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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Ni 도금 및 표면 거칠기에 따른 열전모듈의 접합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Bi-Te 소재 위에 Sand-blasting 방법을 

사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조절하고, Ni-P 무전해 도금을 수행하였다. 접합강도 측정 및 표면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전단응

력 측정기, FE-SEM을 이용하였다. Sand-blasting과 Ni 도금을 실시한 시편이 sand-blasting과 도금을 미실시한 대조군보다 

전단응력이 높았고, 큰 방 수의 sand로 sand-blasting 한 시편일수록 전단응력이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1. 서론

 열전소자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소자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

대적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하는 소재이자 기술이다. 이것은 자동차, 우주·항공, 반도체, 바이오, 광학, 컴퓨터, 발전, 가전제

품 등 산업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열전모듈 제작 시 Ni 도금을 하는 이유는 paste층의 Sn이 Bi-Te 소자 내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Bi-Te 소재와 Cu 층을 접착할 때 높은 접합강도가 요구되는데, Ni 도금 및 표면 

거칠기가 접합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2. 본론

 sand-blasting 방법을 이용하여 Bi-Te 소재 표면에 각각 #80 (AlO 분말 0.177㎜ 입자), #200 (0.074㎜), #400 (0.037㎜)을 

분사하여 표면 거칠기를 조절한 후, 각 시편마다 Ni-P 무전해 도금을 90℃ 조건에서 20분간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leg의 

크기는 3㎜ × 3㎜ × 3㎜ 정육면체로 하였으며, leg를 알루미나 기판에 접합시켰다. 대조군으로는 sand-blasting과 Ni-P 무

전해 도금을 미실시한 시편을 선택하였다. 전단응력 테스트는 N-type과 P-type을 나눠서 시행하였다. Fig. 1.에서는 N-type

의 접합강도 변화를 나타내었고, Fig. 2.에서는 P-type의 접합강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Sand-blasting과 Ni 도금을 실시한 

시편이 sand-blasting과 도금을 미실시한 대조군보다 전단응력이 높았고, 큰 방 수의 AlO로 sand-blasting 한 시편일수록 

전단응력이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Fig. 1. Effect of sand-blasting

treatment on the bonding

strength of n-type thermoelectric 

module.

            

Fig. 2. Effect of sand-blasting 

treatment on the bonding 

strength of p-type thermoelectric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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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sand-blasting을 하지 않은 시편보다 sand-blasting을 실시한 시편이 접합강도가 높게 나왔다. 표면 거칠기에 따라 접합강

도가 변하는 이유는 표면이 거칠어지면 표면적이 넓어져 받을 수 있는 하중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