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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최근 휴대용 전자기기 논리소자의 전류밀도 증가에 따른 발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발열 문제는 전자기기의 구동속도 감소, 배터리 소모 과다, 

사용자 불쾌감 등을 초래하며 기기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다양한 냉각 

방식 중 종래의 열전 냉각기는 부피 제약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 차원 수평형 구조의 박막 열전 냉각 방식은 전자기기의 

구동속도와 신뢰성 향상의 잠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2 차원 수평형 

열전 냉각 소자는 재료 및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수평형 냉각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차원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를 제작하고 열적 

거동을 관찰하였다. 열전 재료로 n-타입의 Bi2Te3, p-타입의 Sb2Te3 와 

Cu 전극, 이의 확산 방지막으로 여러가지 후보군 중 Mo 가 각각 

적용되었으며, 반도체 소자 제작과 유사한 공정을 전제로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재료 선정과 박막 제작 공정을 거쳤다. 열전 박막의 

두께는 250nm 에서 1μm 까지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제작 하였으며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기적 특성은 증가하고, 열적 특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Cu 

전극은 열전재료로 쉽게 확산하는 물질로 열역학 계산을 통한 안정상의 

확산 방지막 재료를 선정하였으며, 열처리 이후 미세구조와 성분분석을 

통해 계면 사이의 확산이 방지됨을 확인하였다. 확산 방지막의 적용은 

전류-전압 특성 확인을 통해 ohm 점촉과 함께 낮은 접촉저항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기하학적 요소를 기반으로한 2 차원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단위 소자를 

설계 및 제작하고 열적 거동을 확인한 결과 열 접합부와 냉 접합부간의 

최대 3.2℃의 온도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확산 방지막 적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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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의 접촉저항 감소와 함께 열전 비저항 감소의 기하학적 요소가 

열전의 내부 Joule 열을 제어하고 박막 열전 소자 전체의 저항을 낮춤에 

따른 결과이다. 열전 냉각 성능은 Peltier 쌍 개수와 인가 전류, 시간에 

비례하므로 박막 열전 냉각 소자를 직렬로 추가 연결함으로써 더 향상된 

냉각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 차원 수평형 구조의 박막 열전 냉각 단위 소자를 제작하고 

소자를 구성함에 있어 확산 방지막을 적용하고 재료간의 기하학적인 

요소를 최적화하여 열전 냉각 성능 향상에 대해 규명하였으며 소자 설계에 

따른 열전 냉각 성능 효율 향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표제어: 수평형 열전, 박막 열전, 열전 냉각기, 확산 방지막, 신뢰성 

학  번:  2016-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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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전자기기 냉각 기술의 필요성 

 

현대 휴대용 전자기기의 경박단소화는 게이트 선폭이 감소된 고성능의 

논리 소자를 요구한다. 게이트 선폭의 감소는 전류 밀도 증가에 따라 

Joule열 발생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며, 논리 소자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소자 자체의 수명이 감소하는 신뢰성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동작에 

필요한 전력이 늘어나게 되어 누설 전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에너지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1.1 - 1.2]  

이러한 논리 소자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열전도도가 

높은 물질을 이용하여 열을 분산 시키는 방법, fan을 이용한 공랭 방식, 

액체를 이용한 수냉 방식 그리고 heat pipe와 같은 부가 장치를 통해 

냉각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들 모두 부피적 제약을 가지고 있어 

전자기기 내부 부품들의 배치와 관련된 디자인 자유도를 제한하며 

경박단소화의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1.3] 

기존의 논리 소자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단순히 소자의 신뢰성 및 누설 

전력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모량의 증가에 한정된 문제였다면, 휴대용 

전자기기의 발열은 사용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Figure. 1.1과 같이 휴대용 전자기기는 사용자의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쾌감 및 심각한 경우 화상을 유발 할 수도 있으며, 

발화로 인한 폭발과 같은 심각한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스로틀링(throttling), 즉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일정부하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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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rmal issues in mobile electronics. The performance  

is degraded due to over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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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속도를 강제적으로 감소시켜 더 이상의 소모전력을 통한 발열을 

제어하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다.[1.4] 최근 출시된 휴대용 전자기기에는 

히트파이프와 같은 부가적인 냉각기기를 기기내에 삽입함으로써 발열 

제어를 도모하고 있지만 이러한 냉각방식은 부피적인 제약이 따르며, 또한 

국소부위 발열점의 정밀냉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PC용 

논리소자 수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점으로 온칩(on-chip) 형태의 

소형화된 냉각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들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1.5 

– 1.6] 

 

 

1.2. 2차원 수평형 열전 냉각 소자 

 

열전 재료는 폐열을 발전(power generation)에 응용하고, 때로는 냉각 

장치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열전 재료의 성능 향상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열전 효과를 이용한 열전 소자에 대한 연구는 자동차 회사 주도의 폐열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냉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냉장고나 

와인셀러와 같은 벌크(bulk)한 제품용에 한정되어 있다. [1.6 – 1.8] 

다만 휴대용 전자기기에 벌크한 냉각기는 부적합하며, 이에 따라 Peltier 

효과를 이용한 2차원 구조의 수평형 열전 박막 냉각 소자의 개발은 국소 

열점의 수평적인 정밀냉각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휴대용 전자기기 부품의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제품의 성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Figure. 1.2와 같이 수직형 구조는 논리소자의 표면에서 수직방향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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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rmoelectric cooler (a) vertical type, (b) 2D horizontal 

type. The direction of heat spread i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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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을 의미하며 한정된 부피내에 부가적인 방열 장치를 필요로 하는 

수직형은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1.10 – 1.12] 수평형의 의미는 

국부적인 열점 위에 Peltier 효과에 의한 냉 접합부를 위치시킴으로써 

열의 흐름이 논리소자의 표면과 평행하게 열을 분산 냉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직형의 벌크 형태와 달리 수평형은 박막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 박막 열전 재료 자체의 열전도도 감소 및 전기전도도 

상승을 통한 열전 성능 향상, 열전 재료와 전극 간의 접촉저항 감소, 박막 

열전 냉각 소자의 기하학적인 구조 최적화를 통하여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기 전체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기재와의 상호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소자 설계를 위한 해석 결과와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재료간의 요인을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 확장된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기의 의미를 

구체화해야 한다. 

 

 

1.3. 수평형 열전 냉각 소자 문제점 및 연구 방향 

 

기존의 수평형 열전 냉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한 요소 해석이 주를 

이루며, 실제 냉각 소자를 제작하여 실험적인 특성 평가를 한 경우에도 그 

냉각 성능은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괴리가 존재한다.[1.13 – 1.14] 이는 

벌크(bulk)한 수직형을 박막의 수평형 구조로 단순히 전환할 수 없음을 

대변한다. 

수평형 구조는 수직형 대비 구조상 전체저항에서 접촉저항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막 구조임에따라 재료 자체의 비저항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냉각기 전체 저항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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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Joule)열이 발생되어 열전에 의한 냉각 효과를 상쇄한다. 

