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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n thermistor films of solutions with nickel and manganese oxides were prepared by 

metal-organic decomposition (MOD).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annealing temperatur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results 

indicated that the thin films had a thin thickness, smooth and dense surface. The crystallization 

temperature of 414.9℃ was confirmed from thermogavimetric-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TG-DTA) 

curve. A single phase of cubic spinel structure was obtained for the thin film annealed from 700℃ to 800℃, 

which was confirmed from the X-ray diffraction (XRD). From the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in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HRTEM), the nano grains (2∼3 nm) of 

spinel phase with (311) and (222) planes were detected for the thin film annealed at 500℃, which could 

be applicable to read-out integrated circuit (ROIC) substrate of the uncooled microbolometer with low 

process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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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세라믹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해 감에 따

라 자장치 기능은 더욱 고성능, 다기능화 되면서도 

부품의 소형화, 집 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제품의 

가격은 가격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NTC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서미스터의 특성을 

갖는 온도 센서  외선 센서는 산업의 발달과 함

께 군수 산업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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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brication process of the nickel manganite thin 

films.

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 은 소형화

된 장치의 수요를 발생시켰다. 이런 에서 박막 

NTC 서미스터의 개발은 시스템 설계  제조 인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1,2]. 

NTC 서미스터는 일반 으로 AB2O4의 스피넬 구

조를 가진 NiO, Mn3O4  Co3O4와 같은 천이 속 산

화물 고용체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로 온도가 상승

함에 따라 항이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는 표 인 

온도 센서이다. 이러한 서미스터 재료 에서 Ni, Mn 

2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2원계 산화물은 가장 기본

인 NTC 서미스터 조성계이며, Metz  Kanade 등은 

Ni-Mn, Cu-Mn, Co-Mn과 같은 2원계 물질에 한 

온도에 따른 상변화, 기 도기구  양이온 분포를 

규명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 [3-7].

자빔증착법 (electron-beam evaporation), 상온 

진공 분말 분사법 (aerosol deposition), 이  증착

법 (pulsed laser deposition), RF 스퍼터링법 (RF 

sputtering) 등과 같은 방법들이 박막 NTC 서미스터

를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이런 방법들은 증착

에 고진공의 장비가 필요하며, 1,000℃ 이상의 고온 

열처리가 요구되거나 증착 속도가 매우 느린 고비용

의 방법들로 상업화하기에 합하지 않다는 단 이 

있다 [8,9].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속유기분해법 

(metal-organic decomposition, MOD)이 각 받고 있

는데, MOD법이란 속화합물을 안정한 유기용매에 

녹여 그 혼합용액을 이용하는 습식화학  박막 제조

방법으로서 원하는 화학 양론비를 그 로 유지할 수 

있으며 진공장치가 필요 없고 공정이 간단하여 면

 기 에 빠르게 박막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제조된 MOD 용액은 딥 코  (dip-coating)이

나 스핀코  (spin coating)법을 이용하여 기  에 

코 하며, 열처리를 통해 산화물 박막을 제작한다 

[10,11]. 

본 연구에서는 MOD법을 이용하여 Ni-Mn-O계 세

라믹 박막을 SiNx(200 nm)/Si(700 ㎛) 기  에 증착

하고,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형성된 박막의 구조

 특성들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통상 500℃ 미만의 

온합성 공정을 요구하는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 기반의 외선 센서인 마이크로볼로

미터에 사용되는 ROIC (read-out integrated circuit) 

기  상에 니  망가나이트 박막 제조의 가능성을 고

찰하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마이크로볼로미터에 한 응용을  

해 장 장 (8∼15 ㎛) 역의 외선을 흡수할 수 있

는 흡수 층으로서 200 nm 두께의 SiNx가 코 된 실

리콘 기 을 사용하 다. 박막 증착을 해 스핀코  

공정을 이용하 으며, 웨이퍼 가공을 통해 SiNx/Si 기

은 가로, 세로 각 1 inch의 크기로 비하 다. 

Ni-Mn-O계 세라믹 박막을 코 하기 에 SiNx/Si 

기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불순물과 유기물 등을 제

거하기 해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에서 각각 10분 

씩 음 로 기 을 세척하 다. 

