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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도전성 물질을 분산시킨 유기질 폴리머를 구비하는 PTC 조성물과 적어도 한쌍의 전극을 구비하고, 상기 도
전성 물질이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이며; 또는 전극들이 각각 금속 망과 금속 층을 구비하는 정의 온도 저항률 계수를 가
지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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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a

명세서

[발명의 명칭]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및 제1(b)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를 도시하며, 더어미스터는 금속 망이 
그의 표면에 파묻힌 시이트형태를 가지는 것을 도시하는 도면.

제2(a)도, 제2(b)도 및 제2(c)도는 본 발명의 PTC 더어미스터가 사용된 과열 예방장치의 실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의 PTC 더어미스터가 사용된 과열 예방장치의 다른 실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의 PTC 더어미스터가 열 센서로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검출회로 다이어그램.

제5도는 PTC 더어미스터가 형광램프의 전극과 직렬로 접속된 것을 보여주는 회로 다이어그램.

제6도는 본 발명의 PTC 더어미스터가 사용된 과열 예방장치의 다른 실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7도는 폴리불화 비닐리덴(PVDF) 내의 탄화텅스텐(WC)의 함량에 따른 체적 저항률 - 온도(ρ - T) 특성을 보여
주는 그라프.

제8도는 PVDF 내의 WC의 평균입도에 따른 ρ - T특성을 보여주는 그라프.

제9도는 여러가지 유기질 폴리머에서 관찰된 PTC의 ρ - T특성을 보여주는 그라프.

제10도는 TiC 에서 관찰된 것과 비교하여 도전성 분말 WC 에서 관찰된 ρ - T특성을 보여주는 그라프.

제11도는 Ni 또는 카본블랙에서 관찰된 것과 비교하여 도전성 분말 WC 에서 관찰된 ρ - T특성을 보여주는 그라프.

제12도는 미세한 도전성 분말 WC 가 0.1 내지 0.2 ㎛의 평균직경을 가질 때의 대표적인 ρ - T특성을 보여주는 그라
프.

제13도는 실예 13 과 14 에서 관찰된 표면저항률 - 온도특성(R - T 특성)을 보여주는 그라프.

제14도는 실예 15 와 16 에서 관찰된 R - T특성을 보여주는 그라프.

제15도는 실예 17 과 78 에서 관찰된 R - T특성을 보여주는 그라프.

제16도는 실예 15 와 비교 실예 2 에서 관찰된 R - T 특성을 보여주는 그라프.

제17(a)도 및 제17(b)도는 종래의 PTC 더어미스터를 도시하는 도면.

제18(a)도 및 제18(b)도는 종래의 PTC 더어미스터의 R - T 특성의 측정에서 열응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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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시이트 2 : 평직망

2a : 망 와이어의 교차점 3 : 금속 층

11 : DC 전원 12 : 스위치

13 : 발광회로 14 : 형광 튜브

15 : PTC 더어미스터 16 : 검출회로

17, 18 :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정(正)의 온도 저항률 계수(PTC)를 보여주는 유기질 폴리머 더어미스터(이하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라 한
다)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자동차의 도어 로크 모터 또는 배터리의 과전류에 대한 예방부재로서 또는 역광 형
광램프의 과열에 대한 예방부재로서 유용한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에 관한 것이다.

    
카본블랙 또는 금속성분말과 같은 그러한 도전성 분말을 그곳에 분산시킨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그러
한 유기질 폴리머를 구비하는 도전성 화합물은 PTC 특성을 보여준다. 이들 도전성 화합물들은 감소된 크기를 가지며 
온도에 의해 높은 비율의 저항률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되는, 고전류 회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종래의 세라믹 P
TC 화합물과 비교할때 실온에서 낮은 체적 저항률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최대 저항률 / 실온 저항률). 공지
된 유기질 도전성 화합물은 예를들면 미국 특허 제 3, 592, 525 호 및 제 3, 673, 121 호에 기술되어 있다.
    

