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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inel thin films were prepared by the spin spray technique to develop new thermal imaging 

materials annealed at low temperature for uncooled microbolometer applications. The spinel thin films were 

deposited from [(Ni0.30Co0.33Mn0.37)1-xCux]3O4 (0.1≤x≤0.2) solutions and then annealed at 400℃ for 1 h in 

argon. Effects of Cu content (x) and deposition time on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annealed films were 

investigated. With increasing deposition time, the resistivity of the annealed films increased. For the 

annealed films deposited for 1 min, the resistivity of x=0.15 films was lower than that of x=0.1 films due 

to the different grain sizes. The high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TCR) of the annealed films 

could be obtained at temperature below 50℃. Typically, the resistivity of 127 Ω·cm and TCR of -5.69%/K 

at 30℃ were obtained for x=0.1 films with deposition time of 1 min annealed at 400℃ for 1 h in a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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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범 한 분야에서 장 장 외선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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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infrared) 감지에 한 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로 군사용으로 쓰이던 외선 감지 장비들에서부터 

산업시설의 리, 출가스, 화재  산불 감시, 체온 

 체열 진단, 자동차 라이트 등 민수용으로까지 크

게 주목을 받고 있다. 

외선 감지용 비냉각형 마이크로볼로미터에 한 

제조사들의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공정기술은 최 화되어 기존의 외선 감지 물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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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듐 옥사이드 (VOx) [1]와 비정질 실리콘 (a-Si) 

[2]를 체할 새로운 감지 물질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외선 감지 물질은 반도체 제조공정 

(모놀리식 집 회로)과의 호환성, 감지 능력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높은 항 온도계수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TCR), 낮은 1/f 잡음, 최

의 신호 출력을 한 낮은 비 항이 필요하다. 비록 

VOx와 a-Si은 낮은 비 항 (VOx=10-2∼10 Ω·cm, 

a-Si=∼2×102 Ω·cm)을 가지지만, 낮은 TCR 값 

(VOx=-1.7%/K, a-Si=-2.2%/K)을 나타내며, 고온에

서 안정하지 못하여 제품 응용 시 -15℃∼50℃ 사이

의 좁은 온도 범 에서만 동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VOx와 a-Si은 온 공정을 한 극 온 장비가 필요

하기 때문에 고비용의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VOx와 a-Si의 단 들을 개선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으며, 벌크 형태의 페롭

스카이트 (perovskite) 구조를 가지는 망가나이트 재

료가 주로 조사되었다 [3,4]. Gutierrez 등 [3]은 

YNixMn1-xO3 (x=0.4∼0.5) 세라믹스가 -3.9∼-5%/K의 

TCR 값과 1,400∼42,000 Ω·cm의 비 항 값을 나타낸

다고 보고하 으며, Veres 등 [4]은 NTC 재료로 

4,000∼1×109 Ω·cm의 높은 비 항 값을 나타내는 Fe

를 첨가한 YMnO3 세라믹스를 보고하 다. 그러나 

부분의 세라믹스들은 열처리 온도가 높기 때문에 400℃ 

이하의 낮은 열처리 온도가 요구되는 상보형 속산

화 반도체 (CMOS) 회로를 가지는 비냉각형 마이크

로볼로미터에 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온 열처리

가 가능하며, 모놀리식 공정과의 호환성이 가능한 박

막 증착 연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박막을 증착하는 데에는 스퍼터링, 원자층 증착, 화

학증착 (CVD)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부

분의 진공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들은 높은 기  온도

뿐만 아니라, 최 의 특성을 나타내는 결정질 박막을 

제작하기 한 높은 열처리 온도가 필요하다. 온 

증착을 한 방법으로는 착 (electrodeposition), 화

학욕 증착 (chemical bath deposition), 스핀 스 이 

(spin spray) 등이 있는데, 이  스핀 스 이 법은 

넓은 면 의 기 에 증착이 가능하고 용액의 몰농도

와 pH와 같은 변수들을 통해 막을 성장시키는 동안 

고정된 값을 유지시켜주는 장 이 있다 [5]. Ko 등 

[5,6]은 스핀 스 이 법을 이용하여 높은 TCR 

(>-3%/K) 값과 낮은 비 항 (10∼10,000 Ω·cm)을 가

지는 400℃에서 열처리 된 스피넬 구조의 Cu, Zn이 

첨가된 NiMn2O4 박막을 보고하 다. 스피넬 구조를 

가지는 벌크 형태의 [(Ni0.30Co0.33Mn0.37)1-xCux]3O4 세라

믹스를 선행실험으로 제작하여 우수한 기  특성을 

확인한 후 이와 같은 조성을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i0.30Co0.33Mn0.37)1-xCux]3O4 