  Ni-Mn-O계 박막을 제조하기 한 출발물질은 

EMOD (KOJUNDO, Concentration 0.5 mol/L, 

Japan) 구체 용액을 사용하 다. NiO, MnO1.5 구

체 용액에 부틸아세테이트 (butylacetate)를 첨가하여 

0.2 mol/L 농도의 Ni:Mn=3:7의 조성을 갖는 MOD 용

액을 제조하 다. 제조된 용액은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스핀코터를 이용하여 SiNx/Si 기 에 1,000 rpm으

로 30  동안 코 하 다. 박막의 두께는 코 용액의 

농도, 스핀 속도  증착 횟수에 따라서 조정 가능하

다. 균일한 코 막을 형성하기 해 SiNx/Si 기  

에 MOD 용액을 0.5 ml씩 투여시켜 용액이 기 을 

완 히 덮도록 하 으며, 용액을 코 한 후 코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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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 열  (hot plate)에 치시켜 용매와 유기물을 

제거하기 한 burn-out 공정을 실시하 으며, 이때 

열 의 온도는 평탄한 표면을 얻기 해 10℃/min의 

승온 속도로 400℃까지 가열하 다. 안정 인 구조 

분석을 하여 비교  두꺼운 박막의 제조가 요구되

며 이를 해 스핀 코 과 burn-out 과정을 3회 반복

하여 실시하 고, 제조한 박막의 결정화를 하여 시

편을 튜  로 (tube furnace)를 이용하여 다양한 온

도에서 후열처리 하 다. 후열처리는 공기 에서 

500℃에서부터 800℃까지 100℃ 간격으로 1시간 동안 

실시하 으며, 그림 1에 Ni-Mn-O계 박막의 제조공

정도를 상세하게 나타내었다.

MOD 용액의 TG-DTA (DTG-60H, SHIMADZU) 

분석을 통해 용매와 유기물을 제거하기 하여 요구

되는 burn-out 온도를 측정하 다. 코 된 박막의 미

세구조와 두께 측정을 조사하기 하여 FE-SEM 

(JSM-6500F, JEOL) 분석을 실시하 으며, 박막의 결

정상을 조사하기 하여 XRD (D/Max-2,500 V/PC, 

RIGAKU) 분석을 행하 다. 한, 박막 내부에 형성

된 나노 크기의 결정립을 확인하기 해 HRTEM 

(JEM-4010, JEOL) 분석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SiNx/Si 기  에 코 된 MOD 용액의 용매와 유

기물을 제거하기 한 burn-out 온도를 확인하기 

하여 TG-DTA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DTA 분석 결과 111.1℃에서의 흡열피크

와 371.6℃, 414.9℃에서의 발열피크를 확인하 다. 

111.1℃에서의 흡열피크는 용매와 유기물이 증발하면

서 에 지를 흡수하여 발생하는 피크로 TG에서 MOD 

용액의 질량이 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371.6℃에서의 발열피크는 증발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잔존 유기물과 산소 간의 산화반응으로 인해 발

생한다. 이 반응으로 잔존 유기물은 거의 제거되며, 

질량의 감소가 거의 없어진다. 414.9℃에서의 발열피

크는 질량 변화가 없이 발생하는 피크로 박막 내부의 

시드 결정 (seed crystal) 형성에 기인한 것이다 [12]. 

스핀 코 을 이용하여 제조한 박막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결정구조 분석을 하여 400℃에서 burn-out 

후, 500∼800℃의 다양한 온도 범 에서 후열처리한  

이들 박막의 X선 회  패턴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후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시편의 경우 어떠한 결정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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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G-DTA of the nickel manganite MO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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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D patterns of nickel manganite thin films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크도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열처리 온도를 500℃로 

증가시키면, 입방정 스피넬 (cubic spinel) 구조를 갖는 

NiMn2O4의 (311) 결정면이 2 θ= 35o 부근에서 생성됨

을 찰할 수 있으며, 후열처리 온도를 800℃까지 증가

시키면 (311) 결정면의 피크의 강도는 더욱 증가하고, 

이 외에 NiMn2O4의 (220), (222), (400) 방향의 회 면

도 뚜렷하게 찰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NiMn2O4 박

막은 500℃에서 결정립이 형성되고 주로 (311) 방향으

로 입방정 스피넬 박막이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의 열처리 온도 범 를 고려할 때, 니

 망가나이트 이외의 다른 이차상은 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조한 박막은 SiNx/Si 기  에 입방정 

스피넬 구조의 단일상을 갖는 결정막이 안정 으로 형

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0]. 따라서 온합성을 요구하

는 ROIC 기 상의 응용을 해서 500℃의 낮은 온도

에서 후열처리한 시편의 미세구조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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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oss section image of the nickel manganite thin 

films annealed at 500℃.

