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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oelectric bismuth telluride (Bi2Te3) films were deposited on 4° off oriented (001) GaAs substrates
using a modifie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system. The effects of substrate temperature on
surface morphologies, crystallinity, electrical properties and thermoelctric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wo
dimensional growth mode (2D) was observed at substrate temperature lower than 400℃. However, three

dimensional growth mode (3D) was observed at substrate temperature higher than 400℃. Change of growth
mechanism from 2D to 3D was confirmed with environment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SEM) and X-ray
diffraction analysis. Seebeck coefficients of all samples have negative valu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Bi2Te3 films
grown by modified MOCVD are n-type. The maximum value of Seebeck coefficient was -225 μV/K and the power
factor was 1.86×10-3 W/mK2 at the substrate temperature of 400℃. Bi2Te3 films deposited using modified MOCVD
can be used to fabricate high-performance thermoelectric devices.
Keywords: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Bismuth telluride (Bi2Te3), Substrate
temperature, Growth mechanism, Thermoelectric

1. 서 론1)

는 열전발전 (thermoelectric power generation)과 역
으로 직류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재료의 양단간에 온

서로 접합 된 다른 재료의 양단간에 온도차에 의해
전압이 발생하는 제벡효과 (Seebeck effect)를 이용하
a. Corresponding author; jskim@kist.re.kr

도차가 발생하는 Peltier 효과를 이용하는 열전냉각
(thermoelectric cooling)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신
재생 에너지기술과 폐 에너지 회수에 대한 관심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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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면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1,2].
Bi-Te 계 물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열전소재 중 상
온에서 가장 우수한 열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

로 냉각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3,4]. 상용화된 열전소
자는 현재 벌크형 재료로 제조되고 있으나 경박 단
소화된 LED, LD 등 첨단 전자소자의 냉각을 위해서
는 고효율의 박막 형 열전 소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또한 열전소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초격자, 양
자점등 저차원 나노구조 열전소재 제조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
나노구조 열전소재는 전자의 이동과 열전달을
담당하는 포논의 이동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것
이 가능하여 열전 성능지수를 기존의 벌크 형태의
소재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

type modified MOCVD reactor. (1) graphite mixing room

다고 알려져 있다 [5-8]. 열전소재를 초격자, 양자

(2) graphite susceptor (3) quartz separator.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horizontal two-heater

점등 저차원 나노구조로 제조하여 열전성능지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소자
제조를 위해 필요한 수 ㎛ 두께의 막을 성장시키
기 위해 많은 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
의 top down 나노구조 제조 방식과는 달리, 실용
화가 용이한 나노 결정립 구조를 갖는 Bi2Te3 박
막을 성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상상태에서

Bi-Te를 합성하여 나노사이즈의 결정립을 형성시
키고 이를 기판 상에 성장시키는 개조된 MOCVD
방식으로 Bi2Te3 열전 박막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인 MOCVD 방식과는 달리 Bi, Te 각각의
금속전구체가 기상 상태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반
응 관을 개조하였다. 이때 기판온도가 성장된 박막
의 열전,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
찰하였다.

혼합된 금속유기 화합물은 면상의 틈새를 통하여
기판이 위치한 Zone 2에 공급되어지며 여기에서
박막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두 개의 흑연
서셉터 사이에 열전도도가 낮은 석영 separator를
위치시켜 온도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기판이 위치한 Zone 2의 흑연 서셉터는 성장
중에 수평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제작되어 균일한 두
께의 박막이 증착되도록 하였다. 기판으로는 (001)
면에서 [110] 방향으로 4도 이탈된 GaAs 단결정
기판을 사용하였다.
Bi 및 Te의 유기금속화합물로는 trimethyl-bismuth
(TMBi)와 diisoprophyl-telluride (DiPTe)를 각각 사
용하였으며 각각 항온조에서 0℃와 25℃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Bi2Te3 박막 성장 중, 반응 관으로 유입
되는 Bi 및 Te의 양은 TMBi와 DiPTe의 증기압과
유량에 의해 조절되었으며 박막 성장 시 나타나는
tellurium (Te) 재 휘발 현상을 고려하여 반응 관으로