도전성 분말로서 TiC, TiB2 , TiN, ZrC, ZrB 2 , ZrN, 및 NbC 와 같은 그러한 비산화물 세라믹 분말을 함유하는 유기질 
폴리머를 구비하는 더머미스터는 예를들면 JP - A - 2 - 28687(여기서 사용된 용어 “JP - A”는 일본국 공개 특
허공고를 의미한다), 저어널 오브 머티어리얼즈 사이언스 레터스, 넘버 9, pp. 611 - 612(1990), 및 같은 책, 넘버 
26, pp. 145 - 154(1991)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PTC 화합물들위에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공지의 기술들은 직접 금속 도금법(JP - B - 4 - 44401, 여기서 사
용된 용어 “JP - B”는 일본국 특허공고를 의미한다), PTC 화합물내의 금속성 망전극(mesh electrode)을 파묻는 
법(JP - B - 2 - 16002), 및 스퍼터링(JP - A - 62 - 85401)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도어 로크 모터 또는 배터리의 과전류 예방부재로서 사용된 PTC 더어미스터가 다음의 방정식에 
의해 표현된 바와같이 5 이상의 저항률변화의 비율과 1 Ω·cm 이하의 실온 체적저항률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항률변화의 비율 =

log10 (최대 저항률 / 초기 저항률)

감소된 저항률을 갖는 것은 부재의 크기감소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정상작동 하에서 고전류 회로에 대한 적용도 허용한
다. 도전성 물질 함량의 증가는 저항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저항률변화의 비율도 감소되는데, 이것은 비정상 상태인 경
우에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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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물질로서 카본블랙을 함유하는 실제로 유용한 유기질 더어미스터는 거의 더이상 낮아지지 않는 약 2 Ω·cm의 
높은 실온 저항률을 가지며, 고전류 회로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도전성 물질로서 금속성 분
말을 사용하는 더어미스터는 감소된 실온 체적저항률을 성취하지만, 온 - 오프 테스트, 등에서 실제적인 부하에 대해 
빈약한 내구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비실용적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비산화물 세라믹 분말을 여기에 분산시킨 유기질 폴리머를 구비하는 상술한 더어미스터는 열저항, 기계적인 강도 및 화
학적인 안정성이 탁월하고, 충전 또는 방전시 이차 배터리의 단락 또는 모터의 로크에 기인한 과전류의 예방을 위해 사
용될 때 만족스런 반복성 및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유기질 폴리머에 함체된 비산화물 세라믹 분말
은 카본블랙과 비교할때 이것이 상당히 증대된 량으로 첨가되지 않는 한 감소된 저항률을 가질 수 없다. 그러한 증대된 
량의 비산화물 세라믹 분말의 사용은 교반 및 성형을 어렵게 한다. 게다가, 고전류 회로에 적합한 소형의 더어미스터를 
얻는 것도 어려웠다.
    

전극의 형성에 관련하여, PTC 화합물의 표면(제17도에 도시됨)에 금속제의 망 전극을 묻는 단계를 구비하는 방법은 
PTC 화합물의 크기에 대한 저항률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또한 저항률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금속으로 직접 도
금하는 것 또는 스퍼터링으로 이루어 진 방법은 제18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PTC 화합물의 수축 또는 열팽창에 기인하
여 PTC 화합물로 부터 전극필름의 분리 또는 전극필름에서의 주름 또는 크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도전성 분말의 교반 또는 성형시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생산될 수 있고 실온 저항률, 저항률변화의 
비율 및 반복성이 탁월한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극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는 저항률의 바람직하지 않은 증가 또는 저항률의 불안정성의 염려
가 없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들 목적 및 다른 목적들과 효과는 아래에 주어진 설명으로 부터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은 그의 제1 실시예에서, 도전성 물질을 그곳에 분산시킨 유기질 폴리머를 구비하는 PTC 화합물과 적어도 한쌍
의 전극을 구비하며, 상기 도전성 물질이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인 정(正)의 온도 저항률 계수를 가지는 유기질 PTC 더
어미스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그의 제2 실시예에서, 도전성 물질을 그곳에 분산시킨 유기질 폴리머를 구비하는 PTC 화합물과 적어도 한쌍
의 전극을 구비하며, 상기 전극들이 각각 금속 망과 금속 층을 구비하는 정의 온도 저항률 계수를 가지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를 제공한다.