그림 4는 400℃에서 burn-out 후, 500℃에서 후열

처리한 니  망가나이트 박막의 단면 FE-SEM 이미

지를 나타낸 것이다. 제조된 니  망가나이트 박막의 

두께는 약 110 nm 정도로 찰되었으며, 200 nm의 

두께를 가지는 SiNx 박막층과의 합 계면에서 결함

이 없는 구조 으로 강한 결합층을 형성하 다. 형성

된 니  망가나이트 박막의 구조를 보면 수십 nm 크

기의 둥근 형상을 한 결정입자들이 고르게 분포하며, 

박막층의 내부에 어떠한 미세기공이나 결함도 찰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MOD 기법을 이용하여 제

조된 모든 박막으로부터 그림 4와 유사한 박막 구조

를 찰할 수 있었다.  

제조된 니  망가나이트 박막의 표면 구조를 확인

하기 하여 상온에서 스핀 코 한 박막과 이를 

burn-out 처리한 경우  500℃, 800℃에서 후열처리

한 박막 시편의 표면 FE-SEM 이미지를 그림 5의 

(a)∼(d)에 나타내었다. 그림 5(a)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상온에서 스핀 코 한 박막 표면의 경우, 고온 소

성 공정에서 형성된 벌크형 세라믹에서 흔히 찰할 

수 있는 형 인 미세구조 형상과 유사하게 균일한 

결정 입자 (grain)와 결정입계 (grain boundary)로 이

루어진 구조처럼 보 다. 이를 보다 면 히 찰하기 

하여, 경계선 형상을 확 한 FE-SEM 이미지를 그

림 5(a)의 삽화로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확인한 결

과 그물구조 형상은 스핀 코 이 진행된 이후 제거된 

원심력에 기인한 코  용액의 응집성 때문에 단차를 

생성하여 단지 주변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나타난 것

이다. 그러나 400℃ burn-out 공정을 거친 시편의 경

우 (그림 5(b)), 표면의 그물구조 형상이 상당히 제거

Fig. 5. Surface FE-SEM image of the nickel manganite 

thin films; (a) as-spun, (b) heat-treated at 400℃ and 

annealed at (c) 500℃, and (d) 800℃.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졸겔 (sol-gel)

이나 MOD 공정과 같은 액상을 이용한 박막 제조공

정에서는 고상화 (solidifacation)를 한 열처리 공정

에서 박막 표면의 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구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이 순간 으로 증발하면서 표면 

코  층에서 상당한 부피 수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박막 표면이나 내부에 상당한 기공이 발생하면

서 박막의 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상을 최소화하고 보다 치 하고 균

일한 박막 제조를 하여 burn-out 공정 시 승온 속

도를 최 으로 조 하 으며, 이를 통해 그림 4에서 

보듯이 매우 균일하고 치 하면서도 매끄러운 표면의 

박막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림 5(c)와 5(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00℃와 800℃로 각각 후열처리한 

박막의 FE-SEM 표면 이미지는 모두 매끄러운 표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500℃로 후열처리한 니  망

가나이트 박막의 결정립은 약 10 nm 이하로 매우 작

은 크기를 가졌으며, 기  표면에 조 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800℃로 후열처리한 

박막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약 30∼50 nm 정도로 열

처리 온도가 증가하면서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 다. 

