

D8 ADVANCE)을 사용하였으며, 제조된 분말과 소결체

의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미경(Hitachi, S-4800)을 이용하

여 관찰하였다. 소결체는 Seebeck 계수와 전기비저항 측

정용으로 3 mm × 3 mm × 12 mm으로 가공하였고, 열확산

도 측정용으로 지름 12.7 mm, 두께 2 mm의 코인형태로

가공하였다. Seebeck 계수와 전기비저항은 사단자법(Ulavc-

Riko, ZEM-3), 열확산도는 레이저 플래시법(Netzsch,

LFA-447)에 의해 상온에서부터 300oC의 영역에서 측정

하였다. 비열은 시차주사열량분석기(Netzsch, DSC 404C),

밀도는 아르키메데스법을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열

전도도는 k = αCpd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α = thermal

diffusivity, Cp=비열, d =밀도). 

3. 결과 및 고찰

밀링 후의 BiSbTe분말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둥근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입자크기는 약 300 nm ~ 2 µm

였다. 이 분말을 이용하여 240oC, 320oC, 380oC에서 소

결하였다. 소결된 소결체의 밀도측정결과 모든 시편에서

99%이상의 밀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X선 회절분석결

과 모든 소결온도에서 Bi0.5Sb1.5Te3 화합물 구조를 나타

내었다(Fig. 2). Fig. 3은 각각의 온도에서 소결한 시편

의 파단면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미세조직 분석결

과 모든 시편에서 기공은 보이지 않았고 소결온도가 증

가할수록 큰 결정립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에서 보는

Fig. 1. FE-SEM image of attrition milled Bi0.5Sb1.5Te3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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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240oC, 320oC, 380oC에서 소결한 시편의 결

정립의 크기는 각각 약 300 nm, 500 nm, 700 nm 정도

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4(a)는 각각의 소결온도에서 소결한 열전재료의

Seebeck 계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Seebeck 계수(S)는 아

래와 같은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18)

(1)

여기에서 γ은 산란인자, lnnc은 캐리어 농도의 로그 값

이다. Table 1에서 캐리어 농도의 경우 소결온도가 380oC

에서 1.38 × 1019/cm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320oC

와 240oC에서는 1.70 × 1019/cm3와 1.68 × 1019/cm3로 유

사하였다.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 소결한 시편일수록 입

자크기 증가(입계의 수 감소)에 의해 산란인자가 감소하

였고 동시에 낮은 캐리어 농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소결

온도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Seebeck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 4(b)는 각각의 소결온도에서 소결한 BiSbTe의 전

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전기전도도(σ)는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전기전도도는 다음과 같은 식

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19)

σ = nceµ (2)

여기에서 nc은 캐리어 농도, µ는 캐리어 이동도이다.

Table 1를 보면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캐리어 이동

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i2Te3 계에서 입계는

accepter로 작용하고 정공을 제공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2,14)

소결온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결정립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억셉터로 작용하는 입계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정

공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p-type 열전재료

에서 캐리어는 정공이므로 Table 1과 같이 소결온도가 높

은 시편일수록 캐리어 농도는 낮아진다. 캐리어 이동도

는 캐리어 농도, 입계 등의 영향을 받는다. Table 1에서

캐리어 이동도는 240oC에서 소결한 시편에 비해 380oC

에서 소결한 시편에서 약 97%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캐리어 농도는 240oC에서 소결한 시편에 비해서 380oC

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15%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기전도도는 소결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Fig. 4(c)는 각각의 소결온도에서 소결한 BiSbTe의 열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열전달은 주로 입

계에 의해 포논산란이 일어나므로 열전도도는 결정립이

미세할수록 낮아진다.12,13,16)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각 시

편의 열전도도가 측정온도 200oC 이상에서는 입자가 클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그러

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열전재료의 효율은 무차원 성능지수 ZT로 나타내며, 식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 

 

ZT = (S2
σ/k)T (3)

S γ nln
c

–≈

Fig. 2. XRD pattern of sintered Bi0.5Sb1.5Te3 fabric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 

Fig. 3. FE-SEM images of the fracture surface of the Bi0.5Sb1.5Te3 spark plasma sintered at (a) 240oC, (b) 320oC and (c) 380oC.

Table 1. Carrier concentration and carrier mobility of Bi0.5Sb1.5Te3

sinte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Sample
Carrirer Concentration 

nc(10
19

/cm
3
)

Carrier Mobility 

µ(m
2
/Vs)

240
oC 1.63 1.33

320
oC 1.70 1.74

380
oC 1.3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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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는 Seebeck 계수, σ는 전기전도도, k는 열전도

도, T는 절대온도이다. Fig. 4(d)에서 소결온도가 증가할

수록 높은 ZT 값을 나타냈고 각각의 시편은 측정온도

100oC에서 가장 높은 ZT 값을 나타내었다. 380oC에서 소

결한 시편은 100oC에서 ZT = 1.14의 값을 나타내었다. Fig.

4(a~c)로 부터 소결온도에 관계없이 Seebeck 계수와 열전

도도는 유사하지만 전기전도도는 소결온도에 따라서 큰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ZT 값의 변화

는 주로 전기전도도의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분말야금법을 이용하여 Bi0.5Sb1.5Te3 열전재료를 제조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방전 플라

즈마 소결법을 이용하여 240oC, 320oC, 380oC에서 소결

하여 이론밀도의 99%이상의 고밀도의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의 크기도 증가

하였다. 그리고 결정립 성장으로 인하여 전기전도도가 상

승하였지만 열전도도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결정립

성장은 억셉터로 작용하는 입계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캐

리어 농도를 감소시킨다. 반면 캐리어 이동도는 농도에 비

하여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기전도도가 증가하였다. 결과

적으로 소결온도가 높아지면 결정립의 크기가 크게 되

고, 이에 따라 열전성능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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