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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ick-film resistor (TFR) prepared
from CaO-ZnO-B2O3-Al2O3-SiO2 (CZBAS) glass containing RuO2 particles. RuO2-glass composite powder was
made by mixing and melting oxide powders of constituents. For comparison, RuO2 powder was simply mixed
with glass powder. RuO2-40wt% glass composite and mixture were dispersed in an organic binder to obtain
printable resistor paste and then thick-film was formed by screen printing, followed by sintering at the range
between 750 oC and 900 oC for 10 min with a heating rate of 50 oC/min in an ambient atmosphere. RuO2–
glass composite sample showed much higher resistance compared to the simple mixed sample.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conducting mechanism. After sintering at 850

oC,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of composite sample was lower than that of simple-mixed sample. TFR with dense and homo-
geneous microstructure could be obtained by using RuO2-glass compos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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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uO2 계 후막저항(thick film resistor)은 RuO2과

유리(glass) 성분의 비를 조절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저항값을 구현할 수 있고, 우수한 온도저항계수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TCR)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칩저항과 혼성 미세회로(hybrid

microcircuits)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1, 2].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 방법에 의해 제조

되는 후막저항은 기존에는 알루미나(Al2O3) 기판 위

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 부품의 소형화,

고주파수화, 고전력화에 따라 단위 면적당 방출하

는 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칩이나 회로의 신뢰도 및

수명을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질화알루미늄(AlN)과 같은 우수한

열전도도를 가지는 기판이 알루미나 기판을 대체하

여 사용하게 되었다[3, 4].

일반적으로 후막저항 재료는 저항값이 낮고 전기

전도를 담당하게 되는 RuO2나 루테네이트(ruthenate)

와 같은 도전상(conductive phase)과 저항값이 높으

면서 기판과의 접합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유

리(glass) 산화물을 유기 바인더에 분산시킨 점성이

있는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 중, 유리상은

기판과의 접합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

한 유리 조성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재 상용화 되어있는 알루미나 기판용 저항페이스트

에서는 납(Pb)이 포함되어있는 저융점의 유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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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다[5, 6].

그러나, 저항페이스트에서 납이 포함된 유리는 최

근 환경 규제로 인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

일 뿐만 아니라, AlN 기판과는 낮은 접착력과 블

리스터(blister) 발생 등으로 인해 상호 접합성이 떨

어진다고 알려져 있다[7, 8]. 따라서, AlN 기판을 위

한 성공적인 후막저항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Pb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AlN과 상호 접합성이 좋은 친

환경 유리 조성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기존의 연구에서 CaO-ZnO-B2O3-Al2O3-SiO2

(CZBAS) 계 유리를 사용하여 CaO와 ZnO의 조성

비, RuO2와 유리의 조성비 변화 등의 연구를 통하

여 AlN 기판에 적합한 저항페이스트를 제조할 수

있었다[9]. 일반적으로 후막저항은 단순 혼합한 RuO2

분말과 유리 분말로 만든 저항페이스트를 850℃의

온도에서 10분 내외의 아주 짧은 시간의 소결공정

을 통해 제조된다. 이러한 짧은 시간의 소결공정은

RuO2 도전상과 유리상과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기

가 어렵다[5-8]. 이로 인해 기공과 같은 결함이 존

재하여 전기적 물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RuO2 도전상과 유리상을 균

일하게 혼합하기 위해서 유리를 제조할 때 RuO2 입

자를 유리 구성성분과 함께 혼합, 용융함으로써

RuO2가 유리에 분산된 형태의 RuO2-유리 복합분말

을 제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후막저항을 제조하

여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방법인

RuO2 -유리 혼합분말로 제조한 후막저항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 하였다.

