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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하여 계면제어된 n형 Bismuth Telluride Selenide 
복합체의 열전수송특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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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the effect of interface control using reduced graphene oxide (RGO) on the thermoelectric

transport properties of Bi2Te2.7Se0.3 (BTS)-RGO composites. The interface-controlled BTS-RGO composites

were prepared by the consolidation of BTS-RGO hybrid powders using spark plasma sintering (SPS). The

RGO-hybridization reduced the grain size in the BTS-RGO composites because the formation of an RGO

network at the grain boundaries inhibited the grain growth during the SPS process. The carrier concentration

was almost independent of the RGO content, however, mobility was reduced by the RGO network and it led

to a decrease i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BTS-RGO composites. Although the Seebeck coefficient was

enhanced by the RGO-hybridization due to an increase in effective mass, the hybridization did not lead to

an increase in the power factor of the BTS-RGO composites due to the reduction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n the other hand, thermal conductivity was reduced significantly by the RGO-hybridization, and it led to

the enhancement of ZT in the BTS-RGO composite. The effects of interface control using RGO on the

thermoelectric transport properties of BTS-RGO composite are discussed in detail, and our results based on

the RGO-hybridization strategy will be useful for developing thermoelectric materials with high Z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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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전 에너지 변환기술은 폐열을 활용한 열전발전에서 전

자 냉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분야로 인하여 많은 관

심을 받아왔다 [1,2]. 열전소자의 에너지 변환효울은 소자

를 구성하고 있는 열전소재의 성능, 즉 ZT (=S2σT/κ, S는

제벡 계수, σ는 전기전도도, T는 절대 온도, κ는 열전도도)

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 소재들 중에서, Bi2Te3계 화합물은

1954년 Goldsmid에 의해 최초의 현대적 열전기술이 선보

인 이래 상온 근처의 온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된 열전소

재이다 [3,4]. 이러한 Bi2Te3계 열전소재의 ZT를 향상시키

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져 왔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이종 원소를 합금 또는

도핑함으로써 출력인자(=S2σ)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5-9],

다른 하나는 결정에 점결함, 나노 분산체, 결정립계 등 다

양한 결함을 도입함으로써 포논의 산란을 증진시켜 격자

열전도도를 낮추는 것이다 [10-15]. 이러한 시도들을 통하

여 Bi2Te3계 열전소재에서 ZT의 향상이 이뤄져왔으며, 용

매열합성법을 통해 제작된 나노입자를 이용한 n형 bismuth

telluride selenide (BTS)에서 1.23의 높은 ZT가 보고된

바 있다 [15]. 

한편, 최근에는 graphene과의 복합화를 통한 열전소재의

ZT 향상이 시도되고 있다 [16-20]. Graphene 복합소재는

수퍼 커패시터, 리튬 이온 배터리, 광촉매 등과 같은 다양

한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어 왔지만 [21-23], 열전소재로의

적용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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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그래핀 복합소재는 percolated graphene

network를 통해 전기전도도의 향상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

되어 많은 결과들이 문헌이 보고된 바 있다 [24-26]. 이러

한 percolation에 의한 전기전도도 향상 이외에도, 우리 연

구그룹은 graphene이 기지(matrix)와 적절한 에너지 밴드

정렬을 이룰 경우 입계산란 (grain boundary scattering)을

완화시켜 나노결정립으로 구성된 graphene-산화물 복합체

에서도 단결정 수준의 전기전도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27]. 뿐만 아니라, graphene 복합화 전략은 열

전도도의 측면에서도 ZT 향상에 유리하다. Graphene은 열

전도도가 매우 높은 물질이지만, graphene 복합체의 결정

립계에서 포논을 산란시켜 격자열전도도를 낮출 수 있으며,

산화물계, 칼코게나이드계, 스커테루다이트계 등 다양한 소

재 시스템에서 graphene 복합화를 통해 격자 열전도도의

저감을 통한 ZT 향상이 보고된 바 있다 [16-20]. 