Figure. 1.3은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의 문제점 및 연구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의 재료와 구조로는 냉각 소자 

전체의 저항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구 방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재료적인 접근이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자 환경을 고려할 때 

상온부터 100℃ 구간에서 가장 높은 열전 성능 지수를 보여주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Figure. 1.4와 같이 해당 구간에서 열전 재료는 Bi-Sb-

Te 3원계 합금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1.15] 따라서 열전 재료를 고정하고 저항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후막 공정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두께 제약 없는 후막은 부피적 제약을 

동반하며 증착 공정에 따른 비용 및 시간적,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막 두께 증가에 따른 전기적, 열적 특성 변화를 확인해가면서 

냉각기 구조와 상호 완충되는 최적의 두께를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수평형 구조에 따라 열전 재료와의 접촉은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가 좋은 전극 물질로 선정하여야 한다. 전극 또한 기재와의 

접촉면이 넓고 공정성이 용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공정 

배선에서 사용되는 Al, Cu와 같은 물질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박막의 배선 물질은 쉽게 열전재료로 확산되어 소자의 고장을 

일으키고 접촉저항이 높음에 따라 열전 재료와 전극간 사이에 안정상의 

확산 방지막을 삽입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접촉저항을 낮춤으로써 냉각기 

전체의 저항 감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1.16 - 1.17] 

셋째, 온칩 형태의 박막 열전 냉각기 구성을 위해서는 기재와의 

상호관계와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낮은 열전도도로 불필요한 열의 확산을 제어하고 열전과의 유사한 열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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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Issues in 2D horizontal structure for mobile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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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Figure of merit (ZT) of recent high-performance bulk 

thermoelectric materials as a function of applied temperature. The 

high performance of most of these materials is related to 

nanostructure engineering.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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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를 가진 기재를 선정함으로써 

Thermal stress에 의한 응력 완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온칩 형태의 

패키지(Packaging) 소자로 만들었을 때 전력 인가와 능동적인 제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하며, 반도체 공정과 친화적인 열전 냉각 소자 

제작 공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수평형 구조의 박막 열전 냉각은 전체 저항을 낮추어 Joule열을 

제어하면서 Peltier 냉각 효과를 얻는 것이 핵심이며, 열 접합부와 냉 

접합부간의 온도 구배를 통한 열 펌핑이 합리적인 비용과 공정성으로 

휴대용 전자기기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세 가지를 중심으로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의 

기하학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소자 전체의 저항을 낮춤과 동시에 열전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1.4. 본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 구성을 위한 박막의 열전 효과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재료간의 확산 현상에 따른 확산 방지막에 대해 

설명했다. 3장에서는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 제작 및 실험 방법을 

다루었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냉각 소자 제작 과정을 설명했고, 사용한 

샘플과 실험 조건을 명시했다. 4장에서는 진행한 실험에서의 결과들을 

나열했으며 이에 대해 논의 하였다. 열전 재료의 전기적, 열적 특성을 

확인하고, 확산 방지막 적용에 따른 확산 방지 현상을 미세구조를 통해 

확인하였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확산 방지막이 적용된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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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박막 열전 냉각 효과를 얻었으며, 기하학적인 요소를 변수로 박막 

열전 냉각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과들을 요약하고 2차원 

수평형 구조의 박막 열전 냉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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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열전 효과 

 

반도체의 흥미롭고 중요한 응용 중 하나는 열전 효과로 열전 효과란 

폐회로를 구성하고 양단에 온도차를 주면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제백 

효과(Seebeck effect)와 반대로 양단에 전류를 흘려주면 온도차를 

생성하는 펠티어 효과(Peltier effect), 도체의 선상의 온도차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하는 톰슨 효과(Thomson effect)를 통칭한다. 이 열전에 

사용하는 재료는 전류를 생성하는 주된 캐리어가 전자이거나 혹은 

정공이냐에 따라서 n-타입과 p-타입으로 구분된다. 

 

2.1.1. Peltier 효과 

 

Peltier 효과를 살펴 보면 두 상이한 물질 사이의 접촉을 통하여 직류 

전류가 흐를 때마다 전류의 방향에 따라 접합부에서 열이 흡수되거나 

발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1984년 프랑스 물리학자 Jean Charles Athanase 

Peltier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단위시간당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Peltier 효과는 식(1)과 같이 표현된다.  

 

𝑄 = (Π𝐴 − Π𝐵)𝛪                                                       (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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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𝐴와 Π𝐵는 도체 A 및 B의 Peltier 계수이며, I는 A에서 B까지 흐르는 

전류이다. Peltier 효과로 생성되는 총 열량은 Peltier 효과에만 기인하지 

않으며, Joule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Peltier 효과는 Seebeck 효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Peltier 효과는 기계적 구동부가 없어 신뢰성이 높고 정밀한 

냉각이 가능하다. 또한 빠른 열응답성 장점을 가진 고체 냉각 기술로 

환경가스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 기술이다. 

그러나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과 적용 물질이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대용량의 냉각은 어렵다. [2.1] 

Figure. 2.1(a)와 같이 n-타입 반도체와 금속간의 접합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류가 n-타입 반도체에서 금속으로 흐른다고 가정하면 두 

물질의 접합부에서 전자 한 개당 평균에너지가 증가함으로 이를 격자 

진동으로써 열을 흡수하고 이로 인해 냉각이 된다.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은 

식(2)과 같이 전류와 시간에 비례한다.[2.2] 

 

𝑄 = Π𝐼𝑡                                                                (2) 

 

Π 는 Peltier 계수이며, I 는 전류, 그리고 t 는 시간이다. Peltier 계수는 

온도와 냉각 소자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열 방출로 인한 발열이 되며, p-

타입은 앞선 n-타입과 반대의 거동을 나타낸다. 열전 소자는 p-타입과 

n-타입의 열전 재료로 Figure. 2.1(b) 와 같이 구성하며, 이론적으로는 

단일 타입과 금속간의 이종 재료 접합으로 냉각 소자 제작이 가능하나, 

크게 만들기 어렵고 저항 증가로 인해 p-타입과 n-타입을 쌍으로 

구성하여 효율을 증대시킨다. 한쌍의 열전 재료로 구성된 단위 열전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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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ermoelectric Peltier effect (a) currernt from a n-type 

semiconductor to the metal results in heat absorption and current 

from an metal to a n-type semiconductor results in heat release at the 

junction (b) 1-pair of thermoelectric cooler. [2.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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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흐름을 구현하기에는 효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하여 

효율을 증대 시켜 사용한다. [2.2] 

 

 

2.1.2. 열전 성능 지수 

 

열전 재료의 성능은 디바이스 효율(device efficiency)와 파워 

팩터(power factor)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온도변화에 따른 

재료의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Seebeck 계수에 의해 결정되며, 발전을 

위한 디바이스 효율 η는 아래 식(3)와 같이 정의된다. 

 

η =  
energy provided to the load

heat energy absorbed at hot junction
                              (3) 

 

 주어진 재료들로부터 생성되는 열전 효율은 아래 식(4)의 ZT (열전 성능 

지수 : figure of merit)로 표현된다.[2.3]  

 

ZT =  
𝑆2𝜎𝑇

𝜅
                                                            (4) 

 

σ는 전기전도도이며, S 는 Seebeck 계수, T 는 온도, κ는 

열전도도이다. 