그림 3의 XRD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500℃로 

후열처리한 니  망가나이트 박막은 나노 결정을 나

타내기 때문에 비록 XRD 피크의 강도는 약했지만, 

후열처리 온도가 800℃로 증가함에 따라 나노 결정이 

다양한 배향면으로 성장하면서 XRD 피크의 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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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Low magnificcation and (b) high magnificaion 

TEM images of the nickel manganite thin film annealed 

at 500℃.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 다. 500℃로 후열처리한 박막

의 나노결정 형성을 확인하기 해 HRTEM을 이용

하 다. FIB (focused ion beam) 장비를 이용하여 분

석용 시편을 제작하 으며 이 과정에서 시편에 하 

(change)를 주기 해 Au를 코 하 고, 시편 제작 

시 이온빔으로부터 시편의 표면을 보호하기 해 Pt

를 코 하 다. 

그림 6(a)에 500℃로 후열처리한 니  망가나이트 

박막의 단면구조 이미지를 나타내었는데, 약 110 nm 

정도의 니  망가나이트 박막이 증착된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는 그림 4의 FE-SEM 이미지에서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 다. 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역이 주로 SiNx 층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불규칙

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찰되었으며, 박막 표면 쪽

으로는 니  망가나이트 미소 결정질을 이루는 역

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b)는 500℃로 후열처리한 니  망가나이트   

박막의 SiNx 층과 하고 있는 부분의 HRTEM 고분해

능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흰색 선으로 표시한 부

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배향면을 가지고 결

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나노 결정을 찰할 수 있으

며, 크기는 최  20 n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7. TEM and SAED images of the nickel manganite 

thin films annealed at 500℃.

본 박막의 표면 이미지를 나타낸 그림 5에서 찰

한 결정립의 크기는 10 nm 이하로 박막 내부의 20 

nm와는 다소 차이가 났는데, 이는 500℃ 이상의 후열

처리 공정을 진행하기 , 400℃의 burn-out 공정에

서 이미 박막 내부에 결정 핵생성 (nucleation)이 이

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열 의 구조가 기  하부부

터 열 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burn-out 공정에서 

형성된 니  망가나이트 시드 결정이 박막 표면 (Au 

layer 방향)보다 내부 (SiNx layer 방향)에 쉽게 성장

할 수 있어서 더욱 큰 결정립을 나타내었다 [13,14].

그림 7은 그림 6(b)의 실선 부분을 확 한 HRT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박막의 표면은 내부와 달리 

후열처리 과정에서 주로 결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니  망가나이트 박막의 표면은 약 2∼3 nm 정도 크

기의 작은 미소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림 7에 삽입된 자회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패턴 이미지를 통해 (311), (222) 

배향면을 가지는 다결정 형태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는 그림 3의 XRD 결과와 일치하 다. 일반

으로 스피넬 구조의 니  망가나이트 결정상을 갖

는 벌크 샘 의 합성온도는 1,200℃ 이상이라고 알려

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 MOD 기법을 통해 성장시킨 

스피넬 구조의 니  망가나이트 박막은 500℃ 이하의 

온도에서도 제작 가능하 다. 이를 통해 ROIC 기  

상에 연속공정으로 스피넬 구조의 니  망가나이트 

결정 박막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나아가, 합

성 온도를 보다 낮추고 안정 인 신호처리를 한 니

 망가나이트 기반의 박막 소재의 NTC 기  특

성을 확인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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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상 500℃  미만의 온합성 공정을 

요구하는 MEMS 기반의 외선 센서인 마이크로볼

로미터에 응용 가능한 니  망가나이트 박막을 제작

하기 해 실험 방법이 비교  간단하고 면 화를 

통한 량생산에 용이한 MOD법을 이용하여 박막을 

제작하 다. 스핀코 법을 통해 SiNx 기 에 코 된 

MOD 용액을 400℃에서 burn-out 과정을 거친 후 

500∼800℃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결정화

되고 우수한 표면과 도를 가진 니  망가나이트 박

막을 얻을 수 있었다. 500℃에서 열처리한 니  망가

나이트 박막에서 입방정 스피넬 구조의 NiMn2O4 

(311)과 (222) 결정면이 생성됨을 찰하 으며, 

HRTEM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약 2∼3 nm의 결정

립들이 치 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박막의 SiNx 코 면과 맞닿은 부분에서는 약 20 

nm 이상의 결정립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 으며, 이 

결과를 토 로 500℃ 이하의 온에서 니  망가나이

트 결정 박막을 얻을 수 있었고, ROIC 기 상에 응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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