본 연구에서는 graphene 복합화가 n-형 BTS의 열전수송

특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보고한다. 본 실험에서 BTS와

graphene 복합화는 그래핀 산화물(graphene oxide, GO)을

환원시켜 시도하였다. 우선 BTS 분말을 제작한 후 이를

GO로 코팅하여 BTS-GO 복합분말을 제작하였다. 복합분

말을 우선 수소 분위기에서 열처리함으로써 GO를 환원 그

래핀 산화물 (reduced graphene oxide, RGO)로 환원하였

다. 환원된 분말을 다시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 (spark

plasma sintering, SPS)로 소결함으로써, 소결 시의 높은

전류밀도에 의해 RGO에 잔류하고 있는 산소가 추가로 환

원된 BTS-RGO 복합체를 제작하였다 [20]. 이러한 공정의

개략도를 그림 1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방

법으로 제작된 BTS-RGO 복합체에서 RGO 함량 증가에

따른 이동도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출력인자의 감

소를 가져왔다. 한편, RGO 복합화는 열전도도의 저감을

이끌어 내었으며, 결국 낮은 출력인자에도 불구하고 ZT의

상승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RGO가

BTS의 열전수송특성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규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RGO 계면제어가 열전수송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다양한 열전소재에서 graphene

복합화를 통한 ZT 향상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조성이 Bi2Te2.7Se0.3인 BTS 잉곳을 진

공용융법으로 합성하였다. Bi (99.999%, 5N Plus), Te

(99.999%, 5N Plus) 및 Se (99.999%, 5N Plus) 원료

물질을 칭량 후 석영관에 진공 밀봉하고, 1273 K에서 6

시간 동안 용융시킨 다음, 973 K에서 3시간 동안 어닐링

한 뒤 수냉시켜 잉곳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잉

곳을 고 에너지 볼밀(Planetary mill, Pulverisette 6,

Fritsch)을 활용하여 BTS 분말로 분쇄하였다. 분쇄된 분말

을 N, N-Dimethylformamaide (DMF, C3H7NO, Sigma-

Aldrich) 200 ml가 담긴 플라스크 내에서 0, 0.1 및 0.2

wt%의 그래핀 산화물 (Graphene Supermarket)과 함께 혼

합하고, 353 K에서 1 시간 동안 자기 교반기로 교반하였

다. 이후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시효 처리한 후, 원심분

리기를 사용하여 10,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한 다

음, 진공오븐에서 60 oC의 온도로 24시간 건조시켜 BTS-

GO 복합 분말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복합 분말은 환원로

에서 Ar-4% H2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400 oC의 온도에서

4 시간 동안 환원을 수행한 후, SPS (WT 4000A, Well

Tech)로 753 K의 온도에서 5분 동안 50 MPa의 압력으로

소결하여 최종적으로 BTS-RGO 복합체를 제작하였다. 

소결체의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Archimedes)법으로 측정

하였으며 모든 시료에서 상대밀도가 95% 이상의 값을 나

타내었다. 소결체의 결정구조는 X-선 회절법 (XRD,

Ultima 4, Rigaku)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세구조 특성

은 주사전자현미경 (SEM, Verios 460L, FEI)과 투과전자

현미경 (TEM, JEM-2100F, JEO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기전도도와 제벡 계수는 4단자법에 기반한 열전특성 측

정장치 (ZEM-3, Ulvac-Riko)로 측정하였으며, 열전도도는

레이저 섬광법 (LFA-457. Netzsch)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Seebeck 계수는 모두

SPS 공정 중 가압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a)는 앞서 기술한 방법으로 제작된 BTS-GO 복

합분말의 TEM 상이며, (b)는 표면영역의 HRTEM 상을

보여준다. BTS 입자의 표면은 그림에서 보이듯 GO로 균
Fig. 1. A schematic of the fabrication of interface-controlled BTS-
RGO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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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코팅이 되어있으며, 따라서 본 공정을 통한 BTS-

GO 복합분말이 성공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렇게 제작된 분말을 수소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GO를

RGO로 환원하였으며, SPS 방식으로 소결함으로서 추가의

환원을 유도하여 BTS-RGO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20]. 