ZT는 열전소자와 열전 재료를 평가하는 지수로써 단위 온도 차이당 

생산되는 기전력을 표현하는 Seebeck 계수의 제곱에 비례하며, 

전기전도도에 비례하고, 열전도도에는 반비례 한다. Seebeck 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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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도도, 열전도도는 상호 작용관계에 있는 성질이며, 특히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는 하나의 특성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특성만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성능 지수를 높이기는 매우 어렵다. 일반적인 상용화된 Peltier 냉각 

소자의 ZT 값은 1.0 정도이며, Bi-Sb-Te 3원계 합금이 상온 구간에서 

최대 효율을 보인다. 최근 nano 구조를 기초로 ZT를 올리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ZT 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열전 재료는 온도 

구간에 따라 최적의 ZT 값을 보이는 재료가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제품에 

적합한 온도구간에서 최대의 성능지수를 보이는 열전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4] 

열전소자를 이용한 발전기 또는 냉각기에서 재료의 성능은 주어진 

온도에서의 Seebeck 계수와 전기전도도로 계산될 수 있다. Figure. 2.2와 

같이 ZT값을 캐리어 농도의 함수로 나타내면 캐리어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는 급격히 증가하며, Seebeck 계수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식(5)의 Seebeck 계수 제곱과 전기전도도의 곱으로 표현되는 

파워팩터는, 

 

𝑝𝑜𝑤𝑒𝑟 𝑓𝑎𝑐𝑡𝑜𝑟 =  𝑆2𝜎                                              (5) 

 

ZT 값과 유사한 거동을 보임에 따라 열전 재료의 성능지수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 사용된다. [2.5] 

 

2.1.3. 열전 재료 및 박막 증착법 

 

반도체의 밴드갭은 금속의 밴드갭보다 우수한 열전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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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미 에너지가 전도대보다 아래에 있어 전도대의 평균 전자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보다 높아 낮은 에너지 상태로의 전하 이동을 돕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금속은 페르미 에너지가 전도대 내에 위치하여 평균 

전도 에너지가 전하의 이동을 제한한다.[2.6] 따라서 반도체는 이상적인 

열전 재료이며,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Seebeck 계수를 고려하여 

열전재료를 선정한다. 

열전 성능 지수는 단위 온도 차이당 생산되는 기전력을 표현하는 제벡 

상수(Seebeck coefficient)의 제곱, 전기전도도에 비례하고 열전도도에는 

반비례하는 값이다. 이 ZT 값은 소자를 제작했을 때 소자에서의 에너지 

효율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ZT 값이 높을수록 효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Seebeck 계수와 전기전도도는 온도의 함수에 따른 경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ZT 값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재료마다 최댓값을 

나타내는 온도 범위가 다양하다. 따라서 적용할 응용처의 온도 범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재료군이 달라진다. 휴대용 전자기기 환경의 

300K~350K 구간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열전 소재는 Bi-Sb-Te 

3원계 합금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증착하고자 하는 Bi-Sb-Te 3원계 합금의 열전 박막은 

Sputtering, Evaporation, MOCVD(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Electrochemical plating와 같은 다양한 증착 방법이 

사용된다.[2.7] 각기의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으며 3원계 합금 증착을 위해 

조성비가 맞춰진 단일 타켓을 사용하여 증착하거나 조성비를 맞춰 co-

deposition 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Evaporation은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을 

진공상태에서 고온으로 증발시키고 증발된 입자가 기판으로 이동하여 고체 

상태로 응축되도록 하는 박막 증착법이다. 일반적으로 co-deposition 

진행시 조성을 조절하는데 용이한 증착 방법이며 가열된 물질의 증착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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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Optimizing zT through carrier concentration tuning. 

Maximizing the efficiency (zT) of a thermoelectric involves a 

compromise of thermal conductivity and Seebeck coefficient with 

electrical conductivit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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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여 원하는 물질의 조성비를 조절할 수 있다.[2.8]  

Evaporation 방식은 열전 재료 1μm 이상의 후막을 증착하는데 

용이하다. Sputtering은 진공상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고체 타켓 

물질로부터 가속에 따른 방출된 원자가 기판 위에 박막을 형성하게 하는 

물리적인 증착 방법이다. 증착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합금의 

증착시에는 합금의 조성대로 박막 형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2.9] 

 

2.2. 계면 안정성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를 제작함에 있어 열전 재료와 전극 및 

필요에 따른 중간 삽입층과 접촉영역에서 계면 간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2.2.1 상 안정성 

 

열전 재료와 전극 간의 낮은 접촉저항과 상호간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FactsageT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역학 기반의 전산 모사 해석을 할 수 

있다. 재료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해석 

프로그램으로 열처리 조건을 가정한 진공도와 온도의 조건을 기초로하여 

3원계의 ternary 상태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주어진 재료 화합물 사이에 

tie line이 존재함은 계면에서 물질이 안정함을 의미한다.[2.10] Tie line이 

존재하지 않음은 이종 재료간의 반응이 일어나 새로운 물질의 상이 

만들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의 전산 모사 해석을 

통해 재료 후보군을 선정하고 실험을 통해 해석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열전 재료와의 안정상의 재료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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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확산과 확산 방지막 

 

확산은 원자와 분자들이 고농도 영역에서 저농도 영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확산이라 함은 전자밀도가 

평형 상태에 있지 않아 전자의 확산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반도체 두 

끝단에 바이어스가 가해지거나 한쪽에 열에너지를 주면 고밀도 영역에서 

저밀도 영역으로 농도 구배가 지는 것을 의미한다. 

확산 전류(diffusion current)는 Fick의 제1법칙으로 다음 식(6)과 같이 

표현된다. 

 

𝐽 = −𝐷
𝜕𝑛

𝜕𝑥
                                                           (6) 

 

J는 단위 유닛당 단위 시간의 확산 전류 밀도이며, 𝑛은 전자밀도 𝑥는 

위치의 함수이다. 

반도체 재료에서 확산에 대한 연구는 집적 회로를 제작함에 있어 제작 

기술의 기술적 중요성 때문이다. 소자 신뢰성을 위해 thermal stress에 

의한 공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RTA(Rapid Thermal Annealing)와 같은 

열처리 공정을 선호하며 확산이 생기는 activation energy 밑의 온도에서 

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RTA 처리 

과정에서 도펀트의 프로파일이 비정상으로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확산 이론에 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반도체 재료의 확산 

공정을 이해 하는데에는 여전히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2.11] 

이런 공정 개발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확산은 확산 방지막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데 이 확산 방지막은 이종 재료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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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으로 삽입되는 층을 의미한다. 반도체 친화적인 Cu, Al과 같은 배선 

물질은 열처리에 따라 쉽게 열전재료로 확산되는 물질이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삽입되는 박막 재료의 선택은 이의 역할에 맞게 

열전 재료 및 배선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안정상의 물질이어야 하며, 

점착성과 패터닝 등의 좋은 공정성을 가진 물질이어야 한다. 또한 좋은 

전기적, 열적 전도특성을 가져야 하며 이종 재료간의 접촉에 따른 

접촉저항도 낮출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 확산 방지막의 두께 또한 매우 

중요한데 너무 얇으면 방지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너무 

두꺼우면 최근의 선폭 감소에 반하는 공정이 될 수 있다. [2.12] 

확산 방지막은 이종 재료간의 접합을 이룸에 따라 낮은 접촉저항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져야 하며 화학적으로 반응을 

억제하여야 한다. [2.13] 

 

2.2.3 접촉저항 

 

수평형 열전 박막 냉각 소자는 수직형의 열전 냉각기 대비 이종 재료 

간의 접촉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냉각 소자 

전체의 저항에서 접촉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형에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접촉저항이 수평형의 박막 열전 

냉각 소자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냉각 소자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접촉 

저항 감소가 필수적이다. 

