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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n Organic Additive, N-Dimethyldithiocarbamic acid Ester Sodium
salt, on Properties of Bismuth Telluride thin Films Fabricated by Galvanic
Displacement Reaction of Electroplated Cobalt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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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lectroplated cobalt thin films and separated them from the electrodes. The cobalt thin films
were converted to bismuth- telluride films by using a galvanic displacement reaction. The bismuthtelluride films obtained from the cobalt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rphology and electrical
resistivity. The bismuth-telluride films fabricated from cobalt plated with a pure electrolyte had
a polycrystalline amorphous structure and low resistivity. However, the bismuth-telluride films
fabricated from cobalt plated with an additive showed significantly large resistivities. The increase
in the resistivity can be attributed to the changes in the crystalline structure, which is caused by
the additive during the electroplating process.
PACS numbers: 72.15.−v, 73.61.−r, 81.10.Dn, 82.45.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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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금 코발트 박막과 갈바니 치환 반응으로 제작한 비스무트 텔루라이드의 물성에
대한 유기첨가제 N-Dimethyldithiocarbamic acid ester sodium salt의 영향
김지현 · 이정섭 · 홍기민∗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대전 34134, 대한민국
(2019년 11월 14일 받음, 2020년 1월 21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월 21일 게재 확정)

전기도금 방법으로 코발트 박막을 제작하고 이를 작용전극에서 분리한 후 갈바니 치환반응을 이용하
여 비스무트 텔루라이드로 변환하였다. 순수한 전해액으로 도금한 코발트와 전기도금 전해액에 미량의
유기첨가제를 가하여 도금한 코발트를 치환하여 얻은 비스무트 텔루라이드로는 결정구조와 비저항이
대단히 상이한 특성을 나타낸다. 순수한 전해액으로 도금한 코발트를 치환하여 얻은 BiTe 박막은 비정질
다결정 구조를 나타내고 낮은 비저항을 보인다. 그러나 유기첨가제를 가하여 도금한 코발트를 치환하여
얻은 비스무트 텔루라이드는 대단히 높은 비저항값을 보인다. 이러한 비저항의 증가는 코발트 전기도금
과정에서 첨가한 유기첨가제가 코발트와 치환되는 비스무트 텔루라이드의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PACS numbers: 72.15.−v, 73.61.−r, 81.10.Dn, 82.45.Gj
Keywords: 코발트 박막, 비스무트 텔루라이드 박막, 전기도금, 비저항,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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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비스무트 텔루라이드(Bismuth Telluride, BiTe)는 상온
에서 우수한 열전 특성을 나타내는 반도체로써 [1–3] 구리
등 금속에 비해 비저항은 약 1000배 이상 높고, 열전도도
는 약 100배 낮은 특성이 있다. 결정구조는 마름모계 격
자구조(Rhombohedral structure)인데, Bi-Te는 이온결합
(ionic bonding), Te-Te은 반데르발스 결합(van der Waals
bonding) 구조를 지니고 있다. Bi와 Te는 2:3의 조성비,
즉 Bi2 Te3 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조성으로 알려져 있
다. BiTe 박막의 제작 방법으로는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열증착 (thermal evaporation),
전자빔증착 (e-beam evaporation), 스퍼터링 (sputtering)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한편, 전기화학적 방법(electrochemical process)은 진공
방법에 비해 공정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며, 높은 순
도의 시료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전기화학적
방법 중의 하나인 전기도금 (electroplating) 방법은 1차원
의 나노 파우더(nano powder), 2차원의 박막(thin film), 3
차원의 벌크(bulk)까지 모든 차원의 형태로 물질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반도체 배선구조와 반도체
물질의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5–7]
갈바니 치환반응 (Galvanic Displacement Reaction,
GDR) 은 전기화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금속소재의 합성 방법이다. 이는 두 금속간의 전위차를 이

Fig. 1. (Color online) Schematic of the galvanic displacement reaction process to fabricate BiTe from cobalt thin
film.

용하여 “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써,
음극 (cathode) 기판에 비해 쉽게 환원이 되는 금속이온이

코발트가 BiTe로 갈바니 치환되는 과정은 아래의 식 1

기판의 표면에서 환원되는 현상이다. 이 방법은 각종 고체

과 같다. 즉, 치환전해액과의 반응에 의해 코발트 박막은

표면의 금속코팅에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반도체소자

코발트 이온으로 산화되고 비스무트 이온과 텔루륨 이온은

의 제작공정에서 금속배선 (metallic interconnect) 제작과

Bi2 Te3 로 환원된다.