2. 실험방법

저항페이스트 제조를 위한 출발원료로써 전도물

질인 RuO2 분말은 순도 99.95%의 중국 Wuhu

Hain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초기 원료분말은 응집

이 심해 유성밀(Planetary mill, Pulverisette 5,

Fritsch, Germany)에서 직경 3 mm의 지르코니아

(ZrO2) 볼을 이용하여 200 rpm으로 2시간 동안 밀

링을 한 후 사용하였다. 소결조제로 사용되는 유

리분말은 CaO-ZnO-B2O3-Al2O3-SiO2 계를 선택하

였다. 유리분말 제조를 위한 각 구성 성분은 순도

99.9% 이상의 일본 고순도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RuO2-유리 복합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 먼저 유

리 구성성분 원료와 RuO2 분말을 무게비 4:6의 비

율(유리원료: RuO2 분말)로 혼합한 후, 2시간 동안

50 rpm의 속도로 3차원 터뷸러 혼합기(Turbula

mixer)를 이용하여 혼합하여 고순도 알루미나 도가

니에 넣고 1200oC에서 1시간 동안 용융하였다. 용

융된 시료를 공기중에서 급냉을 실시하여 RuO2-유

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복합체는 유발에서 1차 조분쇄를

실시하여 200 메쉬(mesh)의 시브(sieve)를 통과시킨

후 미분쇄를 위해 유성밀에서 직경 3 mm의 ZrO2

볼을 밀링미디어로 하여 200 rpm의 회전속도로 2

시간동안 밀링을 실시하였다. 밀링 분말은 80℃ 온

도의 오븐에서 24시간동안 충분히 건조를 실시하였

고, 325 메쉬 시브를 통과시켜 최종 RuO2-유리 복

합분말을 제조하였다.

후막 저항페이스트는 상기한 바와 같이 RuO2와

같은 전도성 입자와 접합 및 절연성 역할을 하는

유리 분말이 일정 비율로 유기 바인더에 분산된 것

이다. 저항페이스트 제조를 위해 먼저 RuO2 분말과

유리분말을 무게비 60:40의 비로 혼합한 후, 혼합

된 분말을 유기바인더에 60 wt%가 되도록 분산하

였다. 이 때, 유기바인더는 에틸셀룰로오즈(ethyl

cellulose) 레진과 용매인 터피네올(dehydro terpineol)

을 무게비 10:90로 하여 제조하였으며, 무기물(RuO2

분말과 유리분말)과 균일분산을 위해 3-roll mill을

이용하여 저항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동일조성의

RuO2 분말과 유리분말의 단순혼합분말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저항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후막저항 형성을 위

한 패턴의 개략도이다. 제조된 저항페이스트를 사

용하여 후막저항을 형성하기 전에 AlN 기판위에

먼저 스크린 프린팅으로 상용 Ag 페이스트를 인쇄

후 50oC/min으로 승온하여 850oC에서 10분간 소결

하여 전극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전극패턴

위에 저항패턴을 가로와 세로가 1 mm × 1 mm, 즉

가로와 세로 길이비가 1이 되도록 하여 스크린 프

린팅으로 인쇄하여 저항패턴을 얻었다. 이 때, 사용

된 스크린의 재질은 250 메쉬의 스테인리스 스틸

이며, 유체막의 두께는 20 μm이다. 저항인쇄 후

150oC에서 10분간 유지하여 건조하였고, 수평식 급

Fig. 1. A schematic of the thick-film resistor pattern
used for sheet resista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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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승온로를 이용하여 50oC/min의 승온속도로 850oC

에서 10 분간 소결 후 로냉을 거쳐 최종 후막저항

을 형성하였다.

소결된 후막저항체의 저항은 멀티미터(3457A,

Hewlett Packard, US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면

저항(R□)은 아래식 (1)로부터 계산하였다.

R□ (Ω /□) = R (1)

여기서, R은 저항, W는 저항체의 세로길이 그리고

L은 저항체의 가로길이이다. 또한, 온도저항계수인

TCR의 값은 아래의 식(2)으로부터 계산하였다.

(2)

여기서, R25와 R125는 각각 25oC와 125oC에서 측정

한 저항값이다. 후막저항의 단면의 미세구조는 FE-

SEM (JSM-6701, JEOL,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다.

