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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gative-temperature coefficient (NTC) thermistors based on nickel manganite spinel (NiMn2O4) are widely used for many
applications, such as sensors and temperature compensators, due to their good thermistor characteristics and stabilities. However, to
achieve thermistors with a high NTC B constant, which is an important figure of merit pertaining to the degree of temperature
sensitivity, the activation energy should be high such that high resistivity at ambient temperatures results. To obtain a high B constant
and low resistivity, Al and Si modified spinel structured Ni0.6Si0.2Al0.6Mn1.6O4 hybrid thick films with the conducting metal oxide of
LaNiO3 were fabricated on a glass substrate by aerosol deposition at room temperature (RT). The NTC-LaNiO3 hybrid thick films
showed resistivity as low as < 100 kΩ cm at 90

o
C, which is one or two orders of magnitude lower than that of the monolithic NTC

films, while retaining a high B constant of NiMn2O4 of over 5500 K when 20 wt% LaNiO3 was added without a post-thermal
treatment. These phenomena are explained by the percolation threshold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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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친환경

지능형 자동차, 모바일 전자기기 등의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정밀한 센서가 요구되는

데, 그 중 온도에 따라 재료의 저항이 변하는 서미스터

(thermistor)는 대표적인 온도 감지 센서소재로서, 그 종류

에는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와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가

있다.
1-11)

 NTC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감소하는 현상

을 가진 반도성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저항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

다.
1-11)

 현재, 대부분의 상업적인 NTC 서미스터는 Mn, Co,

Ni, Cr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 천이금속 산화물로

서, 분자식으로는 AB2O4인 스피넬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11)

온도 센서의 경우에 NTC 정수 (B 정수)가 높을수록 온

도 변화에 대한 감도가 좋기 때문에 B 정수가 높은 NTC

재료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최근 소자의 경박단소화를 위

하여 박막/후막형의 NTC 서미스터 소자의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높은 B 정수를 가지는 NTC 재료의 경우에 높은

상온저항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Polaron hopping

의 활성화 에너지가 높기 때문이다.
4,9)

 실제적인 응용에 있

어서 높은 B 정수를 가지는 재료가 필요하지만, 수반되는

높은 저항으로 인하여 적용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실

제적인 소자응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높은 B 정수를 가

짐과 동시에 상온저항을 충분히 낮은 NTC 후막 필름의 연

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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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진공 분말 분사법(Aerosol Deposition, AD)은 결정

성이 높은 (서브) 마이크론 크기의 분말을 이송 가스에

실어 다양한 기판에 고속 충돌시켜 고밀도의 세라믹 박

막/후막을 상온에서 형성하는 필름 제조 방법으로, 증착

속도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세라믹 필름 형성에 응용되고 있다.
9-15)

 특히 AD

는 나노입자가 분산된 하이브리드 복합체 필름을 만드는

데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원료분말

을 분사 이전 단계에서 혼합하여 동시 분사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복합체 필름 제조 방법을

통하여 나노 크기의 무기 흡착제가 분산된 TiO2-TCP (Tri-

calcium Phosphate) 복합 광촉매 필름,
15)

 자왜 재료 나노

입자가 압전 기지상에 분산된 자기-전기 복합체 (ME;

Magnetoelectric composite) 필름
14)

 등이 연구 개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를 이용하여 스피넬 구조를 가지는

NTC 기지상과 산화물 전도입자인 LaNiO3 (LNO) 상을 입

자 복합화하여 하이브리드 서미스터후막을 유리 기판에

증착하고 온도에 따른 저항특성을 평가하였다. AD 공정

에 의한 NTC 서미스터 후막은 나노결정립을 가지게 됨

으로써, 동일조성의 서미스터 세라믹스/스크린 프린팅 후

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B 정수 (일반적으로 >1000

K 이상 높음)를 가지는 동시에, 높은 비저항을 가지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9,10)

 이러한 나노결정립에 의해 나타

나는 높은 저항은 수백도의 후열처리 공정을 이용한 결

정립 성장을 통해 낮출 수 있지만 동시에 B 정수의 감소

도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조성에 따라서는 스피넬상의 분

해가 일어날 수 있다.
10)

 본 연구에서는 후열처리 공정을

통하지 않고, B 정수의 변화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저항

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LNO 전도성 입자를 NTC 기

지상 내에 균일 분산시킨 하이브리드 NTC 서미스터 후

막제조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매우 높은 B

정수 ( > 5166 K)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스피넬 구조의

NiSiAlMnO4 계 NTC 서미스터 기지상 재료
16)
에 LNO 전

도성 입자의 비율을 0 ~ 30 wt% 범위로 첨가 하여, 첨가

된 전도성 산화물의 함량에 따른 B 정수의 변화 및 저항

등의 NTC 서미스터 특성을 관찰하였다. LNO 전도성 입

자는 높은 전자밀도로 인하여 전자 전도성을 가지는 재

료이기 때문에 NTC 기지상의 서미스터 정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복합체의 전기저항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었다.