제1 실시예에서의 전극은 제2 실시예에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가 아래에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도전성 물질로서 비산화물 세라믹 분말을 그곳에 합체한 유기질 폴리머를 구비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
스터를 광범위하게 연구해 왔다. 이들은 그 결과 도전성 물질로서 탄화텅스텐(이후에 WC로 단축한다) 분말의 사용이 
다른 비산화물 세라믹에 요구된 것보다 더 작은 함유량으로 실온 저항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높은 비율의 저항률변
화를 성취하는 한편 탁월한 반복성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들면, 폴리불화 비닐리덴(이후에 PVDF로 단축한다) 과 실온에서의 체적 저항률이 WC의 것과 거의 같은 ZrN의 
적절한 량, 예를들면 30체적%로 부터 준비된 규정된 크기의 모든 더어미스터는 200 MΩ 또는 그 이상의 실온 표면저
항률을 가지는 데 이것은 비실용적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반면에, WC 의 30체적%를 함유하는 같은 크기의 더어미스
터의 실온 표면저항률은 0.007Ω 만큼 월등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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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전성 물질들의 체적저항률이 동일하고 합성저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온 저항률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
되는 이유는 아직 명백해 지지 않았다. 이 차이는 도전성 물질과 유기질 폴리머 매트릭스 사이의 양립성에 기인하는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의도된 사용을 위한 PTC 더어미스터의 바람직한 실온 체적저항률은 10Ω
·cm 또는 그 이하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서, 그러한 낮은 레벨의 실온 체적저항률은 더욱 작은 함유량으로 
WC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얻어질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실온(25℃)에서 체적저항률을 10Ω·cm 또는 그 이하까지 감소시키시 위해 WC 분말이 유기질 PTC 더
어미스터에서 도전성물질로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용될 WC 분말은 양호하게는 규정된 낮은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보장하기 위해 10㎛ 이하의 평균입도를 가지며, 또한 
양호하게는 실온 저항률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 1㎛ 이하의 입도를 가진다. 0.1㎛ 보다 더 작은 WC 분말은 값비싸고 
교반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호한 평균입도는 0.1 내지 10㎛ 이며, 양호하게는 0.1 내지 1㎛ 이며, 더욱 양호하게는 0.
5 내지 1㎛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유기질 폴리머는 이것이 열가소성 및 결정성 폴리머인한 특히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폴리불
화 비닐리덴(PVDF)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이오노머(ionomer), 또는 이들 
폴리머들중 모노머(monomer)를 구비하는 코폴리머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PVDF 가 자기 소화특성(self - exting
uishing properties)(화염의 공급원이 제거되면 연소가 그치는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화재의 염려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첨가될 WC 분말의 량은, PTC 화합물에 의거하여 20 내지 50 체적%, 양호하게는 23 내지 50 체적%, 더욱 양호하게
는 25 내지 40 체적%의 범위를 가진다. WC함량이 20%이하라면, 실온 저항률의 상승이 관찰된다. 만일 이것이 50%
를 초과하면, 폴리머에 대한 분말의 비율이 높아서 반죽에 요구되는 토크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반죽과 성형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제1 실시예의 더어미스터가 제조공정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지만, 다음의 공정이 전형적인 실예로서 언급될 수 있다. W
C를 그곳에 분산시킨 결정성 폴리머를 구비하는 PTC 화합물은 밴버리 혼합기 또는 혼합 로울과 같은 그러한 반죽 기계
에서 반죽된다. 표면활성제와 같은 그러한 산화방지제 또는 반죽 보조물이 이 단계에서 첨가될 수 있다. 그 결과 생성된 
혼합물이 고온 프레스에 의해 시이트 또는 필름으로 성형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폴리머는 PTC 출현 후의 유동
성을 억제하여 저항률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크로스링킹(crosslinking)에 노출될 수 있다. 크로스링킹은 크로스링킹 
보조물(전자 광선의 효율 또는 크로스링킹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됨)(미국 특허 제 3, 269, 862 호 참조)이 존
재하는 전자유도 크로스링킹, 케미칼 크로스링킹, 또는 시레인 합성물을 유리기 발생기(free radical generator)가 있
는 결정성 폴리머로 그라프트 한다음, 그라프트 폴리머를 시라놀 응축 촉매가 있는 물 또는 수용성 매체와 접촉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물 - 유도 크로스링킹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JP - B - 4 - 11575 참조).
    

