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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PTC 서미스터

전명표 팀장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초소재융합본부 나노IT소재팀)

 

1. 서 론 

서미스터 (thermistor)란 저항기의 일종으

로, 온도에 따라 물질의 저항이 변화하는 성

질을 갖는 물질을 말하며 열가변저항기라고도 

한다. 주로 회로의 전류가 일정 이상으로 오르

는 것을 방지하거나, 회로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로서 이용된다.

PT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서

미스터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특정온도 (Tc)

에서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정온도 특성을 

지닌 정특성 서미스터로서 BaTiO3와 같은 세

라믹소재를 이용한 것과 폴리스 위치와 같은 

폴리머 소재를 이용한 것이 있다. 

 PTC 소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PTC 서미

스터의 자체 발열을 응용한 정온발열체, 재사

용이 가능한 퓨즈와 같은 과전류보호소자 그

리고 모터스타터, 디가우저, 타임딜레이에서 

스위칭의 역할도 한다 [1]. 또한, PTC 소자는 

외부 열원에 의해 가열시 저항 및 전류변화를 

이용한 회로 내의 hot spot에 의한 과열을 감

지할 수 있는 온도센서로서도 이용될 수 있다.

표 1은 PTC 서미스터의 특성 곡선에 따른 

응용분야를 나타낸다 [2]. PTC 서미스터의 전

류-전압 특성, 전류-시간 특성 및 저항-온도 
그림 1.  PTC 서미스터의 저항-온도 특성 및 미세

구조.

그림 2. PTC 서미스터의 자체발열 및 외부가열.

표 1. PTC 서미스터의 기능 및 역할.

기능 역할 적용제품 및 부품 특성곡선

정온발열 히터
전자모기향, 전기밥솥, 전기

다리미, 복사기, 가습기
I-V 특성

내부발열
-열방산

과전류
보호

각종 전자회로와 회의 돌입 
전류방지, 모터보호, 

통신시스템
I-V 특성

전류감쇄
(제한)

모터기동
냉장고, 에어컨, 자판기, 

냉온수기
I-t 특성

내부발열
-열방산

Delay 
회로

Timer, 전기 Fan, 
삼파장 램프

I-t 특성

Dequssing
회로

컬러TV, 컬러 모니터 I-t 특성

저항
-온도

온도제어
(감지)

가정밥솥, 가정용난방기, 
헤어드라이어, 화재경보기,

자판기
R-T 특성

과열보호 Tr, 변압기, IC 모터 R-T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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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이용하여 히터, 과전류보호소자, 모

터기동, Delay 회로 및 과열보호 등 다양한 

용도에 적용될 수 있다.

2. 기술동향

최근 전자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함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형화, 경량화, 고

기능화와 함께 제품의 고신뢰성을 위하여 전

류 및 과열방지용의 회로보호용 소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해외 업체로

는 일본의 무라다제작소 및 니치콘 등이 세

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유

럽의 지멘스, epcos 및 미주의 TI, GE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업체로는 자화전자, 하이엘, 대영전

자, 이건테크놀로지 등이 브라운관 및 모터

스타터용 등으로 벌크 및 디스크형을 생산하

고 있으며, 칩 PTC를 개발하여 양산화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 없는 실정이며, 일부 연구

소 및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머 PTC는 폴리스위치라고도 부르며, 

세라믹스계에 비하여 온도에 따른 저항치 변

화가 크며, 저저항을 가지므로 과전류 및 과

열보호소자용으로 모터, 스위칭전원, back-

light, 인버터용 등으로 사용되며, 위성방송

수신기, 공업용제어장치, 화재경보기 등에도 

사용된다 [3]. 또한, USB, IEEE1394, SCSI

의 정보기기의 인터페이스용으로도 채용되

며, 휴대전화의 리튬이온전지의 보호회로부

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해외업체로는 tyco 

electronics, raychem 및 마쓰시다전자부

품 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세라

믹 PTC는 과전류 보호용 퓨즈소자로써 이동

통신기기용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비

저항이 높아, 칩저항기 및 폴리머 PTC에 비

하여 응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휴대

기기에 있어서 전류 및 과열방지용 PTC로는 

폴리머 PTC가 주로 사용되며, fusible 저항

기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무라다는 

세계 최초로 세라믹 PTC를 개발하여 양산화

하고 있다. 

칩 PTC 서미스터는 폴리머에 비하여 신뢰

성이 우수하며, 저가격이 가능하나, 원료 및 

공정기술의 제어가 매우 어려우므로 무라다

를 제외하고는 양산화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ohmic contact이 가능한 동시소성 소재 시스

템이 개발되어, 적층형 PTC가 개발된다면 소

형, 저저항 PTC를 실현시킬 수 있어 폴리머

를 대체하며 응용분야의 확대가 예상된다. 