결과 및 고찰

Fig. 2는 RuO2 분말, CZBAS 유리 분말(glass

frit), RuO2과 유리분말을 단순 혼합한 분말(RuO2-

유리 혼합분말), 그리고, CZBAS 유리 제조시 RuO2

를 함께 넣어 만든 RuO2–유리 복합분말에 대한 FE-

SEM 미세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Fig. 2(a)은 RuO2

분말은 약 20 nm의 미세한 입자를 가짐을 알 수

있다. Fig. 2(b)의 유리 분말은 약 5 μm의 입자크기

를 나타내었다. Fig. 2(c)는 RuO2-유리 혼합분말의

미세구조로 두 성분의 혼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부적으로 1 μm의 응집된 RuO2입자(밝은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RuO2-유리 복합분말(Fig.

2(d))의 경우, 입자크기는 유리분말의 크기와 유사

하고, RuO2는 균일한 혼합상태를 보이면서 유리입

자 내에 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RuO2가 포

함된 유리분말이 잘 만들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Fig. 3은 RuO2 분말, 유리 분말, RuO2-유리 혼합

분말, RuO2–유리 복합분말의 XRD 패턴을 보여주

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리분말

은 전형적인 비정질의 할로패턴(halo-pattern)을 나

타내었다. 유리분말과 단순혼합방법으로 제조된

RuO2-유리 혼합분말은 RuO2 결정에 대한 피크만

확인되었다. RuO2-유리 복합분말의 경우도 혼합분

말과 마찬가지로 RuO2 결정 피크만 관찰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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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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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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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SEM morphologies of (a) RuO2 raw powder, (b) CZBAS glass frit, (c) simple-mixed RuO2-glass powder

and (d) RuO2-glass composite powder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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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유리성분원료를 RuO2와 함께 융융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비정질 상으로 잘 만들

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유리제조시 융융공정에서

RuO2입자가 유리성분과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RuO2-유리 혼합분말과 RuO2–유리 복합

분말로 제조된 후막저항의 소결온도에 따른 면저항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a)의 혼합분말 시

편의 경우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면저항은 850oC

까지는 증가하다가 900oC에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850oC에서의 면저항값은10 Ω/□로 최대값을 보이고,

900oC에서는 9.1 Ω/□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후

막저항에서 유리는 유리전이온도를 넘어서면 온도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낮아지게 되고, 점성유동

(viscous flow)을 통해 소결시 전도성 재료인 RuO2

입자의 소결을 촉진하고, 세라믹 기판과의 접착력

을 부여하게 된다. 이 때, 유동성을 가진 유리는 쉽

게 RuO2입자들 사이에 침투하여 RuO2의 재배열을

촉진하고, RuO2 입자사이에 유리상을 형성하게 된

다[2, 5]. 그 결과로써, 소결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

항값이 RuO2에 비해 높은 유리상의 접촉이 많아지

기 때문에 면저항값은 증가하게 된다. 900oC에서의 감

소는 RuO2입자의 입자성장이나 재배열(rearrangement)

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0].

Fig. 4(b)의 복합분말 시편의 경우 소결온도에 따

른 면저항값 변화는 혼합분말 시편과 유사한 경향

을 보이며, 저항값은 혼합분말에 비해 크게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750 oC에서 48 Ω/□의 면저항 값은

850 oC에서 547 Ω/□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00 oC에서는 372 Ω/□로 감소하였다. 혼

합분말과 복합분말사이의 동일한 조성의 유리를 사

용하고 유리 첨가양도 동일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면저항 값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850 Ω에서는 복합분말 시편이 혼합분말 시편에 비

해 50배 이상 높은 면저항값을 보였다. Fig. 2(d)의

복합분말의 FE-SEM 미세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RuO2입자들은 절연성을 가진 유리상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혼합

분말에서와 같이 점성거동을 보이는 유리상이 RuO2

입자들 사이에 침투하는 공정이 필요 없게 된다. 오

히려 유리상 사이의 소결과 유리상 두께의 감소가

일어난다. 따라서, 복합분말시편에서 높은 저항값은

유리상에 의한 터널링 전도기구 (tunneling conducting

mechanism)가 RuO2상에 의한 금속 전도기구 (metallic

conducting mechanism)에 비해 지배적이기 때문이

다. 반면에 혼합분말 시편에서는 일부의 RuO2입자

는 50 oC/min의 승온속도와 10분의 유지시간 같이

Fig. 3. XRD pattern of (a) RuO2 powder, (b) glass

powder, (c) RuO2-glass simple-mixed powder and (d)

RuO2-glass composite powder.

