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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열전 현상은 재료의 내재적인 성질에 의해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상호 

변환되는 현상이다. 재료의 양단의 온도 차이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제벡 효과, 반대로 전류에 의해 재료 내에 온도 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펠티에 효

과라고 한다. 이러한 열전 현상을 이용하면 가볍고 소음이 적은 열전 발전, 냉각 

소자를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한 열전 재료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박막 형태의 열전 소자는 벌크 소자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응답속도가 빠르

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등 첨단 기기들의 효

율적인 열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열전 박막 소자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료의 평면내 열전 특성을 사용하는 평면형 열전 박막 소자는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 국소 부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다. 

BiCuSeO 계열 재료는 높은 제벡 계수, 낮은 열전도도와 환경 친화성 때문에 

열전재료로 연구되기 시작한 재료이다. K, Sr 등 원소의 도핑, 나노구조체 형성, 

Te 치환에 의한 밴드 갭 조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열전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된 Bi2Te3 계열 재료에 비해 열전 성능이 부족

하다. BiCuSeO 계열 재료의 박막은 아직 연구 사례가 극히 적다. BiCuSeO는 층

상구조를 가지고 있어 STO, 실리콘 기판 등 위에 c축 배향성을 가진 박막으로 

성장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실리콘 웨이퍼에 증착된 BiCuSeO에 Te를 치환하는 

시도를 하였다. XRD 분석 결과 성공적으로 Te치환이 이루어진 BiCuSe1-xTexO 박

막이 c축 배향성을 가지고 성장함을 확인하였다. 증착한 박막의 ab 방향의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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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측정하였다. BiCuSe1-xTexO 박막은 c축 배향성으로 인해 ab 방향으로 같은 

조성의 벌크 재료에 비해 높은 제벡 계수와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열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BiCuSeO 벌크 재료와는 달리, 본 연구에

서 증착한 박막은 약 섭씨 250도의 온도에서 c축 배향성이 틀어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c축 배향성이 틀어진 박막은 배향성이 유지되는 박막에 비해 열화된 열

전 특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전기 전도도의 감소가 뚜렷이 드러났다. 

Te 치환에 의한 영향은 미비했다. Te가 치환되고 밴드 갭의 감소에 의해 운반

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벡 계수가 감소하였고 전기 전도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제벡 계수의 감소하면 그보다 큰 폭으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해야 높은 

열전 성능인자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증착한 BiCuSe1-xTexO 박막들은 결

과적으로는 Te 치환에 의해 열전 성능인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키워드 : Thermoelectrics, PLD, BiCuSeO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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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전 현상이란 재료 양단간의 온도 차로 전력이 발생하는 제벡 효과(Seebeck 

effect)와, 이와 반대로 전류에 의해 재료 양단간에 온도 차가 발생하는 펠티어 효

과(Peltier effect)를 일컫는 현상이다. 열전 현상을 이용한 에너지 변환 기술은 태

양전지 기술과 더불어 항공·우주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군용 

장비나 소형 열전냉각장치 등에 일부가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열전 관련 연

구는 아직 소재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산업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 내구성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BiCuSeO 화합물은 약 0.8 eV 정도의 밴드 갭을 가지는 p타입 반도체 재료로, 

열전 재료로 연구되기 이전에는 고온 초전도체 또는 투명 전도체 연구되었던 재

료이다.[1] BiCuSeO 화합물은 절연층과 전도층이 번갈아 쌓인 형태의 층상 구조

를 가지고 있어 자연적으로 낮은 열 전도도를 가진다. 더불어 이 재료는 높은 제

백 계수를 가진다는 점 때문에 열전 재료로의 가능성을 주목 받기 시작했다. 현 

시점까지 이뤄진 열전재료 BiCuSeO 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SPS를 이용한 

벌크 재료에 대한 연구였다. 

벌크 BiCuSeO 화합물의 열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

었다. Ba, Sr 등 원소의 도핑을 이용해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방법[2], 반복적

인 가압을 통해 그레인의 텍스쳐를 제어하는 방법[3], Te의 치환을 통해 밴드갭을 

조절하는 방법[4] 등이 시도되었다. 특히 Te의 치환을 통한 밴드갭 조절 (band-

gap tuning)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안정적으로 열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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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전 박막이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국소 냉각장치에 사용됨에 따라 좋은 성

능의 열전 박막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BiCuSeO 화합물의 

박막에 대한 연구는 벌크 재료에 대한 연구에 비해 아직 그 수가 적다. 현재까지 

Si wafer와 STO 기판 위에 PLD를 이용해 증착하는 방법[5, 6]만이 시도되었고, 

Sputtering 등 다른 증착법에 의한 박막 형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PLD를 이용해 Si 100 wafer 위에 BiCuSeO 박막을 성장시키고, 

박막의 상과 미세구조, 열전 특성을 측정하고 그 값을 벌크 재료의 값과 비교하

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Te가 치환된 BiCuSe1-xTexO 박막을 성장시켜 Te의 치환

이 박막의 열전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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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열전 효과(Thermoelectric effect) 

1821년 독일의 물리학자 Thomas Seebeck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

시킨 후 두 접합부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했을 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후에 이는 온도차에 의해 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한 자기장이

라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 현상은 제벡 효과(Seebeck effect)라고 명명되었다. 역

으로, 재료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에는 재료의 양단에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펠티에 효과(Peltier effect)가 발생한다. 제벡 효과와 펠티에 효과를 통틀어 

열전 효과(Thermoelectric effect)라 칭한다. 

이와 같이, 열전 효과란 재료의 내재적 성질에 의해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간에 가역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열전 현상을 나타내는 재료의 

내재적 성질은 제벡 계수(Seebeck coefficient) S로 나타내며 제벡 계수의 정의는 

아래 수식으로 정의된다. 

 S𝑎𝑏 =
𝑑𝑉

𝑑𝑇
 (2.1) 

즉 재료 양단에 dT의 온도 차이 대비 발생하는 전위차 dV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

수가 Sab이다. 제벡 효과에 대한 개요를 그림2.1.(a)에 나타내었다. 