2. 실험방법

전도성 입자가 분산된 하이브리드 NTC 필름을 제조하

기 위하여 NiMn2O4 계의 스피넬 구조 NTC 분말과 대표

적인 산화물 전도체인 LaNiO3 분말을 각각 별도로 준비

하였다. NTC 조성은 매우 높은 NTC B 정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Ni0.6Si0.2Al0.6Mn1.6O4의 조성을 선정하였

으며,
16)

 이를 합성하기 위한 출발원료로서 시약급의

Mn2O3(99%, Sigma Aldrich Co.), NiO(99.97%, 고순도

화학, Japan), SiO2(99.5%, SAC, Korea), Al2O3(99.9%,

APK-30, Sumitomo Chemical. Co., Japan)를 사용하였다.

칭량된 원료분말을 고순도 지르코니아 볼과 에탄올을 함

께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병에 넣어 24시간 볼밀하

였다. 혼합된 분말을 건조시킨 후 스피넬 상을 형성하기

위해 1200
o
C에서 10시간 하소하였다. 하소한 분말은

planetary mill을 이용하여 10시간 동안 분쇄하여 상온 분

사공정에 적합한 입자 크기인 1 ~ 2 µm의 평균입경을 가

지도록 제어하였다. 첨가되는 LNO 분말은 변형 sol-gel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출발원료로는 시약급의

La2O3(99.99%), C4H6NiO4·4H2O (98%, Sigma Aldrich Co.)

를 사용하였다. 에탄올과 C4H6NiO4·4H2O를 150
o
C에서 가

열하며 1시간 동안 혼합한 뒤, 이후 La2O3를 첨가하여 가

열, 혼합 후 젤 형태가 되도록 한 뒤 회전 응축기를 이용

하여 건조하였다. 이후, 지르코니아 볼과 에탄올을 건조

된 젤 분말과 함께 고밀도 폴리에틸렌 병에 넣어 40시간

볼밀을 통하여 젤을 분쇄하였다. 분쇄된 분말을 건조시킨

후 850
o
C에서 20시간 열처리 하여 LNO 상을 합성하였다.

하소한 분말은 planetary mill을 이용하여 10시간 동안 분

쇄하여 NTC 분말과 마찬가지로 상온 분사공정에 적합한

입자 크기를 가지도록 준비하였다.

합성된 분말은 성막 중에 비중차이에 의한 비산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결 과립법(Freeze granulation)
17)
으

로 복합 과립을 제조하였다. 먼저, 두가지 분말을 (1-x)NTC

+ xLNO(x = 0, 10, 15, 20, 25, 30 wt%)의 비율로 혼합한

뒤 3차 증류수에 무게비로 60%가 되도록 슬러리화 하였

다. 혼합된 슬러리에 분산제(CERASPERSE 5468CF, SAN

NOPCO Korea)와 바인더(HS-BD 20A, SAN NOPCO Korea)

를 각각 0.8, 7.5 wt% 첨가한 뒤, 초음파 분산기를 이용하

여 10분간 혼합하였다. 혼합된 분말을 액체질소가 담긴

용기에 분사시켜 순간적으로 동결 과립으로 형성하였다.

진공을 이용하여 질소와 슬러리내의 수분을 승화 과정을

통하여 제거하였고, 동결과립 공정시 사용된 유기 분산제

와 바인더 제거를 위해 분말을 500
o
C에서 2시간 열처리

하였다.

얻어진 혼합 과립은 건조공기를 이송가스로 이용하여

직사각형의 5 × 0.4 mm
2
의 노즐을 통하여 상온에서 유리

기판에 진공 분사 코팅하였다. 이때 유리기판과 노즐의

간격을 약 5 mm 거리로 유지하였으며, 공기와 함께 가속

화된 NTC + LNO 서미스터 복합 입자들이 기판표면에 고

속으로 충돌, 앵커링(anchoring)되어 고밀도의 하이브리드

NTC + LNO 서미스터 필름이 유리기판상에 성막되었다.

이때, 상온 분사 공정에 의해 얻어진 후막은 5 × 10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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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약 10 ~ 20 µm의 두께를 갖도록 분사시 기판 왕복

횟수를 조절하였다.