접촉 저항이란 두 개 이상의 도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접촉면을 통하여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전기저항을 뜻한다. 접촉면에서 확산 현상과 같은 

박리는 소자 고장 및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며, 높은 접촉 저항은 전류 

짐중에 의한 발열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열전 재료와의 안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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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소자 고장을 방지하고 낮은 접촉 저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접촉저항은 TLM(transmission line method)로 측정할 수 있는데 

TLM이란 수평 전극을 이용하여 접촉저항을 계산해 내는 방법을 

말한다.[2.14] 

 

𝑅𝑇 = 2𝑅𝑚 + 2𝑅𝑐 +  𝑅𝑠𝑒𝑚𝑖                                            (7) 

 

 Rm은 접촉 금속의 저항, Rc는 금속과 반도체 계면 저항, Rsemi는 반도체의 

저항이다. 단일 접촉 저항은 Rm + Rc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금속의 비저항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Rc ≫ Rm) 이므로 Rm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Rsemi와 Rtotal은 식 (8) 및 (9)과 같이 기술된다. 

 

𝑅𝑠𝑒𝑚𝑖 =  𝑅𝑠

𝐿

𝑊
                                                        (8) 

𝑅𝑡𝑜𝑡𝑎𝑙 =  
𝑅𝑠

𝑊
𝐿 + 2𝑅𝑐                                                   (9) 

 

 위의 식으로부터 2Rc는 Figure. 2.3과 같이 y 절편이 되며 기울기는 

Rs/W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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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Example of measured TLM. The measured resistance 

along the distance indicates Rs and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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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극 재료 

 

전극은 전기 전도체로 반도체, 전해질, 진공관 등의 비금속 재료의 

전류를 인가시켜주는 도체 재료이다. 전극은 극성을 띄고 있으며 양극, 

음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전류가 흐를 때 두 극 

중에서 전위가 높은 전극을 양극, 전위가 낮은 전극을 음극이라고 하며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극은 BEOL(Back End of line)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전도체를 의미하며, 즉 트랜지스터, 캐패스터, 

레지스터 등의 소자를 구성하고 이를 연결시켜주는 배선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를 일컫는다.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전기전도도가 뛰어난 Cu나 Al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 게이트 선폭이 줄어들고 고성능화된 

논리소자에는 Al보다 전기저항이 낮고 미세회로 구현이 가능하며 저전력의 

동작이 가능한 Cu 배선이 선호되고 있다. Cu 배선의 사용은 저항을 낮춰 

RC delay를 낮추고, electro-migration과 같은 신뢰성이 Al 보다 

우수하다. Cu 배선은 1997년 모토로라의 도움을 받아 IBM에서 최초로 

보고 되었는데, Al에서 Cu 배선으로의 전환은 회로의 제작 기술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잠재적으로 Cu 원자의 Si 웨이퍼로의 확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 방지막 도입을 포함한 회로 제작 기술의 광범위한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2.15 – 2.16]  

상용화된 벌크의 수직형 열전 냉각기에도 주로 Cu 전극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Ni과 같은 확산 방지막을 사용함이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Ni 확산 방지막은 Bi-Sb-Te 3원계 합금과 

반응하여 NiTe 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벌크의 수직형 

에서는 그 접촉면과 반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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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 확산에 의한 소자 고장이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2.17]  

그러나 본 연구의 2차원 수평형 열전 박막 냉각 소자는 그 구성이 

박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세회로의 반도체 소자 온칩 구조로 수평형 냉각 

분산을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반도체 공정의 Cu 배선과 같은 전극 재료를 요구하게 되며 Cu 

배선을 도입함에 있어 전극 재료의 열전 재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 방지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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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박막의 증착 

 

n-, p-타입 열전 재료 증착을 위해서 초 고진공 RF sput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Bi2Te3와 Sb2Te3의 합금 타켓으로 박막 증착을 하였다. 각기 

20x20mm의 크기로 시료를 제작하여 Hall measurement를 진행하며, 

측정을 통해 박막에 따른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로부터 전기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다. 동일한 크기의 시편으로 Seebeck 계수 측정을 진행하며 

Hall measurement와 Seebeck 계수 측정을 통해 열전 박막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Mo 확산 방지막은 고진공 RF sputtering으로 증착하였으며, Cu 전극은 

evaporator로 증착하였다. 열전 재료, 확산 방지막, 전극의 증착 조건에 

대해 Table. 3.1에 나타내었다.  

 

3.2.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 제작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를 n-타입과 p-타입의 열전 한 개의 쌍과 

Mo의 확산방지막, Cu의 전극으로 구성하였다. 0.12W/K⋅m와 20ppm/℃의 

낮은 열전도도 및 열팽창 계수를 갖는 Dupont사의 Kapton HN polyimide 

125μm 필름을 기재로 사용하였다. 박막 증착에 앞서 polyimide 필름을 

에틸렌 초음파 세정, 아세톤 초음파 세정, DI water 초음파 세정, 상온 

건조 순으로 진행하여 기재 표면을 세정하고 증착할 박막과의 결합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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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열전 재료를 먼저 증착하여 아래에 위치하게 하고 

그 위로 확산 방지막과 전극을 증착하는 방법과 전극을 먼저 증착하여 

아래에 위치하고 그 위로 확산 방지막과 열전 재료를 증착하는 2가지 

공정순서를 고려하였으나 열전 재료의 두께를 ~1μm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평가함에 따라 해당 두께의 열전 재료 위에 전극을 올리는 방식은 단차가 

크고 모서리부에 많은 응력 집중이 예상되어 전극을 먼저 증착하는 순서로 

소자 제작 순서를 결정하였다. 

먼저 전극 재료인 Cu를 99.99% 순도의 Cu pellet을 녹여 증착하는 

고진공의 evaporator를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다음으로 확산 방지막인 

Mo를 고진공의 상온 분위기에서 RF sputtering 방식으로 단시간에 

증착하였다. 마지막으로 열전 재료인 Bi2Te3와 Sb2Te3는 각각의 재료로 

co-deposition이 아닌 2:3 조성의 합금을 타켓으로 사용하여 RF 

sputtering에 의한 박막 증착을 진행하였다. 초 고진공 및 상온 

분위기에서 Ar 가스에 의한 박막 증착이 진행되었으며 균일한 막 두께를 

위해 기판을 분당 30회의 회전을 주면서 증착하였다.  증착된 박막의 

stoichiometry는 FE-SEM 및 TEM EDS를 통해 조성비를 확인하였다. 