2. 실험 방법
그림 1은 개조된 MOCVD 장비의 구조를 보여준
다. 각각의 유기금속화합물은 서로 분리되어 이송기
체인 수소와 함께 반응 관으로 유입된다. 반응관의
재질은 석영이며 온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
(Zone 1, Zone 2)으로 구분된다. Zone 1은 두 개의
금속 유기화합물이 서로 혼합되는 공간으로 흑연튜
브로 제작되어 있으며, 유도 가열기에 의해 가열되
도록 하였다.

유입되는 혼합비율 (RⅥ/Ⅴ)을 9로 고정하였다 [9].
모든 시편은 1시간 동안 성장하였고, 반응관내 전체
유량은 4.5 standard liters per minute (slm)으로 동
일하게 유지하였다.
Environment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SEM;
FEI XL-30 FEG)를 사용하여 성장된 박막의 표면형상
및 두께를 측정하였고 박막의 조성은 electron probe
micro-analyzer (EPMA)를 통해 확인하였다. X-ray
(MAC Science Co. M18XHF-SRA)회절을 통하여 성장된
박막의 구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성장된 박막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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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 농도, 이동도 및 전기전도도는 상온에서 van
der pauw 법에 의한 Hall 효과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a)

Seebeck 계수는 재료 양단의 온도차를 0.5℃ 에서
2℃ 까지 변화시키면서 나타나는 전압을 측정하고 그
기울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에 4도 이탈된 GaAs 기판의 온도 변화에 따
라 성장된 Bi2Te3 박막의 표면형상을 나타내었다.

(b)

그림 2-(a)에서 보이듯 380℃ 에서 성장된 시편의
표면에서 수 백 nm 크기의 입자들이 관찰된다. 이는
기판 표면에 도달한 adatom들의 확산이 용이하지 못
하여 epitaxial 한 박막이 얻어지지 못하고 결정립들
이 합쳐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b)에서 보이듯 400℃에서 증착한 시편의
경우 주기적인 테라스 (terrace)와 스텝 (step)의 구조
를 가지고 있다. (001)면에서 [110] 방향으로 4도 이
탈된 GaAs 기판의 표면은 원자 레벨의 많은 테라스

(c)

와 스텝이 일정한 방위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박막 성장초기 핵생성은 테라스의 표면보다는
표면에너지가 큰 스텝에서 먼저 일어날 것으로 여겨
진다 [9]. 따라서 표면형상은 성장이 진행되면서 이러
한 여러 개의 스텝들이 합쳐진 결과로 여겨지며 이차
원 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그림 2-(c)에서 보이듯 성장온도가 420℃일 경
우 다양한 배열의 결정립이 관찰된다. 이는 성장 온
도가 높을 경우 높은 평형 증기압을 갖는 Bi, Te 및

Fig. 2. Surface morphologies of Bi2Te3 films grown at
mixing room temperature of 100oC with various substrate

Bi2Te3 원자가 기판으로부터 휘발되어, 박막 성장초기

temperatures. (a) 380, (b) 400, and (c) 420℃.

핵생성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표면형상은 불규칙한 핵생성으로 인해 3차
원적인 성장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기판
온도의 조절이 결정립 크기와 성장메커니즘 조절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3은 기판온도에 따른 Bi2Te3 박막의 성장 속
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성장 속도는 기판 온도
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420℃ 일 때 최대 1.6 ㎛/hr
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림 2-(c)에서 보듯 높은 평형
증기압을 갖는 Bi, Te, 및 Bi2Te3 원소의 휘발로 인하
여 입자 사이에 공극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기판 온도의 조절이 박막의 두께 및 표면형상
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3. Growth rate of Bi2Te3 films as a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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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 contents in Bi2Te3 films as a fun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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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ectrical properties of Bi2Te3 films deposited at