코팅에 사용된 복합 과립분말과 하이브리드 NTC 필름

의 결정상은 X선 회절 분석기(XRD, D-MAX 2200,

Rigaku Co., Tokyo, Japan)로 분석하였고, 형성된 후막의

단면 또는 표면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EM, JSM-

5800, JEOL Co., Tokyo, Japan)으로 확인하였다. 온도 변

화에 따른 후막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DC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두 개의 Pt 전극을 후막의 양 끝 단에

코팅하였다. 이때 전극간의 거리는 200 µm로 고정하였다.

코팅된 Pt 전극은 상온 silver paste를 이용하여 전선과 연

결하고 243-403 K(−30~130
o
C)의 온도범위에서 Digital

Multi-meter(2700, Keithley Co., USA)로 저항을 측정하였

으며 식(1)을 이용하여 비저항(resistivity)을 계산하였다. 시

료의 온도범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챔버 크기 300 × 400 ×

500 mm
3
의 대류형 항온 항습 챔버를 사용하였다.

(1)

여기서 ρ는 재료의 비저항, R은 저항, l는 전극간의 거리,

s는 필름의 단면적이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비저항 기

울기를 나타낸 B 정수는 식(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

R60와 R100은 각각 60
o
C와 100

o
C에서 측정된 전기저항이

며, T60와 T100는 60
o
C와 100

o
C의 Kelvin 온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NTC 서미스터에서는 B25/50, B25/80 등의 B 정

수를 측정하나, 본 연구에서 제조된 하이브리드 NTC 서

미스터의 경우 상온에서 계측기의 측정 범위 이상의 높

은 저항 값으로 측정이 불가한 조성들이 있어서 대부분

의 시료들이 측정가능하였던 B60/100을 기준으로 특성 비

교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NiMn2O4 계의 스피넬구조 NTC

서미스터들은 상온 ~ 100도 내외의 온도범위에서는 온도

의 변화에 따라 기울기의 변화없이 저항값이 지수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B60/100 정수만으로도 시료들의 전기적인

변화 비교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AD 성막에 사용된

AD 공정은 입자의 고속 분사를 위하여 이송가스를 사용

하기 때문에 복합 분말의 경우 입자의 밀도에 따라 각각

의 분말이 비산되는 정도나 분사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입자를 혼합한 뒤 동결 과립 공정을 통하여 Fig. 1과 같

이 구형의 복합 과립을 형성한 뒤 성막 공정을 수행하였

다. 동결 과립 공정으로 형성된 과립의 크기는 Fig. 1(a)

에서 보인 바와 같이 평균입경이 약 40-50 µm 정도의 구형

으로 이루어 졌으며, 확대된 미세구조를 살펴보면 (Fig. 1(b),

(c)) 일반적인 분무건조와 유사하게 비교적 치밀한 미세

구조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복합화된 과립의 표면을

EDS 분석한 결과를 Fig. 1(d)에 도시하였으며, LNO 전도

입자의 La의 분포가 미세구조 전체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과립내에 LNO가 잘 혼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배

율의 SEM 미세구조 (Fig. 1(c))에서도 밝은 색으로 나타

나는 LNO 입자가 과립내에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제조된 과립을 사용하여 AD 법으로 하이브리드 복합

NTC 필름을 성막하여 SEM 단면, 표면 미세구조를 Fig. 2

에 도시하였다. Fig. 2는 성막된 하이브리드 복합 NTC 필

름중 15 wt%의 LNO가 첨가된 시료에 대한 미세구조로서

Fig 2(a)의 저배율 단면 미세구조를 통해 두께 약 20 µm

의 하이브리드 복합 NTC 필름이 성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비저항의 계산을 위한 시료의 두께는 이러한

ρ Ω cm⋅( ) R
s

l
--=

B60/100

R60/R100( )ln

1/T60( ) 1/T100( )–
---------------------------------------=

Fig. 1. (a)-(c) SEM micrographs of granulated NTC+15wt%

LNO composite powder and (d) La-element EDS map

image of boxed area in (c).