4번의 박막 공정은 모두 100μm두께의 metal shadow mask를 이용하여 

가장 간단하며 효과적인 공정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든 박막 증착 공정 

이전에 진공 분위기에서 pre-dep 공정을 거침으로써 박막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각 층의 증착 이후 1.0 x 10-5Torr 분위기에서 250℃ 승온 

1시간, 250℃ 유지 1시간의 열처리 과정을 거쳤다. 열처리 전후 I-V 특성 

확인을 통해 소자의 Ohm 접촉여부 및 결정화에 따른 저항값을 측정하고 

광학현미경(OM)을 통해 소자 외관상에 특이점을 확인하였다. 소자 제작 

공정 순서에 대해 Figure 3.1의 단면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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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
2
Te

3
 Sb

2
Te

3
 Mo Cu 

Power 50W 70W 50W 40V 

Gas Ar Ar Ar - 

Initial Pressure 3.0 x 10
-7 

Torr 3.0 x 10
-7 

Torr 1.0 x 10
-6 

Torr 1.0 x 10
-6 

Torr 

Working Pressure 3 mTorr 3 mTorr 4 mTorr - 

Sub Temperature RT RT RT - 

Thickness 250 ~ 1,000nm 10 ~ 20nm 250 ~ 500nm 

Method UHV sputtering HV sputtering Evaporator 

 

Table. 3.1 Thin-film deposition method and proces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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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atic process flow (a) preparation of polyimide 

substrate, (b) electrode Cu deposition, (c) diffusion barrier Mo 

deposition, (d) n-type Bi2Te3 depostion, (e) p-type Sb2Te3 depostion, 

(f) annealing, (g) fabricated OM image, and (h) Carbon black 

sprayed. All deposition process using shadow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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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기적, 열적 성능 평가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의 전기적 특성 확인을 통해 소자의 정상 

구동 여부를 확인하고 열적인 냉각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각 재료의 기본 

특성은 Hall measurement와 Seebeck 계수 측정으로 확인하였으며, 

polyimide 기재 위에 집적된 박막 열전 냉각 소자 전체의 전기적, 열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열전 박막의 전기적 특성은 Hall measurement를 통해 캐리어 농도, 

이동도를 구하며,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와 전하량의 곱으로 전기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열적 특성인 Seebeck 계수는 양단에 걸리는 

온도차와 전압차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온도 조정이 가능한 2개의 

thermocouple과 이에 발생하는 매우 작은 기전력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nanovolta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된 Seebeck 계수와 

앞선 전기적 특성 값을 통해 power factor(𝑆2𝜎)를 계산할 수 있다.  

박막 열전 냉각 소자 전체의 전기적 성질은 I-V 특성 평가를 통해 

확인했으며, I-V 특성은 RF probe station을 이용하였다. Probe tip은 

텅스텐(W)이 사용된다.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단위소자의 전류 밀도 

계산을 통해 -200mV에서 200mV의 전압을 인가하였으며 전압 인가에 

따른 전류 값 및 이를 통한 단위 소자 전체의 저항을 알 수 있다. 

제작된 소자의 전류 인가에 따른 열적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측정을 도입했다.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위한 측정 시스템 

구성은 Figure. 3.3과 같다.  

측정하고자 하는 박막 열전 냉각 소자는 소자의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열적인 거동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인지하는 오차 범위내의 값이 될 



  

 

 

    3. 실험 방법 

30 

 

수 있다. 따라서 고 해상도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FLIRTM의 SC5000 기종을 사용하였다. 인듐 안티모나이드 

(Indium Antimonide)를 검출기로 사용하며 비냉각식의 실시간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다. 별도의 접사렌즈 장착을 통해 초 고해상도 

측정이 가능하며 접사렌즈 장착시 최대 화각(Field of View)은 

3x3mm이다. 측정 방식은 무빙 스테이지 위에 열전 냉각 소자를 

위치시키고 Power supplier로 전류를 증가시켜가며 인가함으로써 펠티어 

효과를 실시간 화상으로 확인하게 되며, 해당 영상은 자동 저장된다.  

적외선 카메라의 측정 원리는 재료의 방출되는 적외선의 파장 차이를 

이용한다. 온도에 따른 열에너지가 적외선의 파장이나 속도를 바꾸기 

때문인데 방사율(emissivity)은 재료의 고유 값으로 재료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금속 계열의 재료들은 방사율이 낮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시 오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방사율 차이에 따른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막 열전 냉각 소자를 제작하고 소자 표면에 블랙 카본 

스프레이(방사율=1.00)을 도포하여 줌으로써 소자의 방사율은 1.00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측정을 진행하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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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In-situ thermal video measutrement system. Carbon 

black treatment on device to match emis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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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박막 열전의 특성 

 

4.1.1 n-타입 Bi2Te3 

 

초고진공(Ultra High Vacuum) 장비를 이용하여 250nm, 500nm, 1μm 

세가지 두께로 산화물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박막을 제작하고 열처리 전후의 

결정상태와 전기적, 열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Figure. 4.1은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단면을 관찰한 이미지이다. 결정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둥형 구조의 결정 성장이 확인된다. EDS 결과로부터 

Bi와 Te의 atomic %는 38.66 : 61.33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4.2의 X선 

회절 결과로부터 세 가지 두께 모두 (1 0 10) 방위의 결정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1μm 두께에서 Bi2Te3 주요 결정 방위인 (0 1 5)의 X선 

회절 peak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0 1 5) 방위의 결정 성장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n-타입 Bi2Te3의 전기적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Hall measurement 

측정을 진행하였다. 전기전도도는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의 곱에 전하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측정 값은 Figure. 4.3과 같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백 계수 측정을 진행했다. Figure. 4.3과 같이 박막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제벡 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두께 

증가에 따라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여 캐리어 농도에 영향성이 큰 제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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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낮은 값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또한, XRD 결과에서와 같이 두께 

증가에 따라 표면의 조성이 하부의 결정구조와 달라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1μm 이상의 박막을 sputtering 공법으로 증착하는 것은 박막의 

특성을 좋게 유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나타내다. 250nm, 500nm, 

1μm의 power factor는 각각 9.2, 6.3, 6.1μW/K2⋅cm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sputtering을 이용한 증착 방식으로 한정하여 Bi2Te3 동일 물질의 

선행 연구와 비교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4.1] 

 

4.1.2 p-타입 Sb2Te3 

 

n-타입 Bi2Te3와 마찬가지로 초고진공(Ultra High Vacuum) 장비를 

이용하여 250nm, 500nm, 1μm 세가지 두께로 산화물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박막을 제작하고 동일하게 전기적, 열적 특성을 측정했다. Figure. 4.1은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단면을 관찰한 이미지이다. 결정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n-타입과 같은 기둥형 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며 특정한 방위가 없이 성장함이 확인된다. Figure 4.2의 X선 회절 