(0.1≤x≤0.2) 조성의 용액을 스핀 스 이 법을 이

용하여 증착 후, 400℃의 온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비 항과 TCR 값을 조사하 다. 한, 박막의 미세구

조와 두께  성분에 미치는 Cu 함량과 증착시간의 

향에 해서 고찰하 으며, 비냉각형 마이크로볼로

미터 박막 소재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2. 실험 방법

스핀 스 이 증착은 반응용액 (reaction solution)

과 산화용액 (oxidizing solution)을 이용하여 Nano 

Spray Coater (SRC-2200, E-Flex, Korea) 장비를 통

해 행하 다. 반응용액의 출발물질로 고순도(≥99.9%)

의 NiCi2·6H2O, MnCl2·4H2O, CoCl2·6H2O, CuCl2·2H2O 

(High Purity Chemicals, Japan)를 사용하 으며, 

[(Ni0.30Co0.33Mn0.37)1-xCux]3O4 (0.1≤x≤0.2) 조성비로 칭

량하여 증류수를 용매로 하여 각각 NiCi2·6H2O (8.1 

mM), MnCl2·4H2O (10 mM), CoCl2·6H2O (8.9 mM), 

CuCl2·2H2O (3.0∼6.8 mM) 농도로 6시간 이상 교반하

다. 이때 반응용액의 pH 값은 5 다. 산화용액은 

착화제, pH 완충제, 산화제로 각각 NH4Cl (99.5%, 

Kanto Chemical, Japan; 20 mM), CH3COOK (97%, 

Samchun Chemicals, Korea; 65 mM), H2O2 (34.5%, 

Samchun Chemicals, Korea; 5 mM)를 칭량하여 증

류수를 용매로 하여 6시간 이상 교반하 다. 이때 산

화용액의 pH 값은 7이었다. 반응용액과 산화용액의 

용존 산소를 제거하고 침  상을 막기 해 N2 가

스로 버블링을 1시간 동안 행하 다. 산화용액에 pH 

조 제인 NH4OH (28∼30%, Samchun Chemicals, 

Korea)를 첨가하면서 반응용액과 산화용액의 평균 

pH 값을 7.5∼7.6으로 조 하 다. 

마이크로볼로미터 응용을 해 장 장 (8∼15 μm) 

역의 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 층으로 200 

nm 두께의 SiNx가 코 된 Si 기 을 사용하 다 

[7,8]. 비된 SiNx/Si 기 은 삭을 통해 가로, 세로 

각각 1 inch의 크기로 제작하 고, 기  표면에 흡착

되어 있는 유기물과 불순물 등을 제가하기 해 아세

톤, 에탄올, 증류수에서 각각 10분씩 음  세척을 

실시하 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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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s of thin films deposited from 

[(Ni0.30Co0.33Mn0.37)1-xCux]3O4 (0.1≤x≤0.2) solutions for 1 

and 5 min, and annealed at 400℃ for 1 h in argon; (a) 

x=0.1, 1 min, (b) x=0.1, 5 min, (c) x=0.15, 1 min, and (d) 

x=0.2, 5 min.

세척된 기  에 비된 반응용액과 산화용액을 

동시에 스핀 스 이 법을 이용하여 30 ∼7분 동안 

박막을 증착하 다. 이때 기 의 온도는 상온, 기 의 

회 속도는 200 rpm, 반응용액과 산화용액의 유속은 

각각 1.0 L/h와 1.6 L/h이었다. 증착된 박막은 Ar 분

기에서 400℃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노냉하

다.