펠티에 효과의 경우 펠티에 계수(Peltier coefficient) Π에 의해 표현된다. 그림

2.1.(b)의 개념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종 금속을 연결한 회로에 직류 전류를 

흘렸을 때 접합면에서 흡열 또는 발열이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흡열 또는 발

열량은 아래 수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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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Q =  𝛱𝑎𝑏𝑑𝐼 (2.2) 

즉, 𝛱𝑎𝑏는 흘려준 전류 대비 발생하는 흡, 발열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제벡 계수 S𝑎𝑏와 펠티에 계수 𝛱𝑎𝑏는 𝛱𝑎𝑏 = S𝑎𝑏T의 식으로 관계되어 있다. 

열전 효과를 이용하면,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열전 발전 소자 

또는 전류를 흘려주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열전 냉각 소자 등의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전 소자는 터빈, 모터 등 기계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진동 및 

소음, 배기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열전 발전은 화석 연

료에 비해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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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chematic of Thermoelectric effect (a) Seebeck effect (b) Peltier effect 



 

6 

 

그림 2-2. Schematic of a thermoelectric generato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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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열전 성능 

어떠한 재료가 열전 소자를 만들어 응용하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재료의 열전 성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전 성능은 앞에서 말한 

제벡 계수 S, 전기 전도도 σ, 그리고 열 전도도 κ를 통해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S

와 σ가 높을수록, κ는 낮을수록 좋은 열전 성능을 가지는 열전 재료이다. 제벡 계

수가 높을수록 특정 온도구배에서 더 높은 기전력이 발생하고 전기 전도도가 높

을수록 손실 없이 전류를 흘릴 수 있다. 또한 열 전도도가 낮을수록 온도 구배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좋은 열전 재료이다. 이러한 경향을 정량적인 지수로 나

타낸 것이 무차원 열전성능지수(dimensionless figure of merit) ZT값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𝑍𝑇 =
𝑆2𝜎

𝜅
𝑇 (2.3) 

열전 소자의 효율은 카르노 기관의 효율에 가까울수록 좋다.[8] 소자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재료의 열전 성능지수가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열전 발전의 경우 최대 효율은 열역학의 법칙에 따라 고온 부에 공급되는 

열 에너지에 대한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의 비율로 정의된다. 고운 

부에 유입되는 열 에너지를 Qh, 저온 부에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를 Qc라 했을 

때 이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𝑄ℎ = SThI −
𝑟I2

2
+ 𝜅𝛥𝑇 (2.4) 

 Qc = STcI +
rI2

2
+ 𝜅𝛥𝑇 (2.5) 

 



 

8 

이 때 S는 열전재료의 제백 계수 차이이며, r은 내부 저항, k는 열 전도도 그리

고 I는 로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다. 소자 내에서 열 손실 또는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의 유입된 열과 

빠져나온 열의 차이가 되므로 로드의 저항값을 RL이라고 했을 때 발생한 전기에

너지의 양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P = Qh − Qc = (S𝛥𝑇 − rI)I = I2RL (2.6) 

그러면 소자의 발전 효율 η은 P/Qh가 되고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η =

𝑃

𝑄ℎ
=

RL𝑆2𝛥𝑇/(𝑟 + RL)2

SThI − 𝑟I2

2
+ 𝜅𝛥𝑇

 (2.7) 

앞서 소개한 무차원 열전성능지수를 사용해 위 식을 다시 표현하면 열전 소자

의 최대 발전 효율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η =

√1 + ZT − 1

√1 + ZT +
Tc

Th

 (2.8) 

결과적으로 열전 소자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료의 물성인 

ZT 값이 높아야 하며, 이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효율은 카르노 기관의 열 효

율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나 박막으로 성장시킨 열전 재료의 경우, ZT 값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열 전도도의 값을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며, 널리 사용되는 통일된 측정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열전 박막 연구에서는 열 전도도 값이 

포함되지 않는 열전성능인자(power factor)를 측정하여 재료의 열전 성능을 평가

하는 지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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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열전 재료의 성능 향상 

열전 발전 기술의 경우 최근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면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열전 냉각 장치 또한 냉장고, 냉방장치 등 

가전 제품에 사용되고 여러 휴대기기의 보조 냉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

나 열전재료의 물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열전 냉각 장치는 프레온 가스 등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소음이 

없고 장치가 가벼워 운반이 용이하다. 또한 광통신 소자, DNA 분석 및 조작 등 

첨단 산업에서 국부 영역의 세밀한 냉각이 필요하게 되어 열전 박막 소자의 개

발이 각광받고 있다. 현재 실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재료로는 Bi2Te3가 대표적

이며 상온에서 약 1에 가까운 높은 ZT값을 나타낸다. ZT가 2에 가까운 재료가 

상용화될 경우, 칩 냉각 열전 소자의 시장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열전 변환 장치는 태양전지 등 다른 변환 장치에 비해 낮은 효율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성능의 열전 재료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열전 냉각 소자의 성능은 재료의 물성 ZT에 

크게 의존한다. 이를 위해 낮은 열전도도, 높은 전기 전도도와 더불어 높은 제백 

계수를 갖는 재료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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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제백 계수와 전기 전도도 

제백 계수(Seebeck coefficient)는 전하의 농도가 높은 금속 또는 축퇴 반도체 

(degenerate semiconductor)에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S =
8𝜋2𝑘𝑏

2

3𝑒ℎ2
𝑚∗𝑇 (

𝜋

3𝑛
)

2
3
 (2.9) 

즉, 상수를 제외하면 제백 계수는 운반자의 유효 질량, 전하의 농도, 그리고 온

도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되는 함수라고 알려져 있다. 온도가 일정할 때에는 결국 

제백 계수는 운반자의 유효질량에 비례하고 전하 농도의 2/3 승에 비례하는 거

동을 보인다. 다시 말해, 유효질량이 높고 전하농도가 낮을수록 재료는 높은 제

백 계수를 갖는다. 