결과로부터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1 0 10) 방위가 주된 peak로 

Sb2Te3의 주요방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Figure. 4.3은 p-타입 Sb2Te3의 전기적, 열적 성능이다. 전기전도도는 

두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열전 성능인 제벡계수는 두께에 따른 

비례거동을 보이지 않는다. power factor는 250nm, 500nm, 1μm 두께별로 

각각 26.5, 19.5, 21.9μW/K2⋅cm로 매우 높게 계산되었다. Sputtering 

공법으로 진행된 다른 선행연구와 기타 공법과 비교시에도 큰 power 

factor 값을 얻었으며[4.1], 앞선 n-타입과 비교시 p-타입의 열적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sputtering을 이용한 박막의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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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농도가 높을수록 열적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n-

타입보다 낮은 캐리어 농도 값을 보이는 p-타입이 열적 성능이 높게 

나타난 원인이다. 두께 영역에 따라 적절한 증착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열전 재료 특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며, 1μm이상의 후막의 열전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성 조절과 후막 증착이 용이한 evaporation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n-타입과 p-타입의 특성에 대해 Table. 4.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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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ross-sectional image of thin-film thermoelectric by 

sputtering method (a) Bi2Te3 250nm, (b) Bi2Te3 500nm, (c) Bi2Te3 

1μm, (d) Sb2Te3 250nm, (e) Sb2Te3 500nm, and (f) Sb2Te3 1μm. 

Columnar grain growth of Bi2Te3 was observed, but Sb2Te3 grain 

grew with anist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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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XRD patterns of thin-film thermoelectric by thickness (a) 

Bi2Te3 and (b) Sb2Te3. (1 0 10) grain grew dominant both Bi2Te3 and 

Sb2Te3. (0 1 5) peak observed over 1μm Bi2T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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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Thin-film thermoelectric properties (a) Bi2Te3 and (b) 

Sb2Te3. Electrical property increased proportional to film thickness 

but thermal property shows different behavior by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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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Thickness 

(nm) 

Conductivity 

(S/cm) 

Seebeck 

(μV/K) 

Power Factor 

(μW/K2⋅cm) 

Composition 

(Te %) 

Bi
2
Te

3
 250 1,040 94.2 9.2 

61.33  500 1,278 70.2 6.3 

 1,000 1,835 58.0 6.2 

Sb
2
Te

3
 250 1,072 157.2 26.5 

62.72  500 1,181 129.6 19.5 

 1,000 1,225 133.4 21.9 

 

Table. 4.1 n- and p-type thin-film thermoelectr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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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열전 재료와 3원계 안정상 물질 

 

수평형 열전 냉각기는 수직형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접촉저항을 

가지며, 이의 구조상 전극과 열전 재료의 높은 저항은 효율적인 

열전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공정에서 배선으로 

사용되는 Cu를 비롯한 높은 전기전도도의 금속을 선정하였으나 이들 

물질은 쉽게 열전 재료로 확산되는 물질들로 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안정상의 확산 방지막이 요구된다.[4.2] 

따라서, 여러 확산 방지막 물질 후보군을 선정하고 2원계 열전 재료와 

금속간 3원계 안정상의 물질을 찾고자 하였다. 내화금속에 기준하여  

공정성, 저비용, 고성능의 기준을 가지고 후보군을 나열하였으며, 확산 

방지막의 후보군으로 다음의 Ni, Au, Ta, Mo를 최종 선정하였다. Factsage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료 전산 모사 결과를 Figure. 4.4에 나타내었다. 

금속과 열전재료의 3원계 상태도에서 전산 모사 해석에 따른 tie line이 

존재함은 재료간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상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모사 해석 결과에서 Au, Ta은 tie line이 존재하여 반응하지 않고 안정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Ni, Mo는 열전 재료와 서로 반응하여 안정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안정상이 존재하는 Au는 고가의 

금속이며 기존 실험결과에서 열전 재료와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열전 내부로 재료 자체가 덩어리로 밀려들어가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실험적인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으며, Ni의 경우 기존 bulk 

열전 재료에서는 방지막으로 사용하였으나 박막에서는 확산 방지막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실험 평가는 제외하였다.[4.3] Ta과 Mo를 실험을 

통해 열전재료와의 반응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전극인 Cu 위에 확산 

방지막을 증착하고 그 위에 열전 재료를 증착하였다. 열처리는 250℃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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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Ternary phase diagram by Factsage (a) Bi2Te3 and (b) 

Sb2Te3. Au and Ta has tie line with both thermoelectric materia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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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온과 유지를 1.0 x 10-5Torr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확산 방지막이 

적용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250℃ 열처리 이후 Cu의 열전재료로의 

확산으로 Cu와 열전 재료간의 박리가 발생됨을 실험적으로 사전 

확인하였다. 

Figure. 4.5은 투과 전자 현미경(TEM)의 STEM mode로 확인한 

소자의 단면과 line scanning EDS로 측정한 각 영역에서의 재료 

분포도이다.  Figure. 4.6(a)에서 Mo를 Cu의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함에 

따라 TEM 단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Cu가 열처리 이후 열전 재료 

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Cu의 확산 방지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6(b)에서 Ta의 경우 TEM 단면 이미지에서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line scanning의 EDS 데이터에서 Ta과 Cu의 

intensity peak이 겹침에 따라 EDS 데이터로는 확산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전산 모사에 의한 3원계 상태도에서 Ta은 열전재료와 

반응하지 않으며, Mo는 반응하는 재료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Mo의 경우 

열처리 이후에도 Cu와 반응하지 않는 실험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Mo의 

녹는점이 매우 높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며, 사용자 환경을 고려할 때 

250 ℃  1시간의 열처리 조건내에서는 Mo도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함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전기적인 접촉저항 특성과 미세구조 확인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Mo를 열전 냉각기 제작에 적용할 확산방지막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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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Cross-sectional TEM image and line scanning EDS (a) 

Mo diffusion barrier, (b) Ta diffusion barrier. Electrode Cu was not 

detected in thermoelectric material after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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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박막 열전 냉각 단위 소자 설계 

 

열전 냉각 단위 소자의 설계에 앞서 수평형 열전 냉각 구조의 디자인 

최적화를 위해 ANSYS Workbrench의 Thermal-Electric을 활용한 전산 

모사 해석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4.6(a)와 같이 n-과 –p의 

8쌍으로 구성된 수평형 열전 소자를 설계하고 소자 중심하부에 

0.5x0.5mm의 발열부에서 98.1℃의 열점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열점에서 

발생된 열은 상부의 30.0 ℃ 의 표면으로 정상상태의 열유동이 있음을 

가정하였고 전류 인가에 따른 수평형 열전 냉각 소자의 열 펌핑으로 소자 

중심부의 온도가 감소하는지를 모사 해석하고자 하였다. 8쌍으로 구성된 

열전 냉각 소자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1사분면만을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4.6(b)의 design 1과 같이 1mA의 전류 인가시 95.9℃로 