씨앗층수선 (seed repair) 에도 활용되고 있다. 갈바니 치환
은 2002년에 University of Washington의 Y. Xia 그룹에

+
2Bi3+ + 3HTeO+
2 + 9Co(s) + 9H

(1)

서 Ag 단결정을 Au로 치환하여 소위 nano-cage의 제작을

→ Bi2 Te3 (s) + 9Co2+ + 6H2 O

구현한 이후, 나노구조의 합성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기

코발트가 BiTe로 갈바니 치환 되는 과정은 Fig. 1와 같은

시작하였다. [8–10]

모식도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도금법으로 코발트 박막을 제작하고,
이를 갈바니 치환반응을 통해 BiTe 박막으로 변환한 후, 그
물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코발트 전기도금 전해액에 다양한

II. 실험 방법

농도의 유기첨가제 DPS(N-Dimethyldithiocarbamic acid
ester sodium salt, C6 H12 NNaO3 S3 ) 를 첨가하여 DPS가

코발트 전기도금용 전해액은 CoSO4 · 6H2O(0.43 M)

코발트 박막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BiTe의

과 H3BO3(0.81 M) 의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유기첨가제

물성을 조사하였다. 전기도금 코발트 박막과 BiTe 전해액

DPS의 농축액 (stock solution) 은 DPS 21 g을 1 L 증류

의 갈바니 치환반응 시간을 조절하여 BiTe의 합성과정을

수에 용해하여 제조하였다. DPS가 전기도금에 미치는

조사하였다.

영향은 순환전류계법 (cyclic voltammetry)으로 조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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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the potentiostat/galvanostat for
cyclic voltammetry.
Scan range
Scan speed
Size of working electrode
Reference Electrode

–1.0 – 1.0 V
100 mV/s
0.13 cm2
Ag.AgCl (0.222 V vs. SHE)

Table 2. Parameters of the potentiostat/galvanostat for
electroplating.
Working electode
Counter electrode
Reference electrode
Magnetic bar stirrer
Temperature

Ti & SUS304
Pt plate
Ag/AgCl (0.222 V vs. SHE)
100 rpm
30 ◦ C

Fig. 2. (Color online) Sample fabrication procedure: (a)
electroplating of cobalt, (b) detaching cobalt thin film
from the working electrode using an adhesive tape, (c)
obtaining free-standing cobalt thin film, (d) initial stage
of GDR process, (e) final stage of GDR process, and (f)
obtaining free-standing BiTe thin film.

있다. 순환전류계법은 인가전압을 –1.0 V – +1.0 V의
영역에서 100 mV/s의 속도로 변화시켰는데, 이때의 작
용전극은 면적이 0.13 cm2 인 원형 백금판을 이용하였다.
순환전류계법 분석에서 사용한 전해액 내 DPS 농축액의
농도는 0–50 mL/L이다. 사용한 전원공급장치 (Potentiostat/Galvanostat, VSP, Bio-Logic) 에 대한 순환전류계법
의 동작조건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전기도금은 3전극 정전압방법 (potentiostatic method)
을 이용하였는데, 도금이 이루어지는 작용전극으로는 Ti
와 SUS304, 기준전극으로는 상용의 Ag/AgCl (0.222 V
vs. SHE), 그리고 상대전극으로는 백금판을 각각 이용하
였다. 전기도금 과정에서는 전해조 내에 소형 막대자석을
100 rpm으로 회전하여 전해액을 교반하였다. 전기도금
시간을 3250 s 로 고정하여 코발트의 두께를 4.0 ± 0.1 µm
로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도금 과정에서 DPS
농축액의 농도는 0–10 mL/L이다. 전기도금 공정에 의해
작용전극 표면에 석출된 코발트 박막은 접착력이 강한 테
이프를 이용하여 분리한 다음, 코발트 표면의 테이프는 용
매로 용해하여 제거함으로써 전극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

Fig. 3. (Color online) Cyclic voltammograms of the Co
electroplating electrolytes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DPS.
Diffractometer, RIGAKU), 표면구조의 분석은 장방출전
자현미경 (FE-SEM, S-4800, HITACH), 박막의 성분분석
은 EDS(JSM-7000F, JEOL)를 이용하였으며, 전기비저항
은 van der Pauw 방법 (HMS5000, ECOPIA) 으로 측정하
였다.

립된 (free-standing) 코발트 박막을 얻었다. 전기도금장치
(Potentiostat/Galvanostat, VSP, Bio-Logic)에 사용한 전
극과 동작조건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분석

코발트를 BiTe로 치환하기 위한 GDR 전해액은 Bi(20
mM) 와 TeO(10 mM) 를 질산 (HNO3) 에 용해하여 제조하
였다. 코발트 박막은 갈바니 치환 전해액에 담가 산화와
환원 반응을 유도하였는데, 5분 간격으로 반응시간을 조
절하여 성분과 표면구조를 조사하였다. GDR 반응에 의
해 합성한 BiTe 박막의 두께는 측정오차 범위 내에서 코
발트 박막의 두께와 동일하다. 코발트 박막 전기도금과
GDR 공정에 의한 BiTe 박막의 제작과정을 Fig. 2에 정
리하였다. 제작한 박막의 결정구조의 분석은 XRD(X-Ray