 

3. PTC 서미스터의 원리

PTC 서미스터는 BaTiO3에 소량의 dopant

를 첨가해서 전도성을 갖게 한 일종의 N형 

산화물 반도체이다. BaTiO3는 일반적으로 절

연체이나 Ba+2 자리에 +3가의 La, Sb, Y 등 

또는 Ti+4 자리에 +5가의 Nb, Ta 등의 가전

자 수가 다른 이온이 소량 도핑 되면 n-형 

반도체가 된다 [1,4].

BaTiO3 PTC 서미스터는 표 2와 같이 다양

한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 [5].

Donor 도핑된 BaTiO3 PTC 서미스터의 온

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1

의 정온도계수 (PTC) 특성은 최외각층인 산

화된 결정입계 (grain boundary)의 절연

층, 재산화된 반도성의 결정립 (grain) 표면

층 및 산소 결핍의 반도성 결정립 (grain) 내

부의 3개의 특정부분으로 구성된 미세구조

그림 3.  PTC 서미스터 종류 (폴리머, 적층형, 리
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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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결정입계효과에 의해 설명되어져 왔

다 [9]. Heywang [6-8]은 PTC 서미스터의 

온도에 따른 저항변화를 그림 4와 같이 결정

입계를 따라 존재하는 전자들에 의해 형성된 

acceptor 준위를 갖는 n-형 shottky 장벽을 

가정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전자들이 결정입계로 이동함에 따라 결

정입계 주변에는 폭이 b의 전자의 공핍층 

(Depletion layer)이 생성된다. 

 (1)

여기서, Ns는 결정입계에 존재하는 전자밀

도이며, Nd는 전하의 농도이다. 이러한 전자

의 공핍층은 결정입계에 전위장벽 (Φ)을 형

성한다. 

 (2)

여기서, e는 전자, εo과 εgb는 각각 진공과 

결정입계의 permittivity를 나타낸다. 시편의 

비저항 (ρ)은 전위장벽 (eΦ)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3)

여기서, A는 상수이고, k는 볼쯔만 상수이

다. BaTiO3가 강유전체이므로 만일 결정입계

의 유전율 (rermittivity)이 식 (4)의 curie-

weiss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자.

 (4)

여기서, C는 curie 상수이고, T는 절대온

도이다. 식 (2)와 (4)를 식 (3)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식 (5)가 얻어진다.

 (5)

Tc (curie온도) 이상에서 BaTiO3는 상유전

체이므로 결정입계의 유전율은 curie-weiss

를 따르므로 온도가 올라가면 결정입계 유전

율은 감소할 것이므로 식 (2)에 의해 전위장

벽 (eΦ)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온도가 

올라가면 전위장벽이 높아져 식 (3)에 의해

서 비저항은 지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결정입계

의 전자들의 에너지가 상승하여 fermi 에너

지에 도달하면 결정입계의 전자들은 전도준

위 (conduction band)로 올라가게 되어 전위

장벽이 낮아지게 되어 비저항은 다시 감소하

게 되며 그림 1과 같은 전형적인 PTC 곡선을 

보이게 된다.

표 2. BaTiO3 PTC 서미스터의 첨가제 및 역할.

구성요소 역할 대표물질

주성부 주재료 BaTi3

반도체화 N-형 반도체화
3가 원소 La, Y, Gd 등
5가 원소 Nb, Ta 등

Curie온도 이동 Switching 온도 이동 Pb, Sr, Sn, Zr

PTC 특성 개선 저항 Jump특성 향상 Mn

소결 족진 소결 촉진 Al2O3, SiO2, TiO2

불순물
반도체 방해, 특성 및 

신뢰성 저하
Fe, Cr, Mg, K

그림 4. PTC 서미스터의 Heywang 모델.

2
s

d

Nb
N

=

2

d

( )
8 ( ) N

s

o gb

eN T
T

φ
ε ε

=

exp eA
kT
φρ  =  

 

c

C
T T

ε =
−

2 2

exp 1
8

s c

o d

e N TA
N kC T

ρ
ε

  = −  
  



26 테마

테 마 기 획     _ 전자 세라믹 응용기술

 

4. 적층 PTC 서미스터

PTC 서미스터는 그림 5와 같이 전동공구, 

바이크, 무선청소기 등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과전류 보호소자로 이용될 수 있다.