열점의 온도가 내려감을 확인하였으며, 열전 박막 쌍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열전 박막 쌍을 중앙부로 이동시킨 design 2, 열전 박막 쌍의 

길이를 늘린 design 3, 열전 박막 쌍의 폭을 줄이고 열전 냉각 소자 

냉각부를 조금 더 중앙 발열부에 가깝게 한 design 4의 순서로 중앙 

발열부의 온도가 내려감을 확인하였다. 4가지의 design의 해석 결과 

발열부에서 발생한 열이 기판을 통해 열전 냉각 소자의 냉각부까지 전달될 

때의 열저항이 수평형 열전 냉각 소자의 전체적인 냉각 효과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Figure. 4.6(c)에서는 열전 박막과 전극의 두께에 따른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두께를 50μm부터 50%씩 줄여 25μm , 12.5μm , 6.25μm , 

3.125 μm  5가지 두께의 해석 결과 두께가 얇아질수록 발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소자 바깥부분의 냉각부로 유동시키는 통로가 얇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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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발열부의 최고 온도는 올라간다. 또한 12.5μm이하의 두께에서는 

온도 감소의 효과가 미미해지고 수렴해 나감을 알 수 있다. 이의 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효율의 냉각 성능을 얻기 위한 핵심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5] 

첫째, 열전재료와 전극 간의 두께 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전극보다 열전 

재료의 두께가 더 두꺼운 편이 유리하나 두꺼운 열전 재료 증착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가능한 공정내에서 전극보다 두꺼운 열전 박막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n-타입과 p-타입의 열전 재료간의 간격을 가능한한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격을 가깝게 가져감으로써 접합부에서의 

발열과 흡열이 배가 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셋째, 박막 열전 냉각 소자 하부에 국소 열점이 존재함으로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의 냉 접합부를 가능한한 열점에 가깝게 배치하여야 한다.  

위 세 가지 핵심 요인을 바탕으로 열화상 카메라의 최대 화각을 고려한 

3x3mm 소 면적의 단위 소자를 Figure. 4.7과 같이 설계하였다. 3x3mm 

영역에 n-타입과 p-타입의 열전 1쌍을 배치시키고 전극으로 

연결함으로써 각 접합부에서 발열, 냉각의 열적 거동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열전의 폭을 넓게 하여 비저항을 낮추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n-

타입과 p-타입 각기 영역에서의 열적 거동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큰 틀의 

두 가지 설계에 열전 박막의 두께 변화의 기하학적 변수를 추가하여 

수평형 박막 열전 소자 제작하고 이의 전기적, 열적 특성 평가를 통해 

최적화된 구조를 도출 할 수 있다. 해석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설계의 

베이스 라인을 설정하고 3차원 모델링 및 기하학적 변수들로 소자를 

설계함으로써 실험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해석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의 최적화된 설계 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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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Temperature distribution by thermoelement and electrode 

thickness (a) 3.125μm, (b) 50μm, (c) temperature increases sharply 

below 12.5μm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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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Small structure Peltier single unit design with geometr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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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박막 열전 냉각 단위 소자 특성 

 

4.4.1 전기적 특성 

 

제안된 열전 냉각 단위 소자 설계 안으로 Cu 전극, Mo 확산방지막, n-

타입 Bi2Te3, p-타입 Sb2Te3 로 구성된 4가지 열전 냉각 단위 소자를 

125μm Polyimide 기판 위에 제작하였다. 설계된 단위 소자는 (a) 

소자를 100%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n-, p- 열전 재료만의 비저항은 

다음 식 (1)로부터 (b) 50%, (c) 25%, (d) 12.5%로 계산된다. 

 

𝑅 = ρ 
𝐿

𝐴
                                                          (1)    

 

R은 저항, ρ는 비저항, A는 단면적, L는 길이이다. 단면적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을 줄 일 수 있다.  

4가지 수평형 열전 박막 단위 소자의 I-V 특성은 Figure. 4.8과 같다. 

열처리 전후로 박막 열전 단위 소자의 전체 저항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열전 재료 결정화에 따른 것으로 열전 재료 각각의 열처리 

전후 결과와 일치한다. I-V 측정 결과에서 열전의 비저항이 감소하는 

기하구조에 따라 소자 전체의 저항이 비례하여 감소함을 알 수 있다. 

(a)설계는 저항이 667Ω으로 측정되어 발열체에 가까운 저항 값을 보이나 

(d)설계에서는 23 Ω 으로 (a)설계 대비 약 3.4% 수준의 저항 값이 

측정되어 전체 저항이 급감함을 알 수 있다. 수평형 박막 열전 소자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구성 재료로 제작된 소자 전체의 저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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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I-V measurement by geometric variables. Total resistance 

decreases linearly with the decrease structure of the thermoelement 

resistivity. The total resistance of Design (4) was measured about 3.4% 

of Desig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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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것이 냉각 성능 향상의 핵심이다. 확산 방지막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열처리 이후 전극의 열전 재료로의 확산으로 인해 박리가 발생되며 

I-V 측정시 저항은 무한대로 측정된다. 이런 점에서 확산 방지막을 

적용한 단위 소자는 열처리 이후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소자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며 접촉저항 감소와 동시에 전체 저항의 감소로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소자의 효율이 증가하게 하였다.  

 

 

4.4.2 열적 특성 

 

기하학적 요소를 고려한 4가지 설계 안의 열전 냉각 단위소자를 제작하고 

Peltier 효과를 고해상도의 FLIRTM SC5000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먼저 수평형 열전 냉각 소자의 Peltier 효과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열전 냉각 단위소자의 전극 양단에 양(+), 음(-)의 전압을 

교차하여 인가함으로써 전류 방향에 따라 접합부에서의 열적 거동을 

확인했다. 전류 방향에 따라 열 접합부가 냉 접합부로, 냉 접합부가 열 

접합부로 교차되어 단위 소자가 정상적으로 Peltier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4.9는 4가지 단위 소자의 열적 거동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모두 10mA의 전류를 인가했다. 기준이 되는 소자 

(1)의 열화상 이미지를 보면 전류 인가 이후 가정한 열 접합부와 냉 

접합부의 온도 구배가 발생했으며, 최대 온도 편차는 1.44℃였다. 그러나 

열전 내부 Joule열로 인해 단위 소자 전체의 온도가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n-타입 영역과 p-타입 영역에 관계없이 온도편차는 미미한 

수준이다. 동일한 구조에서 열전 박막의 폭을 2배로 넓힌 소자 (2)의 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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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확인했다. 최대 온도 편차는 p-타입 영역에서 1.64℃로 확인되나 

내부 줄열이 발생됨은 동일했다. 소자 (3)은 소자 (1) 대비 열전의 두께를 

4배 증가시킨 구조로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열전 박막의 

비저항 감소 구조로 인해 Joule열 발생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열 

접합부와 냉 접합부간의 온도 편차, 즉, Peltier 효과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자 (1) 대비 열전 박막의 폭과 두께를 증가하여 4가지 

단위 소자 중 전체 저항이 약 3.4%로 가장 낮은 소자 (4)의 열적 거동을 

확인했다. 열전 박막이 감소하는 구조임에 따라 Joule열이 제어 되었으며 

전류 인가 전의 초기 온도와 전류 인가 후 온도와의 편차가 측정 오차 

범위 수준으로 줄어들어 단위 소자 전체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한 열 접합부와 냉 접합부의 최대 온도 편차는 

p-타입 영역에서 3.2℃로 확인되었다. 

