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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Nb2O5 and sintering time on the positive temperature of coefficient

of resistivity (PTCR) behavior of lead free Ba0.99(Bi0.5Na0.5)0.01TiO3 (BBNT) ceramics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fabricate a PTC thermistor with high Tc temperature more than 140℃. In particular, BBNT

ceramic doped with 0.1mol% Nb2O5 and sintered at 1350℃ for 4 h has significantly increased Curie

temperature (Tc) of about 200℃, showed good PTCR behavior of room-temperature resistivity (ρrt) of 40

Ω․㎝, a high ρmax/ρmin ratio of 43.78×10
3 and a large resistivity temperature factor (α) of 16.1%/℃. With

increasing addition of Nb2O5 content, the ρrt decreased to a minimum value of 40 Ω․㎝ at 0.1mol% Nb2O5

and the ρrt increased for x value over 0.1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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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강유전체를 대표하는 재료로써 BaTiO3 (BT) 세라믹

은 상온에서 절연체이나 La 또는 Nb과 같은 미량의

불순물을 도핑함으로써 n형 반도성을 지니게 된다. 이

렇게 도핑된 BT계 세라믹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

방정계(tetragonal)에서 입방정계(cubic)로의 상전이 온

도인 큐리 온도(Tc) 부근에서 저항이 비선형적으로 급

격히 증가하는 PTCR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ivity)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1,2].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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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R 효과를 기반으로 과전류 보호기, 가정용 히터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또한 PTC thermistor 소자가 전기회로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큐리 온도 이하의 저온에서는 저항값

이 부하저항에 비하여 매우 작아야 하며, 반대로 큐

리 온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소자의 저항값이 부하저

항에 비하여 대단히 커서 회로에 과전류가 흐르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PTC

thermistor의 개발연구는 상온에서의 저항을 가급적

낮추면서 동시에 Tc 부근에서의 저항값 변화를 나타

내는 PTC jump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3,4]. 특히, BT 세라믹의 조성을 변화시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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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R 특성을 얻기 위한 방법은 비교적 손쉬운 방법

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를 갖는 BT 세라믹의 조성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

로 Ba
2+
의 위치에 동일한 원자가를 치환시킬 수 있으

며, 이렇게 치환된 원소에 의해 BT계 세라믹의 Tc를

조절할 수 있다. 현재까지 BT계 세라믹의 Tc를 120℃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490℃의 Tc를 갖는

PbTiO3를 일부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근들

어, 환경 친화적인 재료의 개발을 위해 Pb를 포함하

지 않는 무연계 세라믹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Pb를 포함하지 않는 PTC thermistor

재료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지고 있다

[5,6].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한 PTCR 특성을 갖으

며 고온에서 응용을 위한 무연 PTC thermistor의 조

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Ba0.99(Bi0.5Na0.5)0.01TiO3 + x

mol% Nb2O5 조성을 사용하여 x (=Nb)의 첨가량과

소결시간에 따른 미세구조 및 PTCR 특성을 조사하

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다음의 조성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산

화물 혼합법으로 시편을 제조하였다.

Ba0.99(Bi0.5Na0.5)0.01TiO3 + x mol% Nb2O5
(x=0.05, 0.075, 0.1, 0.15)

99%이상의 순도를 가지는 원료를 조성에 따라 10-4

g까지 칭량하였고 아세톤을 분산매로 하여 3 Φ 

zirconia ball을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혼합, 분쇄하였

다. 볼밀한 시료를 항온조에서 12시간 이상 건조한

뒤, 알루미나 도가니로 1,000℃에서 2시간 하소하였

다. 하소된 시료는 다시 24시간 동안 재 혼합 분쇄

하였다. 건조된 시료에 PVA(5 wt% 수용액)를 혼합

하여 9 Φ의 몰더로 2 ton/㎠의 힘으로 성형하여 600℃

에서 3시간 burn out 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1,350℃

의 소결온도 에서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으로 소

결시간을 변화시켰다. 이 때 승온 속도는 분당 5℃로

하였으며, 냉각 속도는 1,000℃까지 분당 10℃로 한

뒤 상온까지는 자연냉각을 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결

정구조 및 미세구조 분석을 위하여 각각 XRD (Rigaku,

D/MAX 2,500 V/PC)와 SEM (Hitachi, S-4,300)을 이용

하였다. 또한 제작된 시편의 PTCR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1.5 ㎜로 연마 후 Ag-Zn 전극을 시편 상․하부