한 편, 전기 전도도의 경우 제백 계수와는 반대의 거동을 보인다. 운반자의 유

효질량이 낮아 이동도가 높을수록 제백 계수는 낮지만 전기 전도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하 농도의 경우에도 제백 계수를 높이기 위해 전하 농도를 낮

추면 전기 전도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전기 전도도와 제백 계수는 서로 trade-off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재료의 

전하 농도, 유효 질량 값을 조절하면 열전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Snyder, 

Manhan 등[9]은 대부분 재료에서 전하 농도가 1019~1021 cm-3 정도일 때 최적의 열

전 성능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그림 2-3). 반면 유효 질량의 경우 어느 정도

에서 최적의 값을 나타내는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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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aximizing the efficiency (zT) of a thermoelectric involves a compromise of 

thermal conductivity and Seebeck coefficient with electrical conductivit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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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열 전도도 

열은 격자 진동(lattice vibration)에 의해 재료 내에서 전달이 일어나며, 포논에 

의한 전도와 전하 운반자에 의한 전도로 나뉜다. 

운반자에 의한 열 전도도는 Wiedemann-Franz 법칙에 의해 LσT로 나타난다. 이 

때 L은 로렌츠 팩터로, 자유 전자에서 약 2.4×10-8(J2K-2C-2)의 값을 갖는다. 이 식

으로부터 운반자에 의한 열 전도는 전기 전도도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열전 성능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 전도도를 높인다는 것은 곧 운반

자에 의한 열 전달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전체 열 

전도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포논에 의한 열 전도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실

제로 재료의 열전 성능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들은 나노구조체, 초격자 구조 등 

저차원 구조를 사용해 포논의 이동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해왔다.[10] 특히, 상이

한 두 물질을 포논의 평균 자유 행로 값에 해당하는 두께로 번갈아 가며 적층해 

층간 계면에서 포논의 산란을 유도하는 방법이 연구되기도 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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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박막형 열전 재료 

기존에 다양하게 연구되었던 벌크형 열전소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크기가 크

며 가격이 비싸다. 또한 크고 부러지기 쉬운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

어지고, 소비전력이 크다. 벌크 소자에 비해 박막형 열전 소자는 크기가 작고 응

답속도가 빠르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집적소자를 사용한 소형 휴대기기에서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형 국소 냉

각장치로 박막형 열전 소자가 사용된다.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의해 박막형 열

전소자의 제조 기술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박막형 열전 소자에는 in-plane 소자와 cross-plane 소자가 있다. Cross-plane 소자

의 경우 구조는 기존의 상용화된 벌크형 열전 소자와 동일하며 사용되는 재료를 

박막으로 대체해 그 크기를 줄이고 레그의 개수를 늘린 것이다. 반면에 in-plane 

소자는 칩 위에 직접 제작되므로 칩의 얇은 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12]. In-plane 소자의 경우 박막으로 입혀진 열전 재료 내에서 in-plane 방향으로 

전하의 이동과 열 전달 등이 일어나므로 높은 in-plane 물성이 요구된다. 벌크 재

료에서 텍스쳐를 제어하여 특정 방향의 물성을 향상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박막

의 in-plane 물성 또한 박막의 텍스쳐를 이용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막 형태의 재료를 이용한 냉각 소자를 제작할 때 냉각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박막의 두께이다. 냉각능은 박막의 두께, 제백 계수, 비저항, 열 

전도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 박막의 두께에 따른 냉각능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𝑄𝑚𝑎𝑥

𝐴
=

1

𝑙
(𝑆2𝑇𝑐

2𝜎 − 𝜅𝛥𝑇)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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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으로부터 냉각능은 박막의 두께가 얇을수록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막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으면 냉각을 위해 높은 전류 밀도가 요구된다. 

현재 시판되는 열전 소자의 두께는 5 mm 정도이고, 5 W/cm2의 냉각능을 나타낸

다. 여기에 요구되는 전류밀도는 100 A/cm2이다. 여기서 냉각능을 높이기 위해 

두께를 0.05 mm로 줄이면, 냉각능은 10배가 되지만 동시에 전류 밀도 또한 10배

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렇게 요구되는 전류 밀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재료의 한

계 전류밀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박막형 열전 소자에서는 재료

의 물성 외에도 박막의 두께가 소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독일 micropelt 사의 열전 박막 소자는 2-wafer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다. 2개의 서로 다른 웨이퍼에 전극을 만든 뒤, 스퍼터를 통해 전극 

위에 각각 다결정의 n형, p형의 열전 재료 (Bi2Te3)를 증착한다. 그리고 후 열처리 

공정을 통해 박막의 열전 특성을 최적화한 뒤 두 웨이퍼를 고용용 솔더를 통해 

접합한다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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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n example of on-chip thermoelectric cooling device[12] 

 

 

그림 2-5. Size Comparison between a bulk device and a thin-film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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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Product Procedure of thin-film thermoelectric device  



 

17 

2-5. BiCuSeO 계열 열전 재료 

BiCuSeO 계열의 옥시셀렌화 재료는 본디 고온 초전도체의 한 후보군으로써 

연구되었다가, 2010 년도 들어서 열전 재료로써 가능성을 주목받기 시작했다[1]. 

BiCuSeO 계열의 재료는 0.4 ~ 1.1 eV 정도의 밴드갭을 가지는 반도체 재료로, 열

전재료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특성이다. 열전재료로써 BiCuSeO의 가장 큰 장점

은 자연적으로 높은 제벡 계수와 낮은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BiCuSeO 재료는 선천적으로 층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열전재료로 사용

되기 적합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7에 BiCuSeO의 unit cell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ZrCuSiAs 유형의 구조를 

가지며, P4/nmm의 space group을 가진다. (Bi2O2)2+ 층과 (Cu2Se2)2-층이 번갈아 가며 

c축을 따라 적층되는 구조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층 간 포논

의 전달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BiCuSeO 재료는 낮은 열전도도를 갖게 된다. 상

용화된 재료인 BixSb2–xTe3, PbTe 등이 약 1 W/mK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는데 비해 

BiCuSeO는 그 절반 수준인 0.5 W/mK의 낮은 열전도도를 가진다[13]. BiCuSeO는 

고온에서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970K의 고온에서 사용하

기 적합한 열전재료로 알려져 있다[14]. 