(1)에서 (4)까지 소자의 열적 거동 결과와 소자 전체 저항의 전기적 

특성과 비교해 보면 소자 (1)의 전체 저항은 발열체 가까운 저항 값을 I-

V 측정시 보여주었고 열화상 이미지와 비교해 보면 동일하게 열전 

내부에서 Joule 열이 크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자 (2)의 

설계안부터 소자 전체의 저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열화상 이미지에서도 

점점 내부 Joule 열이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가지 소자의 

기하하적인 요소로 박막 열전 냉각 소자의 전체 저항을 줄이고 내부 Joule 

열을 제어함으로써 Joule 열의 수평형 열전 냉각 효과 상쇄를 없애고 

수평형의 냉각 효과를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자 4가지 모두 일관되게 p-타입 영역에서 온도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power factor 계산 값에서 p-타입이 n-타입보다 

두께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열전 냉각 단위소자의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대기상태의 상온 분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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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됨에 따라 전류 인가 전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의 냉 접합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p-타입 영역에서는 열 접합부보다 높은 온도의 Joule열 

발생 영역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n-타입 영역에서는 선형의 온도 구배를 

보임으로써 p-타입 영역의 Joule열을 제어할 수 있는 두께 범위로 

변화시켜 더욱 효과적인 Peltier 냉각 효과 확인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평형 구조상 후막으로 제작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의 

한계점이 있으며, 또한 앞선 열전 재료의 전기적, 열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박막 두께 변화에 따른 재료 특성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사 해석과 더불어 실험 결과와의 격차를 줄임 나감으로써 

최적화된 구조 범위 설계를 제안하여야 한다.   

Joule 열은 𝐼2𝑅 에 비례한다. 따라서 수평형 박막 열전 소자 전체의 

저항을 접촉 저항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Joule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저항 

값을 역으로 계산하면 박막 열전 소자의 기하학적 최적화 설계를 모사 

해석과 결과와 종합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4.10과 같이 열전 재료의 비저항이 감소하는 

구조에 비례하여 Joule열이 제어되고 Peltier 효과가 증가함을 열적 

거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열 접합부와 냉 접합부 간 수평 상태로 

최대 3.2 ℃ 의 온도편차를 얻었다. 후막 공정 도입으로 열전 재료의 

비저항을 감소시켜 더 큰 온도편차를 얼을 수 있으며 단위 소자 하부에 

발열점을 위치시키고 소자를 제작하면 전류 인가 전 초기 온도 이하의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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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Thermal behavior of 2D horizontal single unit. Peltier 

cooling effect increases linearly with the decrease structure of the 

resistivity. Maximum temperature difference of 3.2℃ was obtained 

at desig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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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Maximum ΔThot-cold 3.2℃ was achieved by decreasing 

the system Rtotal. ΔThot-cold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modified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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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Peltier 효과를 이용한 수평형 구조의 박막 열전 냉각 

단위 소자를 제작하고 이의 전기적, 열적 거동을 규명했다. 박막 열전 냉각 

소자의 특성을 확인하기에 앞서 수직형 구조가 아닌 수평형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을 재료, 소자, 적용 장치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온칩 형태의 박막 

열전 냉각 소자를 적용하기 위해 반도체 소자와 상호 밀접한 재료의 선정 

및 공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평형 구조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직형 대비 상대적으로 큰 

재료간의 접촉면이며, 접촉면에서 이종 재료간의 큰 접촉저항과 전극과 

박막 열전의 높은 저항으로 소자 전체의 저항이 크게 증가하는 점이다.  

따라서 확산 방지막을 적용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접촉저항 감소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실험에서 설정했던 중요 변수는 열전 재료의 

기하학적 요소에 기반한 특성 변화였다.  

본 연구에서는 n-과 p-의 한 쌍으로 구성된 단위 냉각 소자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수평형 박막 열전 냉각 소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쌍의 단위 냉각 소자를 직렬로 연결하여 냉각 효과를 증대시켜야 

하며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면 소자 전체의 저항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단위소자 전체의 저항 값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Joule 열이 발생되지 

않는 기하구조를 계산함으로써 최적의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동일한 전류 인가 조건에서 4가지의 구조로 단위소자를 제작하였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열 접합부와 냉 접합부간의 온도 구배를 

확인하였다. 박막의 열전 소자를 제작 실험함에 있어 확산 방지막이 

적용된 최초의 모델이며, 최대 3.2 ℃의 온도 구배는 모바일 전자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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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적인 열점 수평 분산에 있어 충분한 온도 구배이다. 그러나 열전 재료 

내부의 Joule열이 완전히 제어되지 않음에 따라 기하학적 구조 최적화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온칩 박막 열전 수평 냉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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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operation problem occurs with heating at electronics microprocessor which 

has been shrunk the line width. The conventional thermoelectric cooler cannot be 

applied to portable electronics such as smartphone due to its limited dimension. 

Therefore, 2D horizontal thermoelectric cooling method is a potential candidate for 

stabling temperature with decreasing noise and increasing speed. 2D horizontal thin-

film thermoelectric microcooler should be useful and alternative plan by optimizing and 

improving the system efficiency. We demonstrated the 2D horizontal thin-film 

thermoelectric Peltier single unit which consist of n-type Bi2Te3, p-type Sb2Te3 one pair, 

Mo diffusion barrier, and Cu electrode, respectively. The films were deposited by ultra 

high vacuum radio-frequency sputtering at room temperature and thermal evaporation 

using shadow metal mask. The thickness of films deposited from 250nm to 1μm. After 

the film deposition, we evaluated the microstructure of the films using FE-SEM, and 

measured the electrical and thermal properties. Electrical property increased 

proportional to film thickness but thermal property shows different behavior by 

thickness. Power factor was measured Bi2Te3 9.6μW/K2⋅cm, Sb2Te3 26.5μW/K2⋅cm, 

respectively. These values higher than the results for the same material using sputtering 

method.  

Cu electrode can easily diffused into bismuth and antimony tellurides, a diffusion 

barrier layer employed at interface between electrode and thermoelectric materials. Ta, 

Mo were selected for diffusion barrier material which has good anti-diffusion properties 

with metal based electrode from the consideration of thermodynamic stability. From 

TEM-EDS, the cross-sectional image showed that the interface didn’t react with each 

other. Furthermore, we measured temperature difference of hot and cold junctions by 

infrared thermal microscopy. The maximum temperature difference 3.2℃ was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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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creasing the system total resistance. The cooling performance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Peltier pair. Large temperature difference can be obtained by modified 

geometry and connecting p-, n- pair unit in series. 

 

Keywords: 2D horizontal, Thin-film thermoelectric, Thermoelectric cooler, Diffusion 

barrier,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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