전극은 가열하에서 금속판을 압축접착 하는 것(미국 특허 제4, 426, 633호 참조), 금속으로 도금하는 것(JP - B - 
4 - 44401 참조), 도전성 반죽으로 코팅하는 것(JP - A - 59 - 213102 참조), 스퍼터링(JP - A - 62 - 8540
1 참조), 화염 분사코팅 JP - A - 62 - 92409 참조) 등에 의해 서로 마주보는 양쪽 주 측면들상에 형성된다. 특히, 
각각의 전극은 이후에 기술되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구조, 즉 금속 망과 금속 층의 화합물을 가진다.

바람직하다면, 결과적인 PTC 시이트는 규정된 형상과 크기로 펀치 또는 절단되며, 금속성 도선이 각각의 전극에 용접
된다. 바람직하다면, PTC 더어미스터는 절연수지로 캡슐화 되거나 또는 도전성 접착제가 전극에 적용될 수 있고, 이것
을 거쳐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단자가 접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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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구조와는 달리, 더어미스터는 그 사이에 PTC 시이트와 함께 서로 대향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전극 쌍을 갖도
록 다수의 PTC 시이트와 다수의 전극 층들이 교차하는 다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구조는 시이팅(sheeting) 방
법 또는 프린팅 방법에 의해, 또는 이들 방법들의 조합과 스퍼터링과 같은 그러한 얇은 막 형성기술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더어미스터가 아래에 설명될 것이다.

제2 실시예의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는 한쌍의 전극이 금속 망 및 금속 층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이 전극 구조에 의해, PTC 더어미스터는 PTC 화합물의 크기에 대응하는 저항률을 가질 수 있으며 안정
된 저항률을 보여준다.

금속 망은 양호하게는 그의 일부분이 노출된 상태로 PTC 화합물의 표면에 파묻음으로써 제공된다. 이 경우에, PTC 화
합물의 초기 저항률은 감소하고, 열 변형에 의한 응력은 약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PTC 화합물과 전극이 변형되거나 
또는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인 강도를 제공한다.

양호하게는, 금속 망은 200 내지 600 메쉬의 구멍 크기를 가진다. 양호한 구멍크기를 가지는 금속 망은 낮은 비용으로 
제조될 수 있고, 규정된 크기로 쉽게 펀치 또는 절단된다.

금속 망은 양호하게는 평직망(plain weave mesh) 과 능직망(twilled weave mesh) 중 적어도 하나이며, 평직망은 압
착(평평하게)되고, 능직망도 압착(평평하게)되며, 금속 망은 교차점에서 어떠한 레벨의 차이도 갖지 않는다. 이 경우에, 
금속 망은 감소된 두께를 가지는 반면 PTC 화합물의 표면상에 금속의 증대된 노출영역을 제공하며, 따라서, 최종 제품
은 감소된 두께를 가질 수 있고, 연마작업(이후에 설명된다)이 더욱 쉽다.

금속 층은 양호하게는 화학도금에 의해 형성된 금속 층, 전기도금에 의해 형성된 금속 층, 진공 증기상태 침전물에 의해 
형성된 금속 층, 및 화염 분무 코팅에 의해 형성된 금속 층중의 적어도 하나이다. 이 경우에, PTC 화합물은 감소된 초
기 저항률을 가진다.

금속 층은 양호하게는 상술한 금속 망이 그의 일부분이 노출된 상태로 파묻히고 노출된 금속 망을 포함하는 PTC 화합
물의 표면이 망의 노출된 영역과 도전성 물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마된 후 형성된다. 이 경우에, 저항률은 안정화될 수 
있고 더욱 감소된다.