낮은 열 전도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층상구조로 인해 나타나는단

점 또한 뚜렷하다. 전기 전도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는 운반자인 정공 (hole)의 

이동도가 낮고 유효 질량이 높기 때문으로, BiCuSeO 재료는 100 mΩcm 정도의 

높은 전기 저항을 나타낸다. 전기 전도도와 Trade-off 관계인 제벡 계수는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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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tructure of BiCuSeO unit cell 구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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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bundance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several thermoelectric 

materials[16] 

  



 

20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열전재료의 사용 온도 영역, 비용, 친환경성에 딸 

분류한 그래프를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BiCuSeO는 비

교적으로 친환경적이고, 독성이 없으며 원료의 양이 많아 가격면에서도 경쟁력

을 가지는 재료라고 볼 수 있다. 

높은 제벡계수와 낮은 열전도도, 그리고 낮은 가격 등의 장점을 살리고 낮은 

전기전도도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BiCuSeO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Te의 치환을 통한 열전 성능의 향상에 주

목하였다. 

  



 

21 

2-5.1. BiCuSeO에의 Te 치환 

Barreteau 등[17]과 Liu 등[4]은 BiCuSeO의 열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Te의 치환을 연구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BiCuSeO와 BiCuTeO는 Tedml 

분율이 약 0.2에 이를 때까지 좋은 고용체(solid solution)을 형성한다. 합성 시 조

건에 따라 드물게 Bi2O3의 2차상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양은 3% 미만으로, 재료

의 전하 전송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Te를 치환함에 따라 재료의 밴

드 갭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BiCuSe0.94Te0.06O 조

성을 가지는 재료가 923 K 온도에서 0.71의 높은 ZT값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구조적으로 BiCuSeO와 BiCuTeO는 동일한 ZrCuSiAs 유형의 구조를 가지기 때

문에 고용체가 잘 생성된다. Te의 원자반경이 Se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Te를 

첨가함에 따라 격자상수가 점진적으로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층상구조의 층 간격 또한 증가한다 (그림 2-9, 그림 2-10). 

전자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Te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료의 밴드 갭이 감

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밴드 갭이 감소하면서 고온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공의 농도가 높아져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반면에 제벡 계수의 경우 고온

에서 Te 치환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Te 치환에 따라 열 

전도도는 증가했는데, 종합적으로는 무차원성능지수 ZT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전성능인자(power factor=S2σ)는 Te 치환에 따라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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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Lattice parameters of BiCuSe1-xTexO as a function of Te concentration[17] 

 

그림 2-10. Cu-Ch distances and “thickness” of the conduction layers as a function of the 

dopant concentrat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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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a)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f BiCuSe1_xTexO samples and (b) the 

schematic figure for band gap tuning, CB: conduction band, VB: valence ba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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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Temparature dependence of Power factor and zT of BiCuSe1-xTex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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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BiCuSeO 계열 열전 박막의 연구 동향 

BiCuSeO를 박막 형태롤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사례가 많

지 않다. Xiaolin Wu 등[5, 6]이 STO 기판과 실리콘 웨이퍼 상에 PLD를 이용해 박

막을 만든 것이 전부이다. Xiaolin Wu 등은 STO 기판에 BiCuSeO를 에피택시얼하

게 성장시켰으며 (그림 2-13), 실리콘 웨이퍼 상에도 BiCuSeO가 c축 배향성을 가

지며 성장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2-14). 해당 문헌들은 박막의 c축 성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열전 특성에 대한 데이터는 많지 않다. 

이렇게 성장한 박막은 c-축 배향성을 가지는 덕분에 다결정 구조를 가지는 벌

크 재료에 비해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CuSeO는 층상구

조를 가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 특성이 강한 이방성(anisotropic)을 나타내고, ab-

평면 방향으로 높은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3, 18]. 이에 따라 박막들

은 높은 열전성능인자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plane 방향으로 우수한 전

하 전송 특성을 가지는 BCSO 박막은 in-plane 열전 박막 소자에 기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앞으로 본 재료의 열전 성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

다. 

Pulsed Laser Deposition (PLD)는 레이저를 이용해 물질을 증착시키는 PVD 계열

의 증착법이다. 한 점으로 모아진 레이저가 타겟 물질을 덩어리 채로 증발시킨

다는 것이 PLD의 가장 큰 특징으로, 4,5원계 화합물을 타겟 조성 그대로 증착시

키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PLD가 BiCiSeO 계열의 박막을 성장시키는 주요한 방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300-400℃의 기판 온도에서 증착이 이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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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uSeO 박막의 열전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며,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직 Te가 치환된 BiCuSe1-xTexO를 박막 형태로 증착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PLD를 이용해 실리콘 (100) 웨이퍼

에 BiCuSe1-xTexO 박막을 성장시켜 막 형태로도 Te의 치환이 이루어지는 확인하

고자 하였다. 증착된 박막의 in-plane 방향의 열전 특성을 측정하고 벌크 재료의 

값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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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a) HRTEM cross-sectional image of a BiCuSeO thin film on the (001) 

SrTiO3 substrate (b) the magnified HRTEM image of the film part[5] 

  



 

28 

 

그림 2-14. Cross-sectional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image of the BiCuSeO/Si interface region for the BiCuSeO thin film on Si (100) wafer. (b) 

Enlarged HRTEM image taken from the fil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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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시편 제조 

3-1.1. BiCuSe1-xTexO 타겟 제조 

PLD를 이용해 박막을 만들기에 앞서 증착에 필요한 PLD 타겟을 제조하였다. 

