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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칼슘산화물계 열전에너지변환소재의 박막화를 위하여 타겟 제조공정 및 스퍼터링 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전플라즈마 소결(SPS) 공정을 이용하여 상대밀도 97%이상의 스퍼터링 타겟을 제조하였으며, 스퍼터링 공정을 통하여 
at.% ±1.35 이하의 균일한 조성을 갖는 칼슘산화물계 열전에너지변환소재의 박막을 제조하였다.

1. 서론

열전에너지변환소재는 Seebeck 효과에 의해 온도차를 전기로 변환하거나 Peltier 효과에 의해 전기를 온도차로 변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변환소재로서 p형과 n형의 열전반도체를 제조하고 접합공정을 통하여 모듈화하여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열전에너지변환소재는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표적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에 비하여 에너지변환요율이 낮아 실용화가 
지연되고 있어 에너지변환효율의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친화적이
며, 친환경적인 칼슘산화물계 열전에너지변환소재의 박막화를 위한 스퍼터링 타겟 제조공정 및 스퍼터링 공정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원소재로 CaCo3 및 MnO2 분말을 이용하여 화학조성에 맞도록 측량한 후 건식혼합을 수행하였으며, 고상합
성법인 하소(Calcination)공정을 이용하여 p형의 CaMnO3 열전반도체 분말을 제조하고 XRD 분석을 통하여 완전히 합성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합성된 분말은 SPS공정을 이용하여 공정변수로서 온도, 유지시간 및 인가하중을 변수로 최적화하여 직경 
76.2mm, 두께 6mm의 스퍼터링 타겟을 제조하였으며, XRD 분석을 통하여 CaMnO3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적공정
조건에서 제조된 타겟의 상대밀도는 97% 이상이었다. 스퍼터링 공정조건은 DC Power, 스퍼터링 시간 및 스퍼터링 거리를 
변수로 하여 공정조건을 최적화하였으며, 증착기판은 Si과 HSS 기판을 사용하였다. 최적의 스퍼터링 공정에서 제조된 박막
의 평균 증착속도는 0.02㎛/min.이며, 박막의 표면조도, 경도 및 탄성률은 각각 평균 0.015㎛, 13GPa 및 150GPa을 나타내었
다. XRD 분석결과, 박막의 특성은 스퍼터링 공정을 통하여 비정질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분분석결과, 
조성변화가 at.% ±1.35 이하로 매우 균일한 조성을 갖는 칼슘산화물계 열전반도체의 박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Fig. 1. Characterization results of CaMnO3 thin film

3. 결론

칼슘산화물계 열전에너지변환소재의 박막화를 위한 스퍼터링 공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SPS 

공정을 통하여 소결밀도 97% 이상의 스퍼터링 타겟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스퍼터링 공정을 통하여 10㎛ 이상의 비정질 특

성을 갖는 박막형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박막의 성분오차는 at.% ±1.35 이하로 매우 균일한 칼슘산화물계 열

전에너지변환소재의 박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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