    
제2 실시예의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에서의 유기질 폴리머는 특히 제한되지 않으며, 양호하게는 폴리에틸렌, 폴리프
로필렌, 폴리불화 비닐리덴, 폴리염화비닐,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이오노머, 또는 이들 폴리머들의 모노머를 구비하는 
코폴리머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도전성 물질은 양호하게는 카본블랙(예를들면, 로 블랙 또는 아세틸렌 블랙), 흑연, 
카본섬유, 도전성 휘스커(whisker), 금속성 입자(예를들면, Ni, Cu, Ag, Fe 또는 Cr), 및 도전성 세라믹 분말로 두터 
선택된다. 상술한 유기질 폴리머 및 도전성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저항률, 저항률변화의 비율, 파괴전압, 반복에 대한 
저항률 - 온도(R - T) 특성의 안정도, 및 신뢰도가 향상된다.
    

도전성 세라믹 분말들중, 텅스텐 카바이드(WC)가 특히 양호하다. WC 의 사용은 반복에 대한 R - T 특성의 탁월한 안
정성과 감소된 저항률을 가지는 PTC 더어미스터를 제공하며, PTC 더어미스터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제1(a)도는 시이트형태를 가지는 PTC 화합물의 표면에 금속망이 파묻힌 제2 실시예에 따른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의 사시도이다. 제1(b)도는 선 A - A′를 따른 제1(a)도의 횡단면도이다.

제1(a)도 및 제1(b)도에서, 부호 1은 PTC 화합물의 본체를 가리키며, 2 는 금속 망을 가리키고, 2a는 금속 망의 교차
점을 가리키며, 3은 금속 층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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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실시예의 더어미스터는 제조공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이것은 유기질 폴리머와 도전성 물질을 반죽
하고, 혼합물을 성형하고, 만약 원한다면 성형된 물건을 제1 실시예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교차결합시킴으로서 제조된다. 
그후, 금속 망은 예를들면 가열하의 압착접함에 의해 성형된 물건의 주 표면의 각각에 파묻힌다.

    
망이 바람직하게는 미세한 망을 가지지만, 극도의 미세한 성질을 가지는 금속 망은 그의 높은 제조비용 때문에 실제로
는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조잡한 금속 망은 보통의 금속 망에서 보다 더 큰 와이어두께를 가지므로, 전극 형성후의 스
톡 시이트는 규정된 형상으로 펀치 또는 절단하는 데에 불충분한 가공성을 가진다. 게다가, 펀치 또는 절단시에 가장자
리에서 버어(burr)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때, 망은 200 내지 600 메쉬의 개구 크기를 가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망 미세도의 단위로서 사용된 용어 “메쉬”는 1 제곱인치에서의 개구의 수를 의미한다.
    

금속 망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 구리, 철, 닉켈, 및 황동을 포함한다. 금속 망의 위이브(weave)는 평직(plain we
ave), 능직(twill weave), 및 불규칙적인 위이브를 포함한다. 망은 압착(평평하게) 되거나 또는 망은 다른 금속성 재
료로 도금될 수 있다. 와이어들 사이의 레벨에서의 차이는 가능한 한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에칭 또는 펀칭에 의해 제
조될 수 있는, 교차점에서의 레벨의 차이가 조금도 없는 망이 역시 유용하다.

금속 망은 PIC 화합물의 표면아래에 완전히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제1(b)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PTC 화합물의 표면상
에서 망의 상부부분이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파묻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후, PTC 화합물과 노출된 금속 망을 구비하
는 표면은 망의 노출된 영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샌드 페이퍼, 샌드 브라스트, 등으로 기계적인 연마에 의해, 또는 산에 
의한 화학적인 연마에 의해 표면 연마처리를 받게된다.

그 다음에 화학 도금, 전기도금, 진공 증기상태 침전물(진공 증발 또는 스퍼터링) 또는 화염 분사코팅에 의해 금속 망이 
파묻힌 표면상에 금속 층이 형성된다. 도금 금속은 특히 제한되지는 않으며 Ni, Cu, Ag, Sn, 및 Cr을 포함한다.