Fig. 2. SEM micrographs of NTC-15wt% LNO hybrid thermistor

thick film by AD. (a),(b) Cross-section and (c),(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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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단면 미세구조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단면의 미세구

조를 확대하여 촬영한 미세구조를 Fig 2(b)에 도시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마이크론 크기 이상의 거대 기공이나 균

열이 없이 치밀한 구조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치밀한 미세구조는 Fig. 2(c), (d)의 표면 미세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크론 크기 이상의 기공이나 균열

이 필름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표면 미세구조에서 전형적인 AD 법에 의해 제조된 필름

과 같이 타 박막 공정에 비해서 다소 거친 미세구조를 볼

수 있으며, 이는 강한 속도 에너지에 의한 입자의 충돌현

상에 의해서 성막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

로 이해된다. Fig. 3에 도시된 본 연구에 제작된 모든 조

성의 하이브리드 복합 NTC 필름의 표면 미세구조를 살

펴보면 조성의 변화에 따라 미세구조는 크게 차이가 없

음을 볼 수 있다. 성막된 하이브리드 복합 NTC 필름은

조성에 관계없이 기공이나 균열이 관찰되지 않는 매우 치

밀한 미세구조를 보이며, 다소 거친 표면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미세구조는 재료의 고유 저항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요철

에 의한 두께편차를 낮추기 위하여 온도-전기저항 측정시

표면연마를 통하여 평탄화 공정을 수행한 후 전극처리 하

였다. 

Fig. 4는 성막에 사용된 복합 과립과 성막된 필름의

XRD 분석 결과를 조성의 변화에 따라 도시한 그래프이

다. Fig. 4(a)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각각 합성된 NTC

분말과, LNO 분말은 모두 이차상이 없는 순수 스피넬 구

조와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LNO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약 32.5도 부근의 LNO의 주피크

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동결과립화 공정중에 LNO와 NTC의 함량비율이 의도된

조성으로 제어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성막된 하이브리

드 복합 필름에서도 Fig. 4(b)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동일

하게 나타났다. LN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LNO의 주피

크 강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과립

의 XRD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조성에서 LNO 주

피크의 강도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과립

과 성막 필름의 NTC-LNO 혼합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하

였거나, AD 공정중에 기지상의 입자가 나노결정립으로

미세화되어 회절강도가 낮아지는 현상에 의해서도 나타

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막된 필름 내에 존

재하는 La의 함량을 SEM의 ED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론적인 함량과의 비교를 Fig. 5에 도시하였다. La은 하

이브리드 NTC 복합 필름 내에서 LNO의 함량을 직접적

으로 반영하는 원소이다. LNO 첨가량에 따른 La 함량의

변화는 이론적으로 약 4 ~ 12 at%의 범위에서 선형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실제 필름 내에 존재하는 La의 함량은

이보다 다소 높은 함량이 하이브리드 존재 하는 것으로

Fig. 3. SEM surface micrographs of NTC-LNO hybrid films with different LNO contents. (a) 0, (b) 10, (c) 15, (d) 20, (e) 25, and (f)

30 wt%LNO added NTC thermistor films.

Fig. 4. XRD patterns of (a) granulated powders before AD and

(b) as deposited NTC-LNO hybrid thermistor films

with different LNO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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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으나, EDS 분석의 오차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이

론적인 값과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성막내의 La의 함량은 이론적인 La 함량의 변화와 유

사하게 LN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따라서 앞의 XRD 결과에서 과립대비 성막 필름

에서 LNO의 주피크 강도 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성막 필름에서의 LNO의 함량이 과립에서의 함량보다 많

아서이기 보다는 NTC 기지상의 결정립이 AD 성막 공정

중에 높은 기계적 충돌 에너지에 의한 나노결정립화 됨

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은 AD에

의한 흡착제 첨가 TiO2 광촉매 필름,
15)

 ME 입자 복합체

필름
14) 
등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이상의 XRD와 EDS 결

과로부터 동결 과립에 의한 NTC-LNO 하이브리드 NTC

복합 필름의 LNO 함량은 의도한 LNO의 함량과 큰 차이

없이 첨가되었으며, 과립내의 LNO의 함량제어에 따라 필

름내의 LNO 함량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6은 NTC-LNO 하이브리드 NTC 복합 필름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과 비저항의 변화를 나타낸다. 비저항은

식 (1)을 이용하여 저항과 측정 시료의 면적, 두께, 전극

간 거리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과 비저항의 변화가 지수적으로 감소

하는 전형적인 NTC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LNO의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동일한 온도에서의 저항/비저항 값

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NTC 특성 정수

인 B 정수는 20% 이하의 낮은 함량에서는 첨가되지 않

은 NTC 필름 대비 소폭 감소하며 유지되었고, 그 이상의

LNO가 첨가된 하이브리드 NTC 복합 필름에서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NO가 첨가되지 않은