면에 도포한 후 600℃에서 열처리를 하였다. 열처리

를 마친 시편은 상온에서 400℃까지 온도를 증가시키

면서 5℃ 간격으로 시편의 저항을 측정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digital multimeter

(KEITHLEY, 2,000 multimeter)를 이용하였으며 식 (2-1)

을 이용하여 비저항 ρ를 계산하였다.

   ·  (2-1)

여기서 R은 저항, d는 시편의 두께, A는 시편의 면

적이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비저항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저항 온도 계수 α (resistivity temperature

factor)는 식 (2-2)로부터 계산하였다.

  × 

log



× (2-2)

여기서, T1은 Tc, T2는 T1+50℃, R1은 T1에서의 저

항, R2는 T2에서의 저항이다.

3. 결과 및 고찰

0.075 mol%0.05 mol%

(a) (b)

0.15 mol%

(c) (d)

0.1 mol%

Fig. 1. Microstructure of BBNT + x mol% Nb2O5 ceramics

sintered at 1,350℃ for 4 h.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제24권 제7호 pp. 559-562, 2011년 7월: 오영광 등 561

20 30 40 50 60 70 80

(2
11)

(1
12)

(2
01)

(1
02)(2

00)
(0

02)

(1
00)

(0
01)

(1
01)

(1
11)

0.15 mol% Nb2O5

0.1 mol% Nb2O5

0.075 mol% Nb2O5

0.05 mol% Nb2O5Inte
nsi

ty (
 ar

b.u
nits

 )

Diffraction angle ( 2θ )

Fig. 2. XRD pattern of the BBNT ceramics sintered at

1,350℃ for 4 h.

Fig. 3. The resistivity at room temperature of BBNT +

x mol% Nb2O5 ceramics with variation of sintering time.

그림 2는 Nb2O5 첨가량을 0.05 mol%에서 0.15

mol% 까지를 변화시켜 1,350℃에서 4시간 동안 소결

한 시편의 미세구조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a)에서

보이는 것처럼 0.05 mol% 의 Nb2O5를 첨가한 시편의

경우 다소 불균일한 평균 입자의 크기가 관찰되었으

나, 0.075 mol% 이상의 Nb2O5를 첨가함으로써 그림

2(b), 2(c)에서 보듯이 약 23 ㎛ 정도의 평균 입자 크

기를 가지는 매우 균일한 미세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

다. 그러나 0.15 mol%의 Nb2O5를 첨가하였을 때에는

그림 3(d)에서 알 수 있듯이 Nb2O5가 입계에 편석되

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 것이라 사료된다 [6,7].

그림 2는 Nb2O5 첨가량을 0.05 mol%에서 0.15

mol%까지를 변화시켜 1350℃에서 4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의 X선 회절패턴을 나타낸다. 모든 시편은 페로브

Fig. 4. Temperature dependance of resistivity of BBNT +

0.1 mol% Nb2O5 ceramics with variation of sintering time.

스카이트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시편의 결정구조는

정방정(tetragonal)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3은 1,350℃의 소결온도에서 소결시간의 변화