금속 망과 금속 층으로 구성된 전극이 PTC 화합물의 각 측면상에 형성된 후, 스톡 시이트는 펀치 또는 절단에 의해 원
하는 크기로 가공되며, 금속성 도선은 각각의 전극에 용접된다. 원한다면, PTC 더어미스터는 절연수지로 캡슐화될 수 
있으며, 또는 도전성 접착제가 전극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을 거쳐 외부의 금속성 단자가 접속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예의 유기질 PTC 더머미스터는 자동차의 도어 로크, 외측 밀러(도어 밀러)제어 및 파워 윈
도우를 구동하기 위한 다양한 소형 D.C. 모터에서의 과전류 예방부재와; 리튬 배터리, 닉켈 - 수소 배터리 및 닉켈 - 
카드뮴 배터리와 같은 그러한 2차 배터리로서 유용하다. 이들은 또한 역광 형광 램프에서 사용된 과열 예방장치에서와 
같이 무선주파수 전류회로에서 과전류 예방부재로서 유용하다. 특히, 제1 실시예에 따른 더어미스터와 도전성 물질로서 
텅스텐 카바이드를 또한 사용하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더어미스터가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탁월한 저항 특성을 보여주므
로, 이들은 양호하게는 역광 형광램프에서 사용된 과열 예방장치에서와 같이 무선주파수 전류회로에서 과전류 예방부재
로서 사용된다.
    

역광 형광램프에서와 같이 무선주파수 전류회로에 본 발명의 더어미스터를 적용하는 것은 아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
될 것이다.

    
휴대용 개인컴퓨터 또는 워드 프로세스, 등 에서 사용된 액정 디스플레이용 역광 형광램프는 일반적으로 유리와 같은 
그러한 투명재료로 만들어지며, 그의 내측벽은 형광물질로 코팅되고, 방전가스로 채워진다. 튜브의 각 단부에 위치된 
전극들에 직류 또는 교류전류를 인가하면, 가스를 통해 방전이 일어난다. 수은 가스에 의해 여기된 253.7 nm의 파장을 
갖는 자외선은 튜브의 내측벽상의 형광물질을 비추어 눈에 보이는 빛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종류의 형광램프용 전극은 
열음극과 냉음극을 포함한다. 열음극의 경우에, 아크방전이 형광램프의 수명이 끝날무렵 글로방전으로 변화되면, 전극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며, 보통 100℃ 이하의 튜브벽 온도가 액정을 포함하여 주변 장치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약 200℃ 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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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음극 램프가 액정 디스플레이용 역광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상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샤프 기호(1994년 5월)
는 비정상적인 열발생의 경우 회로가 파괴될수 있도록 온도 휴즈가 전극측과 접촉하게 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제
한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열발생의 경우에 온도 휴즈가 끊어진다면, 액정 디스플레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형광램
프와 온도 휴즈는 새것으로 교환되어야 한다.

상기 상황 하에서, 무선주파수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본 발명의 PTC 더어미스터는 형광램프와의 열접촉, 즉 형광램프
의 전극부분과의 직접접촉을 수행하게 되는 과열 예방부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전극부분에서의 비정상적인 열발생의 
경우에, 더어미스터의 저항률이 상승할때, 회로를 통과하는 전류가 제한되어, 궁극적으로는 전극의 수명을 연장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더어미스터는 작고, 가볍고, 경제적인 형광램프용 과열 예방장치를 제공한다.

장치의 양호한 형태로서, 더어미스터의 전극단자와 형광튜브의 한 전극 도선은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더어미스터는 형
광램프의 발광회로에 직렬접속으로 통합된다. 장치의 양호한 다른 실시예에서, 더어미스터는 형광튜브의 발광회로에 따
라 검출회로를 형성하며, 형광튜브의 비정상적인 과열에 기인한 더어미스터의 저항률의 증가가 검출된다.

본 발명의 더어미스터가 PTC 부재로서 사용된 형광튜브용 비정상적인 과열예방장치의 실예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아
래에서 설명된다.