순환전류계법을 이용한 코발트 도금 과정에서의 DPS
의 효과 분석 결과를 Fig. 3에 보였다. 전해액 내 DPS
농축액의 농도가 0에서 50 mL/L로 증가함에 따라 환원전
류가 증가하는데, 이는 DPS가 전기도금과정에서 가속제
(accelerator, catalyst) 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DPS를 첨가하지 않고 제작한 코발트와 이를 치환하여
얻은 BiTe 박막에 대한 XRD 분석결과를 Fig. 4에 보였
다. 전기도금 코발트 박막은 Co(100) 와 Co(110) 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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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XRD spectra of BiTe thin films
fabricated by galvanic displacement reaction of cobalt
thin films during the elapse of the reaction.
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치환하여 얻은 BiTe 박막의 경
우, 그 결정 방향은 주로 BiTe(015) 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BiTe(1010) 와 BiTe(110) 를 나타낸다. XRD 스펙트럼에
Sherrer’s formula를 적용하여 입도 (grain size) 를 측정한
결과 BiTe(015)는 약 15–20 nm, BiTe(1010)과 BiTe(110)
은 약 10 nm의 크기를 나타냈다. DPS를 첨가하여 제작한
코발트의 경우 박막 내에 DPS의 잔류량은 EDS 측정한계치
이하이며, 이를 치환하여 얻은 BiTe 박막의 입도는 1–5 nm
의 크기로 크게 감소한다.
전기도금 전해액 내 DPS의 유무에 따라 BiTe의 결정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 30분간의 갈바니 치환 반응으로
얻은 BiTe 박막을 FE-SEM으로 분석한 결과를 Fig. 5에
보였다. DPS를 가하지 않고 도금한 코발트를 치환하여
얻은 BiTe는 Fig. 5(a) 와 같은 비정질 다결정 구조를 나
타낸다. 반면에 DPS를 가한 전해액으로 코발트를 도금한
후, 이를 치환하여 얻은 BiTe는 Fig. 5(b)-(e) 에 보인 바와
같이 수상돌기 (dendrite) 구조를 나타낸다. Figure 5에 나
타나는 BiTe 형상의 변화는 5–20 nm의 영역에 분포하는
BiTe(015), BiTe(1010), BiTe(110) 등 결정성 분포의 상대
적 차이에 기인한다.
갈바니 치환반응의 시간 경과에 따른 코발트와 BiTe의
조성의 변화를 E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Fig. 6에 보였다. 코발트 박막은 치환반응 5분 경과 후에
약 30%가 용해되고, 20분 경과 후에 약 40%가 치환되는데,
이후 치환반응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약 30분 후에는
완전히 BiTe로 치환됨을 알 수 있다.
갈바니 치환반응에 의한 박막의 구조와 조성의 변화는
전기적 특성, 특히 비저항의 변화를 수반한다. Figure 7에
DPS의 사용 유무에 따른 BiTe 박막의 비저항 변화를 보였
다. Figure 7(a)는 DPS를 사용하지 않은 코발트에 대한 30

Fig. 5. (Color online) Surface morphology of the BiTe
thin films obtained by GDR of 30 minutes from cobalt
thin films plated with DPS; (a) 0 mL/L, (b) 1 mL/L, (c)
2 mL/L, (d) 5 mL/L, (e) 7 mL/L.

분간의 치환반응 결과로써, 치환반응시간에 따라 코발트의
감소와 BiTe의 성분이 증가에 따라 비저항이 0.02–4 Ω·m
영역에서 변화한다. 반면에, Fig7(b) 에 보인 바와 같이,
DPS 1 mL/L를 사용한 경우 비저항은 1–100 Ω·m으로 약
100배 이상 증가한다.
Figure 8에 갈바니 치환반응이 30분 경과하여 치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DPS의 농도에 따른 비저항의 변화를 정
리하였다. DP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BiTe의 비저항은 약
10 Ω·m 인데, DPS의 첨가에 따라 Bite의 비저항은 70–140
Ω·m 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BiTe 박막의 비저
항은 박막의 두께, 전하의 평균자유경로 (mean free path),
표면거칠기 및 입도(grain size) 등에 의해 달라지는데,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DPS의 영향으로 수상돌기가 형성
됨에 따라 표면거칠기가 증가하고, 입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계면에서의 전하의 산란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저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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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Compositional variation during
the 30 minutes of GDR reaction from Co to BiTe.

IV. 결 론
전기도금 방법으로 코발트 박막을 제작하고 이를 GDR
로 치환하여 얻은 BiTe 박막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순수한
전기도금 전해액으로 도금한 코발트를 치환하여 얻은 BiTe
박막을 비정질 다결정 구조로써 비저항은 약 10 Ω·m의 크
기를 보인다. 반면에 유기첨가제 DPS를 가하여 도금한 코
발트를 치환하는 경우에는 비저항은 약 10 배 이상 크게 증
가한다. 이러한 비저항의 증가는 코발트 전기도금 과정에서
이용한 유기첨가제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수상돌기 구조와
낮은 입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기첨가제 DPS
가 코발트의 도금 과정에서 도금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는
순환전류계법으로 알 수 있으나 코발트의 결정구조에 미
치는 영향과 코발트 박막 내에 불순물로 잔류하는 비율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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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Resistivity changes of the thin
films during the GDR process when (a) DPS was not
employed in the cobalt plating electrolyte and (b) when
1 mL/L of DPS was added to in the plating electrolyte.

Fig. 8. (Color online) Resistivity of various BiTe thin
films obtain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DPS in the
electrolyte and after 30 minutes of GD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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