와 함께 BBNT 세라믹의 Nb2O5 첨가량에 따른 상온

비저항 값을 보여준다. 1,350℃에서 4시간 동안 소결

된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는 소결시간 변화와

Nb2O5 첨가량에 대하여 상온 비저항 값에 큰 변화가

없는 약 100 Ω․㎝ 이하로 낮은 비저항 값을 나타내

었으며, 1,350℃에서 4시간 이상 소결한 시편의 경우,

절연체에 가까운 상온비저항(ρrt) 값을 보여 그림 3에

나타낼 수 없었다. 그러나 1,350℃에서 4시간 동안 소

결된 시편에서는 Nb2O5 첨가량의 변화에 대하여 상

온 비저항 값에 큰 차이를 보였다. Nb2O5 첨가량을

0.1 mol%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상온 비저항은 약 40

Ω․㎝ 로 최소값을 보이고 그 이상 첨가 하였을 때

비저항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BBNT 세라믹에 Nb2O5

를 0.1 mol% 까지 첨가하면 식 (3-1)과 같이 Nb
5+
이온

이 Ti
4+
위치에 치환됨으로써 전자보상 (electron

compensation)에 의한 잉여전자가 방출되어 전도도가

증가한다.

 → 
·        ′ (3-1)

하지만, Nb2O5의 첨가량이 0.1 mol%를 넘게 되면,

Nb
5+
이온이 입계에 편석 (segregation)되어 입자의

내부 (grain interior)보다 입계 (grain boundary)에

존재하는 양이 증가함으로써 전자를 trapping하는

acceptor로써 작용하여 입계의 저항층을 형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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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TCR behavior of BBNT + x mol% Nb2O5

ceramics with variation of sintering time.

Sintering
time

Nb2O5
(mol%)

ρr
(Ω․㎝)

ρmax/ρmin

(×10
3
)

α
(%/℃)

30 min

0.05 34 0.42 4.65

0.075 19 0.09 4.10

0.1 88 0.11 3.09

0.15 36 0.41 1.71

1 hour

0.05 25 0.67 6.86

0.075 22 0.32 6.47

0.1 16 0.61 5.44

0.15 13 1.87 2.61

2 hour

0.05 39 16.80 9.57

0.075 37 6.70 9.51

0.1 16 9.52 12.01

0.15 20 30 9.48

4 hour

0.05 560 2.43 12.64

0.075 223 2.91 13.47

0.1 40 43.78 16.10

0.15 1004 3.91 6.94

전위 장벽층(potential barrier)의 높이가 증가하여 상

온 비저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는 BBNT + 0.1 mol% Nb2O5 세라믹의 소결

시간 변화에 대하여 상온에서 400℃까지 온도 증가에 따

른 비저항 ρ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350℃의 소결

온도에서 소결시간에 변화를 주어 제작된 모든 시편에

서는 PTCR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비저항 점프특성(ρ

max/ρmin)은 소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13×102에서

4.3×10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저항 온도 계수 α 또한

비저항 점프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소결시간

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였다가 1,350℃에서 4시간 동

안 소결하였을 때 16.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표 1은 소결시간 변화에 따라 제조된 시편의

PTCR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Pb계의 세라믹 히터보다 우수

한 특성을 갖는 친환경 Pb-free PTC 써미스터의 조

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BT 세라믹에 BNT를 일부 고

용한 BBNT 조성에 미량의 Nb2O5를 첨가하여 미세구

조 및 소결시간의 변화에 따른 PTCR 특성을 조사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350℃에서 4시간 소결한 BBNT + x mol% Nb2O5

세라믹은 정방정(tetragonal)상의 결정 구조를 가졌

으며, 0.1 mol% Nb2O5가 첨가되었을 때 약 23㎛의

평균 입자크기의 균일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2. 소결시간 변화에 따른 상온 비저항 값은 30분, 1시

간, 2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에는 Nb2O5 첨가량에

대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4시간 동안 소

결한 시편에서는 0.1 mol% Nb2O5가 첨가 될 때까

지 상온 비저항이 감소하다 그 이상 첨가 시 증가

하였다.

3. 1350℃에서 4시간 소결한 BBNT + 0.1 mol%

Nb2O5 세라믹은 상온 비저항 ρr이 약 40 Ω․㎝이

었으며, 4.3×10
4
의 높은 비저항 점프특성(ρmax/ρmin),

16.1%/℃의 저항 온도 계수 α값을 가지는 우수한

PTCR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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