타겟은 고상 반응(Solid-state reaction)과 SPS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Te의 함량에 따

라 총 6개의 타겟을 제조하였다 (Te = 0, 0.02, 0.04, 0.06, 0.08, 0.1). 각각의 타겟은 

직경 1 inch의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졌다.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제조된 타겟의 

상을 분석하였다. 타겟 제작 과정을 그림 3-1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타겟의 조성을 맞추기 위해 Bi, Bi2O3, Cu, Se, Te의 분말이 사용되었다. 조성에 

맞춰 각 분말의 질량을 측정하고 막자 사발을 이용해 분말을 혼합 및 분쇄하였

다. 혼합된 분말을 핸드프레스를 이용해 압축한 뒤 석영 시험관에 넣고 약 10 

mTorr의 진공상태를 만든 뒤 시험관 입구 부분을 녹여 붙여 밀봉하였다. 밀봉된 

혼합 분말은 973 K에서 15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분말 간 반응이 일어나 

BiCuSe1-xTexO 상이 합성되도록 하였다. 

합성된 분말은 밀봉된 석영관에서 꺼내어 막자 사발을 이용해 분말로 만든 뒤 

SPS를 통해 소결하였다. 직경 1 inch의 흑연 몰드를 사용하였으며 948 K에서 50 

MPa의 압력을 가해 15분 동안 소결하였다. 제조된 타겟의 표면은 사포를 이용해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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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Process of making PLD targets 

  



 

31 

 

 

 

 

 

 

그림 3-2. Schematic of PL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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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PLD를 이용한 박막 증착 

본 연구에서 사용한 PLD 시스템의 간략한 구성을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레

이저는 코히런트 사의 파장 248nm excimer 레이저를 사용하였고, 레이저의 초점

이 챔버 내의 타겟에 잡히도록 미러와 렌즈를 사용해 경로를 잡아주었다. 실험 

시 타겟에 조사된 레이저의 power density는 약 1.5 J/cm2 이었고 spot size는 약 

2mm2이었다. 레이저는 3Hz의 주파수로 조사되었다. 

증착 시 챔버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로터리 펌프와 TMP가 사용되었다. 

Base pressure는 약 5E-6 Torr 였으며 증착 시에는 고순도 알곤 가스를 챔버에 흘

려주었다. 알곤 가스의 압력은 증착 도중 약 10 mTorr로 유지하였다. 기판의 온도

는 기판이 부착된 히터에 열전대를 삽입하여 측정하였으며, 열전대에서 읽어들

이는 온도를 기준으로 430 ℃를 유지하였다. 

증착은 시편 하나당 60분 동안 진행되었다. 증착이 끝나고 난 뒤에는 레이저

의 전원을 내리고 진공 상태에서 시편을 상온까지 자연 냉각시켰다. 6개의 타겟

으로 제백 계수 측정용으로 20*10 기판, 홀 측정을 위한 10*10 기판에 각각 증착

하여 총 12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기판으로는 p형 실리콘 (100) 웨이퍼를 용도

에 맞게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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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 분석 

서울대학교 신소재공동연구소에 보유 중인 BRUKER 사의 D8-advance XRD 장

비를 이용해 제조한 타겟과 박막의 상을 분석하였다. 모든 시편은 같은 조건에

서 측정되었다. step size 0.02°, 한 step 당 0.03초로 하였으며 θ-2θ scan을 이용하여 

X선 회절 패턴을 얻었다. 

 

3-3. 박막의 미세구조 분석 및 두께 측정 

FE-SEM(MERLIN Compact, ZEISS)을 통해 박막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두께를 

측정하였다. 먼저 박막 표면의 미세구조를 촬영하였으며, 그 이후 기판을 절단하

여 막의 단면을 촬영하였다. 

 

3-4. 홀 측정 

홀 측정을 통해 박막의 운반자 농도를 측정하였다. Ecopia 사의 장비를 이용하

였으며, 홀 측정을 위해 10*10 기판에 박막을 증착하고 4군데의 모서리에 스퍼

터를 이용해 은 전극을 입혔다. 측정시 흘려주는 전류의 양은 전기전도도 및 제

벡계수를 측정할 때와 동일한 값으로 하였다. 각각의 시편에 대해 홀 측정을 10

번씩 반복하였고 도출된 운반자 농도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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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열기전력 및 전기전도도 측정 

박막의 제벡계수는 Seepel 사의 제백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제백계

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편은 20mm*10mm 크기의 기판에 박막을 증착하여 만들

었으며, 측정 장치의 전극과의 ohmic contact를 위해 스퍼터링 장치로 은 전극을 

입혔다. 

박막의 제벡계수 측정을 위한 지그의 구조를 그림3-3에 나타내었다. 이 지그 

전체가 튜브 형태의 로 안에 들어가며, 측정 시에는 석영관 안에 밀봉된다. 측정 

시의 석영관 내부는 산화 및 기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N2 분위기를 잡아주었

다. 총 4개의 전극이 2 mm 간격으로 재료와 접촉하며, 양쪽 바깥에 위치한 두 개

의 전극은 온도를 측정하는 열전대로도 사용된다. 튜브로가 지그 전체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목표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측정이 시작된다. 

측정 시에는 재료 양단의 마이크로 히터를 통해 재료 내에 온도 구배를 발생

시킨다. 발생한 온도 구배의 크기를 바깥쪽 전극 겸 열전대에서 측정하고, 발생

한 기전력의 크기를 내부 전극에서 측정하여 제벡 계수를 도출해내는 구조이다. 