NTC 필름이나 낮은 함량의 하이브리드 NTC 복합 필름

들은 저항값이 매우 높아서 상온에서는 계측기의 측정 한

계 (120 MΩ)를 넘어 측정이 불가하였다. 이런 현상을 명

확히 하기 위해서 Fig. 7에 LNO의 함량에 따른 B60/100과

90도에서의 비저항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Fig. 6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LNO 함량이 10 wt%만 첨가되더라도 비저

항은 순수한 NTC 필름의 2.3 MΩcm의 매우 높은 비저항

이 250 kΩ 이하의 약 1/10 정도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B 정수의 경우는 20 wt% LNO 첨가까지는

약 5600-5400 K 정도로 매우 높은 값을 유지하다 그 이

상의 LNO가 첨가되면 4600 K 정도로 감소하고 LNO가

30 wt%가 첨가된 하이브리드 NTC 복합 필름의 경우에는

약 4250 K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의 하단

에 게시된 Percolation threshold 개략도를 통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11)

 즉 NTC의 함량이 낮을

때에는 첨가된 전도성 LNO 입자가 서로 독립되어 개별

Fig. 5. A comparison of theoretical and EDS analyzed La

contents in NTC-LNO hybrid thermistor thick films as

a function of the LNO content.

Fig. 6. (a) Resistance and (b) Resistivity variation of NTC-

LNO hybrid thermistor thick film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ig. 7. NTC thermistor properties (B60/100 constant and ρ at

90
o
C) of NTC-LNO hybrid thermistor thick films as a

function of the LNO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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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영역1; Isolated particles), 함량

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전도성 입자가 상호 연결되면

서 군집을 형성(영역2; Incomplete network)하게 될 것이

다.
11)

 이러한 군집은 전도성 입자가 더욱 많이 첨가됨에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 (영역3; Percolation)

하게 된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미세구조를 STEM과

EDS를 사용하여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 보고한 바 있

다.
11)

 영역 2까지의 경우에는 비록 전도성 입자들이 군집

을 이루고 있지만, 완전히 연결된 전기적 전도 채널을 형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NTC 기지상의 반도성 특성이 전

체 복합체 필름에서 큰 변화 없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비저항 특성은 혼합법칙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감소할 것

이다. 만약 함량이 더욱 증가하여 전도성 입자들의

Percolation이 발생하고 전기적인 전도 채널이 될 수 있는

전도 입자 네트워크가 복합체 필름 내에 생기기 시작하

면 전기저항은 더욱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NTC 특성 또

한 LNO 전도 입자의 전기전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할 것

이다. Fig. 7의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NTC-LNO

하이브리드 복합 필름에서 20-25 wt% 사이에서 갑작스런

B 정수의 감소와 저항이 관찰되는 바, LNO 입자의 NTC

기지상 내에서의 Percolation 영역이 이 함량 범위에 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높은 B 정수

를 유지하고, 낮은 비저항을 가지는 NTC-LNO 하이브리드

NTC 복합 필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NTC 기지상에 분산

되는 전도성 LNO 입자의 함량이 20 wt%까지로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이상의 LNO 함량은 비록 비저항은 더욱

낮출 수 있지만, LNO 입자의 Percolation에 의해 B 정수

의 동시 저하를 수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l과 Si로 변형된 NiMn2O4 계 스피넬

구조의 NTC 서미스터 분말(Ni0.6Si0.2Al0.6Mn1.6O4)과 전도

성 산화물 입자인 LaNiO3를 혼합, 동결과립화 한 뒤, 상

온 진공 분말 분사법을 통하여 유리기판에 하이브리드

NTC 후막 필름을 제조하였다. 이는 Ni0.6Si0.2Al0.6Mn1.6O4

스피넬 구조로 인한 높은 B 정수를 가짐과 동시에 LaNiO3

를 통해 상온저항을 낮추어 주기 위함이다. 동결과립화

공정을 통하여 이종 입자의 혼합 비율을 성막 필름에서

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NTC-LaNiO3 하이브리드 후막 필름의 저항은

25 wt%까지 상온에서 측정이 가능하였으며, 비저항치는

LaNiO3가 들어가지 않은 NTC 대조군을 제외한 모든 필

름이 대조군의 1/10 정도의 100kΩ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낮은 저항치에도 온도

센서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B 정수는 20 wt%까지 5400 K

이상을 유지하였고, 이는 Percolation threshold 개략도 중

에서 군집 형성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첨가된 LNO의

양이 10 ~ 20 wt%인 경우에 본 연구의 목적인 높은 B 정

수를 유지하고, 낮은 비저항을 가지는 NTC-LNO 하이브

리드 복합필름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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