이상과 같이 제작된 복합체의 파단면을 SEM으로 관찰

하였다. 그림 2(c)-(e)에서 보이듯 입계는 무질서한 방위로

존재하며, 따라서 소결에 따른 BTS의 우선배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RGO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의 감소가 명확하게 관찰되는데, 이것은

입계에 존재하는 RGO가 소결 시 결정립의 성장을 방해함

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를 통해 RGO 네트워크가 복합체

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7,27].

그림 3은 BTS-GO 복합분말을 소결하여 제작한 BTS-

RGO 복합체의 XRD pattern을 보여준다. 모든 복합체에서

회절 pattern은 Bi2Te3의 표준 분말회절 pattern (JCPDS

#15-0863)과 잘 일치하였으며, 상대강도 역시 유사한 것으

로 보아 복합체 내에서 각각의 결정립은 무작위한 방위를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c)-(e)에서 관찰한

SEM 결과와 잘 일치한다. 또한, RGO 복합체의 XRD

pattern에서 RGO가 BTS와의 반응을 통한 이차상 형성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4(a)는 BTS-RGO 복합체의 온도에 따른 전기전도

도를 나타낸다. 모든 시료에서 전기전도도가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격자산란(lattice scattering)

이 전하수송을 지배하는 금속성 전기전도 특성(metallic

conduction behavior)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8]. 한편,

RGO의 함량 증가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감소하는 특징이

Fig. 2. (a) A TEM micrograph of BTS-GO hybrid powder and (b) a
HRTEM micrograph showing the surface of the hybrid powder. (c)-
(e) are SEM micrograph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BTS-RGO
composites with 0, 0.1 and 0.2 wt% GO, respectively.

Fig. 3. XRD patterns of the BTS-RGO composites.

Fig. 4. (a) Temperature-dependent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he
BTS-RGO composites on a semi-logarithmic scale and (b) Hall
measurement result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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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으며,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온에서 Hall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4(b)와 표 1에 보이듯, 전자의 농

도는 RGO 함량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이동도는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RGO 함량 증가에 따

른 이동도의 감소가 전기전도도 감소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이동도의 감소는 그림 1에서 관찰한 결정립

의 크기 감소에 따른 입계산란 (grain boundary scattering)

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RGO가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그림 5(a)는 BTS-RGO 복합체의 온도에 따른 Seebeck

계수를 나타낸다. 모든 시료에서 음의 Seebeck 계수가

온도에 따라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n-형 외인성

반도체의 특성이 잘 관찰되었다. 400 K 이하의 상대적으

로 저온 구간에서는 Seebeck 계수가 온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선형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약 400 K의 온도 근처에서 외인성-내인성

천이 (extrinsic-intrinsic transition)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9]. 

한편, BST-RGO 복합체에서 RGO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Seebeck 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

었다. Seebeck 계수는 아래의 식(1)과 같은 Pisarenko

rel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30]. 

(1)

여기서 kB는 볼츠만 상수, q는 전하량, h는 플랑크 상수,

md
*는 상태밀도 유효질량, 그리고 n은 전자 농도를 나타낸

다. 앞서 그림 4(b)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합체의 전하

농도는 RGO 함량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Seebeck

계수는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계면에 존재하는

RGO가 복합체의 유효질량 (effective mass)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식(1)을 활용하여 복합체의 상태밀도 유효질량을

계산하였으며 [31], 그 값은 RGO 함량이 0, 0.1, 0.2 wt%일

때 각각 1.04, 1.13, 1.13 m
e
였다. 이를 통하여 RGO 복합

화에 따른 유효질량의 증가가 그림 4(b)에서 관찰된 이동

도 감소의 한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RGO 복합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와 Seebeck 계수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출력인자를 그림 5(b)가 보여준다.

RGO 복합화에 따라 출력인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모든 온

도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RGO 복합화에 따른 유효질량의

증가로 Seebeck 계수가 상승하였지만, 한편 이동도의 감소

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감소로 인하여 출력인자가 감소하였

기 때문이다.