Fig. 4. Change of sheet resistance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for thick-film resistors: (a) RuO2-

glass simple-mixed sample and (b) RuO2-glass

composit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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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소결공정 시간으로 인해 유리상에 둘러싸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혼합분말에서의 전도는 RuO2

상에 의한 금속 전도기구와 터널링 전도기구에 의

해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합분말

시편에 비해 낮은 저항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Fig. 5는 RuO2-유리 혼합분말과 RuO2–유리 복합

분말로 제조된 후막저항의 소결온도에 따른 TCR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편종류와 관계없이 TCR 또한 Fig. 4의 면

저항값과 같이 소결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a)의 혼합분말 시편의 경우 소결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TCR값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50 oC에서 1157 ppm/oC의 TCR 값은

900 oC에서 477 ppm/oC로 감소하였다.

Fig. 5(b)의 복합분말시편의 경우 TCR은 소결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850 oC이상 온도에

서는 다소 상승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면저항값

과는 달리 TCR 에서는 혼합분말과 복합분말 사이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면저항값은 미세구조에 의해 지배되지만 TCR은 재

료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11, 12]. 유리의

유동성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800 oC 이하에서는

3600 ppm/oC의 높은 양(positive)의 TCR을 가지는

재료인 RuO2가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TCR을 나타내고,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이 증가한 유리상에 의해 RuO2 입자들이 둘

러싸이게 되면 TCR은 RuO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TCR을 갖는 유리의 영향이 크게 되어 TCR은

감소하게 된다.

Fig. 6은 850 oC에서 10분 소결한 후막저항 단면

을 FE-SEM으로 관찰한 미세구조이다. Fig. 6(a)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혼합분말 시편의 경우 기공

이 많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빠른 승

Fig. 5. Change of TCR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for thick-film resistor; (a) RuO2-glass simple

mixed sample and (b) RuO2-glass composite sample. Fig. 6. FE-SEM microstructure for cross section of thick-

film resistor sintered at 850 oC for 10min on AlN

substrate; (a) RuO2-glass simple-mixed sample and (b)

RuO2-glass composit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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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속도와 짧은 유지시간과 같이 소결공정시간이 매

우 짧아 RuO2의 입자들이 유리 기지내에 재배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Fig 6(b)

의 복합분말 시편의 경우, 매우 치밀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이는 RuO2 입자는 이미 소결전 초기

분말상태에서 유리 입자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

기 때문에 후막의 소결은 주로 유리상에 의한 소결

거동에 지배 받기 때문이다. 

Fig. 7은 850 oC에서 10분 소결한 후막저항의

XRD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복합분말에서 유리상

에 둘러싸여 있어 RuO2 피크가 혼합분말에 비해

낮은 세기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혼합분말 시

편과 복합분말 시편 사이의 패턴의 차이는 크게 나

타나지 않았다. 다만, 유리상의 결정화로 인해

CaSiO3 상과 ZnAl2O4 결정상이 관찰되었다. AlN 결

정피크는 후막저항 기판으로 사용한 AlN 소재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uO2-유리 복합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후막저항의 전기적 특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RuO2-유리 복합분말은 RuO2와 유리상이 상호 화학

적 반응이 없이 RuO2가 유리상에 완전히 둘러싸여

균일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50 oC

에서 소결한 후막저항의 면저항값을 측정한 결과,

혼합분말 시편은 10 Ω/□이고, 복합분말 시편은

547 Ω/□로 복합분말 시편이 50배 이상 큰 면저항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TCR은 두 시편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850 oC이상에서는 복

합분말시편이 단순혼합분말 시편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값을 가졌다. 후막저항 미세구조 관찰결과, 단

순혼합분말의 경우 많은 기공이 관찰되는 반면, 복

합분말시편은 치밀한 미세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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