열처리한 박막의 결정립 크기  두께를 찰하고, 

성분 분석을 하기 해서 표면  단면에 하여 주사

자 미경/에 지분산분 기(SEM/EDS, JSM-6700F, 

Jeol, Japan)를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찰하 다. 열처

리 후의 생성물  미반응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하고, 존재상 변화를 찰하기 하여 X-선 회  

(XRD, D/Max-3C, Rigaku, Japan) 분석을 행하 다. 

열처리한 박막의 상온 비 항  (resistivity)과 항온

도계수 (TCR)는 4 point prove (Vacuum Prove 

Station System, NaracellTech, Korea) 법 [9,10]으로 

25∼95℃의 온도 범 에서 측정하 다. TCR 측정 시

스템은 PTC (Peltier Testing System Co., Ltd.)사에

서 제작한 펠티어, Agilent사의 DMM (digital 

multimeter), 컨트롤러 (PC), 펠티어와 DMM을 제어

하는 로그램 (Keysight VEE Pro 9.3)으로 구성되

어 있다. 펠티어는 로그래  된 온도 로 일에

(a)

(b)

Fig. 2.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in films 

deposited from [(Ni0.30Co0.33Mn0.37)1-xCux]3O4 (x=0.1, 0.15) 

solutions for 1 min, and annealed at 400℃ for 1 h in 

argon; (a) x=0.1 and (b) x=0.15.

의해 동작을 하며 특정 온도 구간에 도달을 하면 

UUT (unit undet test)의 항을 DMM에서 측정을 

하여 그 데이터를 장하 다.

3. 결과  고찰

그림 1은 [(Ni0.30Co0.33Mn0.37)1-xCux]3O4 (NCMC, 0.1

≤x≤0.2) 용액을 1분과 5분 동안 증착하고, Ar 분

기에서 400℃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한 박막의 미세

구조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Cu 함량과 상 없이, 1

분 동안 증착한 박막 (그림 1(a), 1(c))이 5분 동안 증

착한 박막 (그림 1(b), 1(d))보다 더 균질하고 양호한 

막을 얻을 수 있었으며, 동일한 증착시간에 해서 

Cu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립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에 Cu 함량(x)이 0.1과 0.15인 NCMC 용액

을 1분 동안 증착 후 열처리한 박막의 단면을 나타내

었다. 200 nm 두께의 SiNx가 코 된 Si 기 에 약 

100 nm 두께의 균일한 박막을 얻을 수 있었으며, 

x=0.15인 박막 (그림 2(b))이 x=0.1인 박막 (그림 

2(a))보다 결정립 크기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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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tomic concentrations of thin films deposited 

from [(Ni0.30Co0.33Mn0.37)1-xCux]3O4 (0.1≤x≤0.2) solutions 

for 1 and 5 min, and annealed at 400℃ for 1 h in argon.

한, 증착된 박막 층과 SiNx 층 사이에 기공  

박리 (delamination)와 같은 결함과 이온들의 확산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2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5분 

동안 증착한 박막에 해서 x=0.1인 박막은 400 nm

의 막 두께를 나타내었고, x=0.2인 박막은 2 μm의 두

꺼운 막 두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증착

시간에 해서 다른 막 두께를 나타낸 이유는 1분 동

안 증착한 박막의 경우 (x=0.1, x=0.15), x값 차이 

(0.05)가 크지 않고 증착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유

사한 100 nm의 얇은 막 두께를 나타낸 반면, 5분 동

안 증착한 박막의 경우 (x=0.1, x=0.2), x값 차이(0.1)

가 두 배로 증가하 고 증착시간 한 5분으로 증가

하 기 때문에 막 두께가 400 nm와 2 μm로 크게 증

가하 으며, 그 차이 한 증가하 다. 