Fig. 7.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Bi2Te3
deposited at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s.

different substrate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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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s

그림 4 에서는 기판온도에 따른 Bi2Te3 박막의 X-

관찰 되었다. 이는 높은 평형 증기압을 갖는 Bi, Te,

선 회절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Bi2Te3의 분말 회절패
턴과 비교해 보면 400℃ 이하에서 증착한 시편은

및 Bi2Te3 원소의 휘발로 인한 불규칙한 핵생성의 결
과라 여겨진다. 따라서 420℃에서 성장 된 Bi2Te3 박

rhombohedral 구조를 가진 Bi2Te3 결정으로 이루어져

막의 경우 이차원 적인 핵생성과 삼차원 적인 핵생성

있고 오직 (001) 면에서만 회절 피크가 나타남이 확
인된다. 이는 기판 표면에 우선적인 핵생성 자리가

이 동시에 발생하고 생성된 결정립이 합쳐짐으로써 전
체적으로 일정한 방위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유지되어 이차원 적인 성장이 이루

여겨진다. 이는 그림 2에 나타난 표면 형상과 일치된

어 졌음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420℃에서 증착한
시편은 (001)면 이외에 다양한 결정면의 회절 피크가

결과로 기판온도의 조절이 결정 배향 방향 조절에 중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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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그림 5는 기판온도에 따라 성장된 Bi2Te 3 박막
의 이동도 및 운반자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Bi2Te3
박막의 이동도는 기판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210

본 연구에서는 개조된 MOCVD 장치를 사용하여

cm 2/v.s 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판
온도가 증가 할수록 박막 내에 존재하는 운반자의

Bi2Te3 박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홀효과와 Seebeck 계
수 측정 결과로 Bi2Te3 박막의 전기적 및 열전 특성이

증가로 이와같은 결과가 얻어졌으리라 여겨진다. 하

기판온도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ebeck

지만 400℃에서 성장된 시편은 운반자 농도의 증가
에도 이동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기판

계수의 최대값은 -225 μV/K 이었으며 특히 기판 온도
가 높아짐에 따라 성장메커니즘이 이차원 성장에서 삼

온도의 증가에 따른 결정립의 성장이 일어나 운반

차원 성장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판 온도가

자의 산란이 감소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얻어졌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운반자 농도는 기판온도

400℃, Bi 및 Te의 혼합비율이 9인 조건으로 성장했을
때의 열전성능인자 값은 벌크 형태의 Bi2Te3 단결정 값

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Bi 원소에 비해 상

에 버금가는 1.86×10-3 W/mK2를 나타내었다.

대적으로 더 높은 평형 증기압을 갖는 Te 원소의
휘발로 인한 결함의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MOCVD 증착 시 기판온도의 변화로
Bi2Te3 박막의 성장 메커니즘 및 열전 특성을 조절할 수

그림 6은 기판온도에 따른 Bi2Te3 박막의 조성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기판온도를 조절하여 열전 성

를 나타내었다. 기판온도가 380℃에서 420℃로 증
가 할수록 필름내의 Te 함량이 61.1%에서 60.5%으

능지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박막을 구성하는
Bi 및 Te 원소 중 상대적으로 증기압이 큰 Te원소
가 크게 휘발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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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beck 계수는 음의 값을 보였으며, 이것은 본
실험에서 성장된 박막은 모두 n 타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Bi2Te 3 박막의 Seebeck 계수는 성장온
도가 400℃에서 -225 μ V/k로 최고치의 값을 가
지는데, 이 값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벌크상태의
Bi2 Te 3 단결정이 가지는 Seebeck 계수 값과 거의
일치한다 [10].
하지만 기판온도가 420℃로 증가하면서 Seebeck
계수는 -135 μV/K로 감소하였다. 이는 Bi 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형증기압을 나타내는
Te 원소의 재 휘발로 인하여 p-type 운반자 농도
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 측정된 비저항의 값은 기판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되었다. 이는 기판온도가 증가할수록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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