이때 PTC 소자와 배터리는 직렬로 연결

되므로 배터리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PTC 소자의 내부저항을 가능한 한 낮추어

야 한다.

PTC 서미스터의 내부저항을 낮추기 위해

서는 재료인 BaTiO3 기반의 PTC 조성의 비

저항을 낮추거나, 식 (6)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단판형에서 적층형으로 변환시킴으로써 

내부저항을 낮출 수 있다. 적층수 (N)가 증

가할수록 저항은 감소한다.

 (6)

여기서, R 저항, ρ 비저항, S 전극이 겹치는 면적, 적층수, 

d 전극사이의 세라믹소체의 두께

적층 PTC 서미스터는 디스크형에 비해 소

형이며, 적층수를 조절함으로써 상온저항을 

낮출 수 있으며, 폴리머 PTC에 비하여 소형, 

저가이며, 내열성이 우수한 특징을 갖는다. 

적층 PTC 서미스터는 세라믹소체와 내부 전

극간의 ohmic contact을 위하여 내부전극은 

귀금속이 아닌 Ni 등의 비귀금속을 사용해야 

하므로 환원성 분위기 소성 및 재산화와 내

환원성을 갖는 조성 개발 등의 다양한 소재 

및 공정기술이 요구된다. 

4.1 적층 PTC 서미스터 공정
그림 7은 적층 PTC 서미스터의 제조공정

의 모식도이다. 출발원료는 BaTiO3에 n형 

반도성을 갖도록 3가의 희토류 원소 (Sm, 

Nd, Ce, La, etc)를 미량 도핑하고, 저항

의 온도 변화율 등의 PTC 특성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첨가제를 미량 첨가한 조성을 준

비한다. 이들 출발원료를 ball mill 등의 분

쇄/분산 장비에 바인더와 용매와 함께 넣

어서 분쇄/분산시켜서 성형을 위한 슬러리

를 제조한다. 이후 슬러리를 후막 성형기에

서 수~수백 um 두께로 후막 성형한다. 다

음은 성형 시트 위에 내부전극 보통 Ni 페

이스트를 인쇄하고, 이들을 원하는 저항을 

갖도록 적층하고, 압착, 절단하여 소성전

의 green chip을 제조한다. 이후 절단된 칩 

그림 5.  PTC 서미스터의 리튬이차전지 과전류 
보호.

그림 6.  PTC 서미스터의 적층형 및 단판 리
드형.

그림 7. 적층 PTC 서미스터의 제조공정.

dR
NS

ρ=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6호 (2014년 6월)  27

(소성전의 낱개의 샘플)을 setter에 탑재하

여 300℃ 정도의 온도에 유지함으로써 바

인더를 제거하는 탈 바인더 공정을 진행한

다. 탈 바인더된 칩들은 소성, 연마 및 외부

전극 형성 및 도금을 실시하여 적층 PTC의 

완제품을 제조하고, 특성 선별 및 포장을 

한다. 

4.2 PTC 서미스터의 재산화 분위기 영향
적층 PTC 서미스터의 내부전극으로는 보

통 비귀금속인 Ni을 내부전극으로 사용한

다. 고온의 공기 분위기에서 Ni을 소결하면 

그림 8과 같이 Ni이 NiO로 산화되어 저항이 

매우 높아지고, 세라믹 층과 전극 층 사이에

서 균열이 생기는 즉, delamination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Ni을 내부전극으로 갖는 적층 PTC 

서미스터는 환원분위기에서 소결하고, 환원 

소성 시에 세라믹 소체에 형성된 산소 공공

을 채우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환원소성 후

에 재산화를 실시해야한다.

그림 10은 같이 1,200℃, PO2 = 10-12-

0-13의 환원 분위기에서 2시간 소성 후 여

러 산소분위기의 600℃에서 재산화된 샘

플의 저항 온도 특성을 보여준다. 질소분

위기 재산화된 샘플은 저항의 점프특성이 

그림 8.  적층 PTC 서미스터의 내부전극 Ni의 
산화.

그림 10.  PTC 서미스터의 여러 재산화 분위기에
서 제조된 샘플의 온도에 따른 비저항
변화.

그림 9.  PTC 서미스터의 환원소성 및 재산화 프
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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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산소함량이 10% 이

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항의 점프 특성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10].

4.3 적층 PTC 서미스터의 재산화 온도 
    영향 [11]

BaTiO3에 Ce, Mn 및 BN이 첨가된 조성을 

이용하여 Ni을 내부 전극으로 다양한 크기

의 적층칩 PTC 서미스터 (2012, 3216, 4532 

및 6532)를 제조하고 재산화 온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Ni 내부 전극의 적층수는 5층이

며, 그림 11은 3216 크기의 적층 PTC 서미스

터의 소결전과 후의 사진을 보여준다.

