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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마이크로 제조기술의 발달과 함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센서들이 

등장하고 있다.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공정을 통해 제작된 

온도/열유속 센서들은 자체 열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빠른 응답속도와 고분해능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열전현상(Seebeck 

effect)을 이용한 열전대(Thermocouple)의 경우 

냉접점과 온접점을 열류방향에 나란히 

제작하면, 하나의 센서로 열유속(Heat flux)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열전대의 낮은 

출력전압을 증폭시키기 위해 직렬로 연결한 

열전쌍(Thermopile)의 형태로 제작하여 적외선 

측정센서(1), 가스 센서(2) 그리고 질병의 진단 

및 세포의 신진대사량 측정(3)에 이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의 노이즈 관점에서 구조 

설계 및 원인 파악을 하고자 한다. 

 

2. 설계과정에서의 노이즈 감소 
 

그림 1 은 열전쌍을 이용한 열유속 센서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박막의 절연층 위에 

온접점(Th)와 냉접점(Tc)이 보정용 히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Fig. 1 Schematic of heat flux sensor 

보정용 히터부분에 열원이 위치하게 되면, 

박막에 전도를 통해 열이 퍼져나가면서 온/냉 

접점사이에 온도차이를 만들게 되고, 이를 

통해 열유속을 측정 할 수 있다. 

 

                                       (1) 

 

(2) 

 

하지만, 미세 열유속 측정을 위해 

온/냉접점사이의 거리를 늘릴 경우 열전쌍의 

자체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서 Nyquist 식에 

의해 노이즈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열유속 측정을 위한 온/냉접점 사이의 거리, 즉 

열전쌍의 다리 길이와 이에 따른 노이즈 

증가의 비율을 Detectives(D)값으로 표현하였고, 

그림 2 와 같이 최적의 열전쌍 길이를 

설계하였다. 

 

(3) 

 

 

 

 

 

 

 

 

 

 

 

 

Fig. 2 Optimum leg length 

열전효과를 이용한 열유속 센서의 설계 및 노이즈 분석 
Design of heat flux sensor using Seebeck effect and noise analysis 

*남성기 1, #이선규 1 

*S. K. Nam1, #S. K. Lee(skyee@gist.ac.kr)1 
1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부 

 

Key words : heat flux sensor, Seebeck effect, Thermoelectric noise 
 

3
0 )(4 , aLUB

e

ThA
dk

A
m εεσ ++==

TPaB RTk

f
kdbmLm

mL
zS

frequencyunitperNEP

ySensitivit
D

4

)cosh(

)sinh(

     

∆×
==

0 2 4 6 8 10

0.00E+000

5.00E+012

1.00E+013

1.50E+013

 

 

Se
ns

iti
vi

ty
 to

 N
E

P 
ra

tio

Leg length (mm)

x=0.8 mm

85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3. 제작과정에서의 노이즈 감소 

 
CMOS 공정을 통한 열유속 센서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두 번의 금속 패터닝 

공정을 통해 온/냉접점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열전재료들이 접합성이 좋지 

않으므로, Cr 이나 Ti 등의 접합층을 먼저 

증착하게 된다. 열전대의 원리에서는 제 3 의 

물질이 접점사이에 존재하더라도 양단의 

온도만 같다면,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박막형 접점에서는 중간층의 유무에 

따라서 전체 저항 및 노이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그림 3 과 같은 비교 

샘플을 만들어서 센서 구조에 따른 저항은 

동일한 대신, 접점의 상태만 다르게 하여, 전체 

저항을 비교하였다. 

 

 

 

Fig. 3 Comparison samples for adhesion layer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d resistance 
 

 With adhesion Direct contact 

Total resistance 32.64±0.8 kΩ 24.49 ±1.5kΩ 
 

표 1 과 같이 30 개의 Au-Cr 로 된 열전쌍을 

제작하여 동일한 두께와 패턴크기로 

증착순서만 변경하여 샘플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열전쌍 접점 중간에 접합층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저항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샘플이 

동일한 형상을 가지므로, 접합점에서의 

접촉저항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림 3 과 4 는 

두 샘플의 접점에서의 표면 프로파일을 

AFM 과 SEM 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Ti 

접합층의 경우 열전재료로 쓰이는 금속과 

비교하여 1/10~1/20의 비율로 사용된다.  

 

 

 

 

 

Fig. 4 Surface profiles of comparison samples  
 

이로 인해 접합층이 접점중간에 존재할 

경우 표면 Roughness 와 real contact area 의 

문제로 인해 전체 저항 및 노이즈 증가로 

작용할 수 있다. 

 

 

 

 

 

 

Fig. 5 Surface images of comparison samples 
 

4. 결론 
 

반도체 공정을 통해 제작된 마이크로 

스케일의 열유속 센서를 제작시 노이즈 감소를 

통한 분해능 향상이 중요한 설계/제작 

관점이다. 설계부분에서는 Detectives 값을 

이용하여 온/냉접점의 온도차이와 센서 

저항증가를 비교하여 최적의 열전쌍 다리 

길이를 구하였고, 제작과정에서는 접합층으로 

사용되는 Ti 의 유무에 따라서 센서 

전체저항이 바뀌게 되고, 나아가 노이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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