그림 3은 NCMC (0.1≤x≤0.2) 용액을 1분과 5분 

동안 증착 후 열처리한 박막의 양이온 농도를 EDS 

분석 결과로부터 나타낸 것이다. 1분 동안 증착한 박

막의 경우, Mn과 Cu만 검출되었고, Co와 Ni는 검출

되지 않은 반면, 5분 동안 증착한 박막의 경우, 상

으로 Mn과 Cu의 농도가 감소하 지만 Co와 Ni는 

10% 이상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분의 짧은 

시간 동안 증착한 박막의 경우, 막의 두께가 약 100 

nm (그림 2)로 매우 얇기 때문에 소량의 Co와 Ni는 

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한, 동일한 시

간동안 증착한 박막에 해서 Cu 함량(x)이 증가할수

록 검출된 Cu 농도는 증가한 반면, Mn 농도는 상

으로 감소하 다. 처음 칭량할 때 NCMC 조성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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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0.20, 5 min

x = 0.15, 1 min

x = 0.10, 5 min

In
te

ns
ity

 (a
rb

. u
ni

t)

2θ (degree)

x = 0.10, 1 min

(3
11

)

Fig. 4. XRD patterns of thin films deposited from 

[(Ni0.30Co0.33Mn0.37)1-xCux]3O4 (0.1≤x≤0.2) solutions for 1 

and 5 min, and annealed at 400℃ for 1 h in argon.

살펴보면 Cu 함량이 Ni, Co, Mn 함량보다 상 으

로 었는데, 성분 분석 결과 Cu가 가장 많이 증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에 NCMC (0.1≤x≤0.2) 용액을 1분과 5분 

동안 증착 후 열처리한 박막의 X-선 회  (XRD) 분

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체 으로 결정 피크의 강도

가 약하 지만, 입방정 (cubic) 구조의 스피넬  

(spinel) 단일상 (JCPDS #84-0542)의 주 피크인 (311)

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Cu 함량(x)과 증착시간이 증

가할수록 (311)면의 피크는 증가하 다. 2θ=32o 부근

의 피크는 Si 기 의 피크이다. 

그림 5는 NCMC (0.1≤x≤0.2) 용액을 1분과 5분 

동안 증착 후 열처리한 박막의 비 항을 나타낸 것이

다. 측정 온도가 증가할수록 박막의 비 항은 감소하

는데, 1분 동안 증착한 박막이 5분 동안 증착한 박

막보다 감소폭이 더 작았다. 1분 동안 증착한 박막에 

해서 x=0.15인 박막이 x=0.1인 박막보다 낮은 상온 

비 항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미세구조에서 확인

하 듯이(그림 1과 2), x=0.15인 박막이 x=0.1인 박막

보다 결정립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비표면 의 감소

로 인한 계면에서의 항이 더 작기 때문으로 단된

다. 반면에, 5분 동안 증착한 박막에서는 x=0.2인 박

막이 x=0.1인 박막보다 높은 상온 비 항 값을 나타

내었다. 이는 1분 동안 증착한 박막의 Cu 함량에 따

른 결과와 반  결과로, 1분 동안 증착한 박막은 유

사한 100 nm의 결함이 없는 얇고 균질한 미세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결정립계로 설명이 가능하나, 5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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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istivities of thin films deposited from 

[(Ni0.30Co0.33Mn0.37)1-xCux]3O4 (0.1≤x≤0.2) solutions for 1 

and 5 min, and annealed at 400℃ for 1 h in argon.

증착한 박막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막의 상

태가 균질하지 못하고 균열과 기공 등의 결함이 찰

되었으며, 막의 두께도 매우 두꺼웠는데 x=0.2 (2 μ

m)인 박막이 x=0.1 (400 nm)인 박막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더 많은 결함을 포함하여 x=0.2인 박막이 

x=0.1인 박막보다 높은 상온 비 항 값을 나타낸 것

으로 단된다. 1분 동안 증착한 박막보다 5분 동안 

증착한 박막의 비 항 값이 더 큰 이유도 막의 상태

가 균질하지 못하고 균열과 기공 등의 결함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1과 2). 1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증착

한 박막과 x<0.10인 박막은 막의 두께가 100 nm 미

만으로 무 얇아서 10
7
 Ω/sq 이상의 표면 항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4 point probe 법으로 측정이 불가

능하 고, 5분보다 긴 시간 동안 증착한 박막과 

x>0.20인 박막은 막의 두께가 3 μm 이상으로 무 

두껍고 균열  기공 등 결함이 많아서 막 상태가 균

질하지 못하여 측정할 수 없었다. 즉, 증착시간과 Cu 

함량이 증가할수록 막의 두께는 증가하 고, 그에 따

라 불균일한 막 상태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비

항을 측정할 수 있는 증착시간은 1∼5분이었고, Cu 

함량 범 는 x=0.1∼0.2이었다.