소결은 환원소결과 재산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산소분압 PO2= 10-6의 환원

분위기의 900℃에서 2시간 소결하였으며, 

재산화는 공기 중의 700∼850℃에서 20

분 간 실시하였다. 그림 12(a)는 여러 온도

에서 재산화된 3216 칩 PTC의 온도에 따른 

비저항의 변화를 보여준다. 재산화 온도가 

700℃에서 750℃로 상승하면 그림 12(b)에

서 보여주듯이 상온 비저항은 약간 증가하

고, 저항점프 특성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800℃ 이상으로 재산화 온도가 상승하면 저

항점프 특성은 급격히 떨어지며, 상온 비저

항도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재산화 온도는 700∼750℃가 적당한 것으

로 사료된다. 

Wei 등 [12]은 BaTiO3-Bi0.5Na0.5TiO3계

의 단판형 PTC 서미스터에서 재산화 온도가 

800℃에서 1,000℃로 증가하면 상온저항은 

증가하나 저항점프 특성도 증가됨을 보고하

였다.

4.4 적층 PTC 서미스터의 칩 크기 영향 [11]
그림 13은 환원소성 후 750℃에서 재산화

된 적층칩 PTC의 크기에 따른 I-V 곡선의 

변화를 보여준다. 칩 크기가 증가할수록 I-V

곡선의 기울기는 증가하며, 2012 및 3216

에서는 매우 낮은 기울기를 가지며 직선에

그림 11.  3216 크기 적층 PTC 서미스터의 소성
전후 외형.

그림 12(a).  여러 재산화 온도에서 소성된 3216 
적층 PTC 서미스터의 온도에 따른 비
저항 변화.

그림 12(b).  여러 재산화 온도에서 소성된 3216 
적층 PTC 서미스터의 상온 비저항 및 
저항 점프특성 Log (R290/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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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간 벗어난 정류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4532와 6532의 칩의 I-V곡선은 직선의 기울

기를 보이며 ohmic 거동을 나타낸다. 크기가 

큰 적층칩 PTC 서미스터는 Ni 내부전극의 

면적이 넓어 전극의 일부분이 재산화 시 산

화되어 NiO로 산화될지라도 산화되지 않은 

Ni 내부전극과 세라믹층이 ohmic 접촉을 이

룰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Yoon 등 [13]은 Ni이 무전해 도금된 

BaTiO3의 열처리 전과 후의 I-V곡선을 조사

하여 열처리 전에는 정류 특성을 관찰하였

고, 열처리 후에는 ohmic 특성을 관찰하였으

며, 열처리 시에 전극과 세라믹 계면에서 산

소층이 사라져 ohmic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14는 환원소결 후 750℃에서 재산화

된 적층칩 PTC 서미스터의 온도에 따른 비

저항의 변화를 나타낸다. 칩 크기가 2012에

서 3216으로 증가하면 그림 8에서 보여주

듯이 상온 비저항은 약간 감소하고, 저항점

프 특성은 조금 증가한다. 한편, 칩 크기가 

4532로 증가되면 상온 비저항은 급격히 감

소하고, 저항점프 특성도 큰 증가를 보여준

다. 6532 칩은 4532 칩과 비슷한 상온 비저

항과 저항점프 특성을 나타내며, 이는 칩의 

폭 방향 (W)의 길이가 3.2 mm로 동일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칩 크기에 따라 

재산화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층칩 PTC 서미스터를 구성하는 Ni 내부

전극과 BaTiO3 기반의 세라믹 소체의 비저항

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칩 크기에 따른 적

층칩 PTC 서미스터의 비저항의 차이는 이론

적으로 값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해야 한다. 

한편 재산화 시에 Ni 전극은 산화되어 저항

이 증가되고, 세라믹 소체도 산소공공이 줄

어들어 저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일한 재산화 조건에서 칩 크기가 큰 샘플은 

칩 크기가 작은 샘플에 비하여 칩 모서리 부

분의 Ni 면적이 넓어 산화 정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상온 비저항의 감소는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6은 환원소결 후 800℃에서 재산화 

그림 13.  다양한 크기의 적층 PTC 서미스터의 
I-V곡선.

그림 14.  다양한 크기의 적층 PTC 서미스터의 
R-T곡선.