온도 구배는 최대 4K였다. 전기 전도도는 바깥쪽 전극에서 전류를 흘려주고 안

쪽 전극에서 전압을 측정하여 측정한다.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재료의 허용 전

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온도를 상온에서부터 200℃까지 증가시키며 특성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실

제 온도는 입력한 온도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 측정 시 실제 온도는 250℃까지 

증가하였다. 온도를 올리면서 한번 올리면서 측정을 한 뒤 그대로 온도를 상온

까지 내리면서 다시 한 번 특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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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eebeck coefficient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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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론 

4-1. 소결된 PLD 타겟의 상 분석 

SPS를 이용해 소결한 BiCuSe1-xTexO PLD 타겟의 XRD 결과를 그림 4-1에 나타

내었다. 생성 가능성이 높은 2차상인 Bi2O3 상은 XRD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Te 첨가된 시편들의 XRD 패턴의 모양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보고된 

BiCuSeO의 XRD 패턴과 동일한 형태를 보였다. 이는 Te의 분율이 0.1이 되는 시

점까지 결정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첨가된 Te는 결정구조

를 변형시키지 않고 BiCuSeO의 Se 위치에 치환되었다. 이는 BiCuSeO와 

BiCuTeO의 두 화합물이 좋은 고용체를 형성한다는 기존의 보고와 부합하는 결

과이다. 

Te는 Se와 같은 족의 원소이며 Se에 비해 큰 원자반지름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Te가 BiCuSeO 구조의 Se 위치에 치환될 경우 단위격자의 크기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격자정수의 증가는 Te가 잘 치환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XRD 결과를 통해 격자상수를 계산하였다. 격자상수 계산에

는 (102) 피크의 위치와 (212) 피크의 위치를 사용하였다. (102) 피크의 위치는 그

림 4-2에 나타나 듯이 치환되는 Te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낮은 2θ에서 나타났다. 

이는 격자상수가 Te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계산된 격자상수의 값을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Te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겟의 격자상수 값이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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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XRD Pattern of BiCuSe1-xTexO PLD targets 

  

그림 4-2. Shift of (102) peak position of BiCuSe1-xTexO PLD targets 



 

38 

 

그림 4-3. Increase of lattice parameters of BiCuSe1-xTe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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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iCuSe1-xTexO 박막의 상 분석 

Te가 없는 BiCuSeO 타겟으로 증착한 박막의 XRD 패턴을 그림 4-4에 나타내

었다. 벌크 BiCuSeO의 XRD 패턴과 비교했을 때 (00l) 방향의 피크들이 매우 강

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103), (104), (114), (105) 피크들이 관찰되었으나 이들 피

크의 강도는 (00l) 피크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XRD 패턴을 근거로, Si 웨이퍼에 

올려진 BiCuSeO 막이 강한 c축 배향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BiCuSeO가 

선천적으로 자가정렬(self-aligned)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격자상수가 

서로 다른 기판인 Si wafer와 STO 기판에서 c축 배향성을 가진 박막이 성장함이 

이미 보고되어 있다.[6]  

그림 4-5에 각 조성의 박막의 XRD 패턴을 나타내었다. 모든 조성에서 유사한 

XRD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Te가 치환되더라도 강한 c축 배

향성을 가진 박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rCuSiAs 유형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Te의 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006) 피크의 상대적 위치가 Te의 분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Te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006) 피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벌크재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 격자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피크의 위치를 통해 계산한 단위 격자 상수 c의 값을 그림 4-7에 나

타내었다. 치환된 Te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격자 상수 c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박막 형태로도 x=0.1의 조성까지는 2차상의 생성 없이 Te 

치환이 이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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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XRD Pattern of BiCuSeO thin film deposited on the Si (100) wafer 

 

그림 4-5. XRD pattern of BiCuSe1-xTexO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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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Shift of (102) peak position of BiCuSe1-xTexO thin films 

 

그림 4-7. Increase of lattice parameter c of BiCuSe1-xTexO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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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BiCuSe1-xTexO 박막의 미세구조와 두께 

그림 4-8에서 볼 수 있듯이 박막은 측면에서 볼 때 기둥 모양의 그레인들을 가

지고 있었으며 박막의 두께는 약 300nm였다. 표면을 관찰했을 때 각이 진 그레

인들이 많이 관찰되었고 그레인 사이즈는 평균적으로 약 200-300nm로 보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열전 박막 재료를 이용해 소자를 제작할 경우 박막의 

두께는 중요한 요소이다. 두께에 따라 박막에 흐를 수 있는 허용 전류가 결정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특성을 나타내더라도 일정 두께 이상의 박막을 만들

지 못하면 열전 소자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현재 상용

화 되어있는 열전 박막 소자의 경우 스퍼터를 이용해 5mm 정도의 후막까지 다

결정 막을 성장시킨다. 따라서 300nm의 두께를 가지는 박막은 아직까지는 열전 

소자에 사용될 재료로써는 한계가 명확하다. 본 연구에서 증착한 박막은 c축 배

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PLD이 특성상 후막을 증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는 c축 배향성을 유지하면서 두꺼운 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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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Micro structure of BiCuSe1-xTexO film (x=0.02) 

  



 

44 

4-4. BiCuSe1-xTexO 박막의 안정성 

온도를 증가시키며 x=0.02 조성 박막의 특성을 측정한 후 다시 온도를 내리며 

특성을 측정했을 때 제벡 계수와 전기 전도도의 거동을 그림 4-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온도를 증가시키며 측정했을 때와 다시 온도를 감소시

키며 측정했을 때 박막의 특성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제벡 계수의 경우 온도

를 올리면서 측정했을 때에 비해 온도를 내릴 때에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온도를 높이면서 측정할 때에는 다결정 벌크 재료의 제벡 계수(약 

350μV/K, [4])에 비해서도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온도를 내릴 때에는 다결정 벌

크 재료보다도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전기 전도도의 경우에도 

온도를 내리면서 측정했을 때 그 값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도를 내리면서 제벡 계수와 전기 전도도가 모두 낮아졌는데, 두 특성의 거

동은 차이를 보였다. 제벡 계수는 상온-200도 구간에서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다

가 약 200도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거동은 온도를 올리

면서 측정했을 때와 내리면서 측정했을 때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반면에 전기

전도도는 온도를 올리면서 측정했을 때에는 온도에 따라 감소하는 거동을, 온도

를 내리면서 측정했을 때에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약 250도에서 특성을 측정한 이후에 박막의 특성이 변화한 것은 측정 

시 박막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측

정이 끝난 시편의 XRD 패턴을 얻었다 (그림 4-10). XRD 패턴을 살펴보면 박막

의 텍스쳐가 측정 이후에 크게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측정 전의 박막은 강한 c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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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250도에서의 측정 이후 c축 배향성이 매우 약해졌다. 

