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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기능 고집적화된 반도체 부품의 냉각과 

같은 열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화된 

열전 냉각 소자를 이용한 연구 개발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1,2  

열전 냉각 소자는 Peltier 효과를 이용한 

소자로 Peltier 소자라고 한다. p-형과 n-형의 

(Bi,Sb)2(Te,Se)3 의 열전 쌍으로 구성하여 

전류를 공급하였을 때, 열전쌍의 한쪽에선 

열을 흡수하고 다른 쪽은 열을 방출하는 

소자이다.1,2  

박막형 열전 소자의 경우 기존의 반도체 

박막 형성방법에서 사용되는 물리, 화학적 

기상 및 전기화학 증착 방법으로 열전 박막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공정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하다. 그 결과 기존의 열전 소자보다 훨씬 

작으며, 기존의 제조 방법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박막형 열전 소자의 heat flux 

density, Q 의 값도 기존의 벌크형 열전 

냉각소자와 많은 차이가 있다. 기존의 상용 

벌크형 열전 냉각 소자의 leg 의 높이가 ~ 1 

mm 영역의 소자의 경우, 열전쌍의 온도차가 

70 K 일 때, 최대 Q 는 ~ 10 W cm-2 의 값을 

가진다. 반면, 박막형 열전 소자는 leg 길이가 

20 μm 일 때, 최대 Q 의 값이 1000 W cm-2 가 

된다. 즉, 박막형 열전 소자는 높은 전력밀도 

펌핑 능력을 보여준다. 1,2 

하지만, Peltier 소자를 소형화 하였을 때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높은 

전력밀도로 인하여 열전도율이 큰 기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열전재료와 전극재료 

사이의 접촉저항의 값이 10-11 Ωm2 이하의 

값으로 매우 낮은 접촉저항 값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1 따라서, 높은 열전도율의 

기판을 사용하고, 전극과 열전재료 사이의 

접촉 저항이 낮은 재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박막 Bi0.5Sb1.5Te3 를 

이용하여 Au 전극간의 접촉저항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2. 시편 제작 및 접촉 저항 측정 
 

접촉저항 측정에 필요한 시편을 제작하고, 

Transfer length method (TLM)3,4 방법으로 

접촉저항을 4점 탐침기로 측정하였다.  

전극의 크기는 가로 세로 0.2 mm X 1.6 mm 

로 하였고, 전극 사이의 간격은 50 μm 에서 

350 μm 으로 50 μm 간격으로 늘어나도록 

제작하였다. 전극의 종류는 Au 를 사용하였고 

두께는 각각 300 nm 로 형성하였다 

전극 형성 후, p-형 열전재료인 Bi-Sb-Te 

박막 층이 위치하도록 하였다. 열전재료를 

가로 세로 두께 4 mm X 0.8 mm X 1.5 μm 로, Bi, 

Sb, Te 를 동시에 증착 할 수 있는 evaporator 를 

사용하여 형성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523 K 

에서 1 시간 동안 열처리를 실시 하였다.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로 

열전재료의 조성을 확인 하였으며 각각의 

박막의 Te 약이 59~61 at. % 사이의 조성 값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Bi-Sb 의 비율도 1:3 의 

비율로 증착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Bi0.5Sb1.5Te3 박막과 전극 Au 박막의 사이의 

접촉저항 값을 측정하기에 앞서 전극과 탐침기 

사이의 I-V 측정 결과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로부터 탐침기와 전극 사이의 접촉은 

Bi0.5Sb1.5Te3 열전 박막과 전극재료의 접촉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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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ic 접촉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는 Bi0.5Sb1.5Te3 박막과 전극 Au 

박막의 사이의 저항 값과 전극 사이의 

간격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또한 표 1 은 

그림 2 로부터 측정한 접촉저항, transfer length, 

열전 박막의 면 저항 값을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열전재료와 전극 사이의 접촉저항의 

값은 8x10-12 Ωm2 의 값으로 열전재료와 

전극재료 사이의 접촉저항의 값이 10-11 Ωm2 

이하의 값으로 매우 낮은 접촉저항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상온에서 증착한 열전재료 Bi0.5Sb1.5Te3 와 

전극 재료인 Au, 박막 사이의 접촉 저항을 

열처리 후 측정하였다. 열전재료와 전극 

사이의 접촉저항의 값은 8x10-12 Ωm2 의 값으로 

실제 박막형 열전 냉각 소자에서 요구되는 

값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후 열처리한 

Au 전극은 Bi0.5Sb1.5Te3 박막을 사용한 소자를 

제작함에 적절한 전극 재료로 사료된다.  

 

 
 

Fig. 1 I-V characteristics fot Au/Ti contacts measured 

between electrode pad with a spacing of 50 

μm. 

 

 

 

Fig. 2 The resistance is plotted as a function of 

electrode pad spacing for Bi0.5Sb1.5Te3 on 

Au/Ti contact. 

 

Table 1 Summary of the specific contact resistivity, 

transfer length and sheet resistance of Bi0.5Sb1.5Te3 
 

Specific contact 

resistivity, (Ωm2) 

Transfer length 

(um) 

Sheet resistance 

(Ω/□) 

8x10-12 0.5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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