그림 15.  칩크기에 따른 비저항 및 저항점프 특
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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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의 3216 적층칩 PTC 서미스터의 단면

의 광학사진을 보여준다. 재산화 전에는 Ni 

내부전극이 끊김이 없이 균일한 형태를 보

이나, 재산화 후에는 내부전극이 부분적으

로 끊겨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Ni 내부전극

이 재산화할 때에 산소와 반응하여 NiO로 산

화됐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적층칩 

PTC 서미스터의 상온 비저항을 감소시키고, 

저항점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Ni 전

극의 산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적층칩 PTC 

서미스터의 크기에 따라 재산화 온도를 적절

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PTC 서미스터의 기공함량의 영향 [14]
 BaTiO3에 Sm, Mn 및 SiO2가 첨가된 조성

의 PTC 서미스터의 디스크 샘플을 성형 압

력을 100~15,000 kg/cm2으로 달리하여 제

조하여 미세구조 및 기공율에 따른 PTC 특

성을 조사하였다. 

성형체는 그림 17과 같은 분위기 소결로를 

사용하여 환원소성 및 재산화를 실시하였다. 

소결분위기 및 소결프로파일은 그림 1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0%H2-90%N2m 환원분

위기, 1,265℃에서 2시간 환원 소성한 후에 

20%O2-80%N2 산화 분위기에서 700℃에서 

30분 재산화하였다.   

그림 19는 성형압력에 따른 디스크 소결체

의 기공율을 나타낸다. 성형압력이 100 kg/

cm2에서 1,000 kg/cm2로 증가함에 따라 기

공율은 45%에서 8%로 감소됨을 보여주며, 

성형압력이 1,000 kg/cm2 이상으로 증가되

면 성형압력에 따른 기공율 감소폭은 줄어들

그림 16.  재산화 전후의 3216 PTC 서미스터의 
단면사진.

그림 17. 환원 및 재산화용 분위기 소결로.

그림 18.  환원소성 및 재산화 분위기 및 온도프
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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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5,000 kg/cm2에서는 4%의 기공율을 나

타낸다. 

그림 20은 소성시편의 광학 현미경 사진으

로 100 kg/cm2 성형압력으로 제조된 샘플의 

경우 소성 후 기공이 매우 많이 관찰되나 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이 감소함을 잘 보

여준다. 한편, 3,000 kgf/cm2 성형 압력 이

상에서는 압력이 증가하여도 기공의 감소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은 성형압력에 따른 상온 비저항 

및 온도에 따른 저항의 점프 특성 변화를 

보여준다. 성형압력이 1,000 kgf/cm2을 전

후로 하여 상온 비저항 및 저항 점프 특성

이 급격히 변화함을 보여준다. 1,000 kgf/

cm2 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205 Ωcm에서 

최고치를 보이며 1,000 kgf/cm2 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61 Ωcm 최저치 비저항을 가지

며 압력이 증가하여 비저항은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을 보인다. 이때 저항 점프

특성 Log(Rmax/Rmin)은 2.9에서 0.5로 낮아

진다. 

그림 22는 기공률에 따른 저항 점프특성

을 나타내며, 기공률이 7% 이하에서는 저항 

점프 특성이 0.3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나 

기공률이 15% 이상으로 증가하면 저항 점프 

특성은 2.9로 급격히 증가한 일정한 값을 나

타낸다. 따라서 적층 PTC 서미스터의 환원

소성 후에 세라믹 소체의 재산화를 시켜 저

항 점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라믹 

소성체의 기공률을 최소 15% 이상으로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9.  성형 압력에 따른 디스크 소결체의 기
공율 변화.

그림 20.  성형 압력에 따른 소결시편의 미세
구조.

그림 22. 기공률에 따른 저항 점프특성 변화.

그림 21.  성형 압력에 따른 상온 비저항 및 점프
특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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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PTC 서미스터는 과전류보호 및 과열방지 

소자로는 온도가 특정온도 이상으로 올라

가게 되면 급격하게 저항이 증가하는 성질

을 이용한 일종의 열 가변저항기로써 기존

의 bimetal 방식에 비하여 noise가 없으며, 

비접촉에 의한 문제 발생이 없고, 저가격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zener 

diode에 비해서도 회로에 사용되는 부품

의 수를 줄일 수 있어 PCB의 실장밀도 및 

mounting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갖는다. 또한, fuse에 비하

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전류 제어회로에 비

하여 간단한다. 

적층형 PTC는 폴리머에 비하여 신뢰성이 

우수하며, 저가격이 가능하나, PTC 소재기

술, 적층공정기술, 내환원성 분위기 제어 등

의 고도의 기술적 난이도를 갖는 전자세라믹

스 분야로써 소형화, 고신뢰성을 가지므로 

향후 응용분야의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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