XRD 상으로 별도의 2차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측정 온도에서 재결정화 등의 현

상이 일어나 막의 배향성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막의 성질이 200-250도 구간에서 변화하는 것은 BiCuSeO 다결정 벌크 

재료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BiCuSeO 재료는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비록 상이 변화하거나 2차상이 생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텍스쳐의 변화가 열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이라

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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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Seebeck coefficient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ehavior of BiCuSe1-xTexO 

(x=0.02)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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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XRD pattern of BiCuSe1-xTexO (x=0.02) thin film before and afte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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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BiCuSe1-xTexO 박막의 열전 특성 

4-5.1. BiCuSe1-xTexO 박막의 제벡 계수 

온도가 상온에서 200도까지 변화할 때에는 온도에 따라 제벡 계수가 증가하였

으며 그 이후에 감소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거동은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지는 모든 시편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다결정의 벌크 BiCuSeO 재료에서

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900K까지 온도에 따라 제벡 계수는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며,[1, 4] 이와 같은 제벡 계수의 급감 현상은 보고된 바가 없다. 즉, 박막이라

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반도체 재료에서 제벡 계수는 운반자의 유효 질량과 운반

자 농도의 함수로 나타난다[19]. 재료의 단위 격자 구조와 조성은 다결정 벌크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운반자 농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결국 박막이 벌크

와 다른 거동을 보이는 것은 유효 질량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유효 질량

은 운반자의 이동도 (mobility)에 반비례하므로, 특정 온도 이상에서 운반자의 이

동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11에서 다결정 벌크 BiCuSeO의 상온에서의 제벡 계수 값을 선으로 나

타내었다[20]. 벌크 재료에서는 해당 온도 구간 내에서 제벡 계수 값이 크게 변

화하지 않았다. 측정된 제벡 계수 값들은 대부분 벌크 재료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는 층상구조를 가진 재료가 c축 배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운반자 제

한 효과(carrier confinement effect)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재료는 전도층

(conducting layer)와 비전도층(insulating layer)이 번갈아가며 적층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초격자 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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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구조, 또는 층상구조에서 운반자 제한 효과가 발생하면 제벡 계수가 증가

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21]. 

Te가 치환된 박막들의 제벡계수는 모두 BiCuSeO 박막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정공 농도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그림 4-12에 Te 분율에 따른 정공의 농도

를 나타내었다. Te가 치환된 모든 시편이 BiCuSeO 보다 높은 정공 농도를 가짐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e 치환에 의해 밴드 갭이 감소하여 내재적으로 발생하

는 정공의 양이 증가한 결과로 생각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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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Seebeck coefficient of BiCuSe1-xTexO thin films 

 

그림 4-12. Hole concentration of BiCuSe1-xTexO thin films at room temperature as 

function o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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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Increase of Seebeck coefficient due to carrier confin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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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BiCuSe1-xTexO 박막의 전기 전도도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기 전도도는 온도를 증가시키며 측정했을 때와 

그 이후 온도를 내리면서 측정했을 때의 거동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측정 과

정에서 c축 배향성이 틀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기전도도의 거동의 변화 또

한 이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편들의 전기 전도도는 전반적으로 다결정 벌크 BiCuSeO에서 보고된 전기 

전도도의 값(약 5 Scm-1,[4]) 보다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박막의 텍스쳐 

때문이다. c축 배향성 덕분에 ab평면 방향으로 높은 전기 전도도를 나타낸다. 

BiCuSeO가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방성을 가지고 있고, c축 방향으로는 전하

의 전달이 어려운 반면 ab 방향으로 정공의 이동도가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22]. 

벌크 재료에서도 이방성을 이용하여 텍스쳐를 통해 열전 성능을 향상시킨 보고

가 존재한다[3]. 측정 후 c축 배향성을 틀어졌을 때에는 벌크 재료의 전기전도도

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온도를 증가시키며 측정했을 때, 상온에서 약 70도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선형적으로 감소하였고, 200도 부근에서 다시 소

폭 증가하였다. 상온-70도 구간의 증가는 전자의 들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70도-200도 구간에서 전기 전도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반도체보단 금속

에서 발견되는 거동과 유사하다. 이렇게 ab 평면 방향의 전기전도도가 금속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ab평면 상에서 이동하는 정공의 상태가 금속 내의 

자유전자와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축 배향성이 틀어진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4-14의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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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 

즉, c축 배향성이 틀어질 경우 운반자가 더 이상 자유전자와 같은 거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반적인 반도체에서 보이는 거동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높은 전기 전도도를 얻기 위해서는 c축 배향성을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 편, 전기 전도도에서 Te 치환의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에

서 보듯이 x=0, 0.08인 시편은 BiCuSeO보다 높은 전기 전도도를, x=0.02, 0.04인 시

편은 BiCuSeO보다 낮은 전기 전도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Te 분율 차이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편차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Te 치환은 전기 전도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54 

 

그림 4-14. Electrical conductivity of BiCuSe1-xTexO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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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BiCuSe1-xTexO 박막의 열전성능인자 (Power Factor) 