그림 6(a)는 BTS-RGO 복합체의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

(κtotal)를 나타낸다. RGO 복합화에 따라 열전도도의 저감이

명확하게 관찰되는데, 열전도도는 격자 열전도도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κlat), 전자 열전도도 (electronic

thermal conductivity, κel) 및 양극성 열전도도 (bipolar

thermal conductivity, κbp)의 합으로 구성된다. 먼저, 그림

4(a)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전기전도도의 감소에 따른 전

자 열전도도 (κel = LσT, 여기서 L은 Lorenz number)의 감

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coustic phonon scattering

S
8π

2

kBT

3qh
2

-----------------md

 *
π

3n
------
⎝ ⎠
⎛ ⎞

2 3⁄

=

Table 1. Hall measurements of BTS-RGO composites at room-
temperature.

Sample
σ

[Scm-1]

n

[cm-3]

μ

[cm2V-1s-1]

Pristine BTS 1271 6.90 × 1019 115.1

BTS-0.1 wt% RGO 1074 6.84 × 1019 98.2

BTS-0.2 wt% RGO 897 6.73 × 1019 84.2

Fig. 5. (a) Temperature-dependent Seebeck coefficients and (b)
power factors of the BTS-RGO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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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Fermi integral을 활용하여 Lorenz number를 계

산하였으며 [32], 이를 그림 6(b)의 inset에 나타내었다. 이

로부터 계산된 전자 열전도도를 전체 열전도도에서 빼주면

격자 열전도도와 양극성 열전도도의 합(κtotal− κel= κlat+

κbp)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그림 6(b)가 보여준다. 400 K

이상의 온도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온도 증가에 따라 이 값

이 증가하는데 이는 외인성-내인성 천이에 의해 양극성 열

전도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 결과는 그림 5(a)에서 관

찰된 Seebeck 계수의 온도의존성과 잘 일치한다. 한편, 천

이온도 이하에서는 양극성 열전도도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그림 6(b)에서 400 K 이하의 온도구간에서의 값은 실질적

으로 격자 열전도도를 의미한다. BTS 복합체에서 RGO

함량이 0.1 wt%일 때에는 계면제어가 되지 않은 BTS와

유사한 수준의 격자 열전도도를 나타내었으나, 0.2 wt%인

경우에는 격자 열전도도의 명확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결정립 크기의 감소와 함께 입계에 존재하는 RGO에 의해

여분의 phonon 산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17,20]. 이

러한 결과로 부터 RGO 복합화를 통한 계면제어에 의해

BTS-RGO 복합체의 격자 열전도도 저감이 가능함을 규명

하였다. 

RGO 복합화가 BTS의 열전수송특성에 미치는 종합적 영

향을 ZT가 보여주며, 이를 그림 6(c)에 나타내었다. RGO

복합화에 의한 출력인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BTS-

RGO 복합체에서 BTS 대비 높은 ZT를 나타냈으며 이는

복합화에 따른 열전도도의 저감에 기인하였다. 특히, 가장

낮은 출력인자를 나타내었던 BTS-0.2 wt% RGO 복합체에

서 가장 높은 ZT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그림 6(b)에서 확

인된 것과 같이 격자 열전도도의 저감에 기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소폭의 ZT 향상이 구현되었으나, RGO를

활용한 계면제어를 통해 기존 소재의 열전성능의 향상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GO를 이용한 계면제어가 BTS-RGO

복합체의 열전수송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미세구조 분석을 통하여 RGO 복합화가 BTS의 결정립 성

장을 억제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RGO network가 결정립

계에 균일하게 분포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RGO 복

합화는 전하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동도

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동도의 감소는 결정립의 크

기 감소에 따른 입계산란의 영향과 함께 유효질량의 증가

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유효질량의 증가는

Seebeck 계수의 상승을 가져왔으나, 전기전도도의 감소효

과가 더욱 커서 결과적으로 출력인자의 상승을 유도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RGO 복합화를 통하여 전기전도도의 감소

에 따른 전자 열전도도의 저감 뿐만 아니라 격자 열전도도

Fig. 6. (a) Temperature-dependent total thermal conductivity, (b) κlat

+ κbp, and (c) ZT of the BTS-RGO composites. Calculated Lorenz
nubmers are shown in the inset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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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감이 가능하였으며, BTS-RGO 복합체의 낮은 출력인

자에도 불구하고 ZT의 상승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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