    
제2도는 PTC 화합물을 실린더로 성형하고 형광튜브의 전극(18)에 설치된 Ni, Ag, 등의 전극(17)을 형성함으로써 제
조된 PTC 더어미스터를 도시한다. 제3도는 PTC 화합물을 예를들면 용접에 의해 형광튜브의 단자 도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하소(calcination)에 의해 형성된 디스크로 형성함으로써 제조된 PTC 더어미스터를 도시한다. 양 실시예는 P
TC 더어미스터가 형광튜브의 전극의 단부와 열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원한다면, 열수축가능한 튜브가 더어미스
터와 형광튜브 전극의 단부상에 배치되어 그사이에 밀접한 접촉을 가능하게 하도록 할 수있다.
    

수명이 끝날때쯤 형광튜브의 전극에 비정상적인 과열이 일어나는 경우에, PTC 더어미스터는 갑작스런 저항률의 상승
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검출회로(16)에서 검출될 수 있다(제4도 참조). PTC 더어미스터가 형광튜브(14)의 전극에 직
렬로 접속되면, 형광튜브의 발광회로(13)를 통과하는 전류는 PTC 더어미스터의 저항률 상승에 따라 제한되며, 따라서 
형광튜브 전극에서의 열발생이 억제되고, 형광튜브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제5도 참조).

제2도 내지 제5도에서, 부호 I1은 DC 전원을 나타내며, 부호 12는 스위치를 나타낸다.

PTC 더어미스터는 형광램프의 전극부분에 제거가능하게 설치되도록 홀더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또한, 제6도에 도시
된 바와같이, 시이트형태의 PTC 더어미스터는 형광램프의 단부의 주위에 감겨질 수 있다.

형광램프가 그의 수명이 끝날때쯤에도, 비정상적인 과열예방장치로서 사용된 PTC 더어미서터 특성을 가지는 본 발명
의 더어미스터 덕택에 빛이 차단되기 전 그것이 새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PTC 더어미서터는 반복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 PTC 더어미스터가 전극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열발생을 방지하는 반면 아크 방전이 형광램프의 수명이 끝날때 
쯤 글로 방전으로 바뀌므로, 이것은 액정을 포함하는 주변장치를 열손상으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PTC 더어미스터가 형광램프 발광회로와 직렬로 접속되는 경우에, 전류가 비정상적인 열발생으로 인하여 더어미스터의 
저항률이 상승함에 따라 제한되므로, 형광램프의 수명은 연장될 수 있다. 형광램프가 그의 수명이 끝나갈때 일어나는 
것은 액정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단지 어두워지는 것 뿐이며, 이것은 형광램프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를 사용자에게 실제
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이제 비교 실예를 고려하여 실예를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 발명이 이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다르게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부품들은 무게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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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예 1]

JP - B - 4 - 11575의 설명에 따라서, PVDF(엘프 아토켐 노스 아메리카에 의해 제조된 KYNAR 711)의 100 이 
시레인 커플렁 에이전트(신 - 에츠 캄파니 리미터드에 의해 제조된 KBC 1003)의 10 및 2,5 - dimethyl - 2,5 - 
di(t - butylperoxy)hexyn - 3의 1에 혼합되었고, 이 혼합물은 그라프트된 폴리머를 제조하기 위해 200℃에서 쌍스
크류 압출기에서 반죽되었다.

WC 분말(닛뽄 신킨조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WC - F; 평균 입도 0.65 ㎛)이 결과적인 화합물을 바탕으로 
한 20 체적%의 비율로 그라프트된 폴리머에 첨가되었고, 이 혼합물은 PTC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200℃ 및 25 rpm
에서 1시간 동안 반죽기계로 반죽 되었다. PTC 화합물은 약 1mm의 두께를 가지는 시이트를 얻기 위해 200℃ 및 30 
kgf/cm 2 로 고온 압착 되었다.