열전성능인자는 P.F.=S2σ로 나타난다. 제벡 계수의 자승에 비례하므로, 전기 전

도도보다 제벡 계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온도를 상승시키며 측정했을 때와 

그 후 온도를 내리면서 측정한 성능인자를 그림 4-15에 나타내었다. 온도를 올리

면서 측정했을 때에는 상온에서 70도 구간에서 증가하고 이후 큰 변화 없이 유

지되다가 200도 부근에서부터 감소했다. 반면에 온도를 내리면서 측정했을 때에

는 특정 온도에서 성능인자가 최대값을 보이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Te의 치환은 BiCuSeO의 열전 성능인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c축 배향성을 가진 박막에서 Te가 치환된 시편들은 모두 BiCuSeO 박막보다 

낮은 성능인자 값을 가졌다. 제벡 계수의 손실이 큰 데에 비해 전기 전도도를 향

상시키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c축 배향성이 틀어진 이후 측정한 시편에서

도 대부분의 시편이 BiCuSeO 박막보다 낮은 성능인자 값을 가졌다. 그러나 이 

경우 x=0.08인 시편이 특정 온도 구간에서 BiCuSeO에 비해 높은 성능인자를 나

타내었고 이는 해당 구간에서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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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Power factor of BiCuSe1-xTexO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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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PLD를 통해 실리콘 기판에 c축 배향성을 가진 BiCuSe1-xTexO 박막을 성장시키

고 그 열전 특성을 관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기존에 BiCuSeO의 열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던 Te 치환을 통한 밴드 갭 조절을 박막에 적

용시켜 Te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박막이 가지는 c축 배향성이 박막의 특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XRD 결과 실리큰 기판 위에 Te가 치환된 BiCuSe1-xTexO 박막이 2차상 없이 c

축 배향성을 나타내며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e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격자상수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단위격자 구조의 변화 없이 Te가 Se 위치에 

치환됨을 알 수 있었다. 타겟의 조성과 박막의 화학양론적 조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박막의 조성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다결정 벌크 BiCuSeO는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리

콘 기판에 증착한 박막의 경우 약 섭씨 250도의 온도에서 c축 배향성이 틀어졌

으며 이로 인해 열전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측정 후 제벡 계수, 전기 전도

도 등의 특성이 모두 열화되었다. 이를 통해 c축 배향성이 ab평면 방향의 높은 

열전특성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박막의 특성을 여러 번 반복 측정하여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박막의 제벡계수는 같은 조성의 다결정 벌크 재료에 비해 대체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박막이 가지는 층상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운반자 제한 효과 

(carrier confinement effect) 때문이다. 운반자 제한 효과는 박막이 강한 c축 배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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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c축 배향성이 틀어졌을 때에는 제벡 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가 첨가됨에 따라 밴드 갭이 감소하여 내재적으로 

생성되는 운반자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Te의 첨가는 제벡 계수를 감소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c축 배향성을 가지는 박막은 BiCuSeO의 층상구조 덕분에 ab평면 방향으로 높

은 전기 전도도를 나타냈다. c축 배향성이 유지될 때에는 온도에 따라 전기전도

도가 감소하는 금속과 같은 거동을 보였으나, c축 배향성이 틀어진 이후에는 온

도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다. c축 배향성이 강할 때에는 같

은 조성의 벌크 재료에 비해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졌으나 배향성이 약해진 이

후에는 벌크 재료와 큰 차이가 없는 값을 나타냈다. Te의 치환이 박막의 전기 전

도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전성능인자는 열전 박막 재료의 성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BiCuSe1-xTexO 박막은 c축 배향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높은 제벡계수와 전기전도

도 때문에 같은 조성의 벌크 재료에 비해 대체로 높은 열전성능인자를 가졌다. 

Te 치환에 의해 제벡 계수가 크게 감소했으나 전기 전도도는 많이 향상되지 않

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열전성능인자는 Te 치환에 의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

다. c축 배향성이 틀어졌을 때에는 x=0.08의 조성의 박막이 특정 온도 영역에서 

BiCuSeO 박막보다 높은 성능인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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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oyoung Shin 

Thermoelectric phenomena can be described as reversible energy conversion of thermal 

energy and electrical energy in solids. Seebeck effect is a conversion of thermal energy to 

electrical energy, and Peltier effect is a conversion of electrical energy to thermal energy. By 

using these thermoelectric effect, thermoelectric generators and coolers can be produced, 

which have advantages of light-weight, low-noise. Therefore several thermoelectrical 

materials are widely researched. 

Thermoelectric thin-flim devices have much smaller size, faster response time, and lower 

cost than thermoelectric bulk devices. Many high-tech electronic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need efficient temperature control, and thermoelectric thin-film coolers are one of the 

best temperature control module for those devices. Especially, in-plane on-chip 

thermoelectric coolers is good for this application. in-plane coolers need thin film materials 

with good in-plane properties. 

BiCuSeO materials have high seebeck coefficient, low thermal conductivity and eco-

freindliness. So these materials have been widely researched for high-temperature 

thermoelectric materials. To enhance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BiCuSeO materials, 

several methods such as introducing dopants like K, Sr, etc., making nano-composite, band-

gap tuning by Te substitution have been tried. But BiCuSeO materials have poor properties 

than Bi2Te3, which is widely used. Deposition of BiCuSeO thin film have been researched 

few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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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Te-substituted BiCuSe1-xTexO is deposited on Si (100) wafer via Pulsed 

Laser Deposition(PLD). The XRD patterns of films showed that c-axies oriented Te-

substituted BiCuSe1-xTexO films are grown on the Si (100) surface. In-plan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the films were investigated. The seebeck coefficient and electrical conductivity 

were higher than those of polycrystalline bulk BiCuSe1-xTexO with same composition 

because of c-axis orientation of the films. After seebeck coefficient measurement at about 

250℃, c-axis orientation of the films is degraded. After the degradation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the films became poor. 

The effect of Te substitution on thermoelectrical properties to the films was not significant. 

As Te fraction increased, carrier concetration of BiCuSe1-xTexO films were increased. So the 

seebeck coefficient of the films were decreased as Te substituted. Otherwis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films wasn’t significantly affected by Te substitution. The power factor 

of the films was decreased as Te substituted. 

 

Key words : Thermoelectrics, PLD, BiCuSeO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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