그림 6은 NCMC (0.1≤x≤0.2) 용액을 1분과 5분 

동안 증착 후 열처리한 박막의 항온도계수(TCR)를 

측정온도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CR 값은 식 

(1)과 같이 계산하 다.

TCR (%/K)=(RT2-RT1)/(T2-T1)×(1/RT)×100    (1)

30 40 50 60 70 80 90

-6

-5

-4

-3

-2

-1

 x=0.10, 1 min
 x=0.10, 5 min
 x=0.15, 1 min
 x=0.20, 5 min

T
C

R
 (%

 / 
K

)

Temperature (oC)

Fig. 6. Temperature coefficients of resistance (TCR) of 

thin films deposited from [(Ni0.30Co0.33Mn0.37)1-xCux]3O4 (0.1≤

x≤0.2) solutions for 1 and 5 min, and annealed at 400℃ 

for 1 h in argon.

여기서 T, T1, T2는 온도이며 (T1<T<T2), RT, RT1, 

RT2는 각각 T, T1, T2에서의 비 항 값이다. 측정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TCR은 증가하 고, 동일한 

측정온도에 해서 x=0.15 용액을 1분 동안 증착한 

박막이 다른 박막들보다 가장 낮은 음의 TCR 값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증착시간에 해서 x=0.15 (1분)

와 x=0.2 (5분)인 박막들이 x=0.1 (1분)과 x=0.1 (5분)

인 박막들보다 각각 더 낮은 음의 TCR 값을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u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

록 높은 결정상을 갖지만 (그림 4), 막 두께 증가와 

불균일한 막 상태 때문으로 단된다. 

동일한 Cu 함량에 해서 (x=0.1) 증착시간이 5분

인 박막과 1분인 박막의 TCR 값은 50℃ 이상에서는 

유사하 지만, 50℃ 이하의 온도에서는 1분인 박막이 

5분인 박막보다 더 높은 음의 TCR 값을 나타내었다. 

50℃ 이상에서의 유사한 TCR 값은 유사한 막 두께 

때문으로 단되며 (그림 2), 50℃ 이하의 온도에서 

TCR 값 차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비 항 값 차이 때

문으로 생각되나 (그림 5), 더 자세한 이유는 재 조

사 에 있다. 

체 으로 30℃에서 약–3%/K, 90℃에서는 약 –

2%/K 부근의 TCR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50℃ 이

하의 온도에서 x=0.1, 0.2인 박막은 -3%/K 이상의 높

은 음의 TCR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값은 Ko 등 [6]

이 보고한 값 (<-4%/K)보다 우수한 값으로 마이크로

볼로미터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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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Ni0.30Co0.33Mn0.37)1-xCux]3O4(0.1≤x≤0.2) 조성의 용

액을 스핀 스 이 법을 이용하여 1분과 5분 동안 

증착 후, Ar 분 기에서 400℃에서 1시간 동안 열처

리한 박막의 비 항과 TCR 값을 조사하 다. 

 조성에서 입방정 스피넬 구조의 단일상을 확인

할 수 있었고, 1분 동안 증착한 박막에서 균질한 미

세구조와 약 100 nm의 두께를 얻을 수 있었다. 증착 

시간이 증가할수록 열처리한 박막의 비 항은 증가하

고, 1분 동안 증착한 박막에 해서 x=0.15인 박막

이 x=0.1인 박막보다 낮은 상온 비 항 값을 나타내

었는데, 이는 결정립 크기의 차이에 따른 비표면  

차이 때문이다. 50℃ 이하의 온도에서 x=0.1, 0.2인 박

막은 -3%/K 이상의 높은 음의 TCR 값을 나타내었

다. x=0.1인 용액을 1분 동안 증착 후 400℃에서 열처

리한 박막의 낮은 비 항 (127 Ω·cm)과 높은 TCR 

값 (-5.69%/K)은 기존의 a-Si보다 우수한 특성으로 

열화상 센서용 비냉각 마이크로볼로미터에 용 시 

낮은 잡음등가온도 차 (noise equivalent temperature 

differenc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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