한 면이 거칠게된 닉켈 호일(후쿠다 메탈 호일 앤드 파우더 캄파니 리미티드로 부터 입수가능함)이 그의 거친 면이 시
이트와 접촉하는 상태로 시이트의 각 측면에 접착되었고, 실온에서 냉각시킴으로서 200℃ 및 30 kgf/cm 2 에서 압축 접
합되었으며, 그 결과 한쌍의 전극층이 형성되었다. 전극을 갖는 시이트는 PTC 더어미스터를 얻기위해 직경 10 mm의 
디스크로 펀치되었다.

[실예 2 내지 4]

PTC 더어미스터는 PTC 화합물을 바탕으로 하여 25체적%, 30체적%, 또는 40체적%로 첨가된 WC의 량을 변경시키
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실예 5 내지 8]

PTC 더어미스터는 2.09 ㎛(닛뽄 신킨조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WC - 25), 4.82 ㎛(닛뽄 신진조쿠 가부
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WC - 50), 8.60 ㎛(닛뽄 신킨조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WC - 90), 또는 75 
㎛(닛뽄 신킨조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WC - S)의 평균 입도를 가지는 WC 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실예 2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실예 9]

PTC 더어미스터는 KYNAR 711을 동일한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된 PVDF, KYNAR 461로 대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2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KYNAR 461 과 KYNAR 711은 용해물 점도에서 다르다. KYNAR 461의 
점도는 28,000 포이즈 인 반면, KYNAR 711의 점도는 7,000 포이즈 인데, 이들은 230℃ 에서 몬산트 캐피러리 비스
코미터로 측정되었다.

[실예 10]

폴리에틸렌(이후 PE로 단축됨)(미츠이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 리미티드에 의해 제조된 HiZex 2100P)의 100 이 
시레인 커플링 에이전트(신 - 에츠 케미칼 캄파니 리미티드에 의해 제조된 KBE1003)의 10 및 디카밀 페록사이드(D
CP)의 1에 혼합되었고, 이 혼합물은 그라프트 폴리머를 제조하기 위해 140℃ 에서 쌍 스크류 압출기로 반죽되었다.

PTC 더어미스터는 상기 제조된 그라프트 폴리머를 사용하고 반죽온도를 140℃로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2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실예 11]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코폴리머(이후 EVA로 단축됨)(미츠비시 가가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LV140)
의 100 이 시레인 커플링 에이전트(KBE1003)의 10 및 CDP의 1에 혼합되었고, 이 혼합물은 그라프트 폴리머를 제조
하기 위해 120℃ 에서 쌍 스크류 압출기로 반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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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더어미스터는 상기 제조된 그라프트 폴리머를 사용하고 반죽 온도를 120℃로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2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실예 12]

PTC 더어미스터는 0.1 내지 0.2 ㎛의 평균 입도를 가지는 WC 분말(도쿄 텅스텐 캄파니 리미티드에 의해 제조된 WC
02N)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3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비교 실예 1 내지 8]

PTC 더어미스터는 도전성 분말의 종류 및/또는 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 에서와 같은 방식
으로 제조되었다.

비교 실예 1 :

질화 티타늄 TiN(닛뽄 신킨조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TiN - 01; 평균 입도 : 1.37 ㎛)이 30체적%의 량(
결과적인 PTC 화합물을 기초로 함; 이하 동일함)이 첨가됨.

비교 실예 2 :

질화 지르코늄 ZrN(닛뽄 신킨조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ZrN; 평균 입도 : 1.19 ㎛)이 30체적%의 량으로 
첨가됨.

비교 실예 3 :

탄화 티타늄 TiC(닛뽄 신킨조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TiC - 007; 평균 입도 : 0.88 ㎛)가 40체적%의 량
으로 첨가됨.

비교 실예 4 :

붕화 티타늄 TiB2 (닛뽄 신킨조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TiB2 - PF; 평균 입도 1.80 ㎛)이 30체적%의 량으
로 첨가됨.

비교 실예 5 :

몰리브덴 실리사이드 MoSi2 (닛뽄 신킨조쿠 가부시기 가이샤에 의해 제조된 MoSi2 - F; 평균 입도 : 1.60 ㎛)가 40체
적%의 량으로 첨가됨.

비교 실예 6 :

닉켈 Ni(INCO에 의해 제조된 실모양의 Ni 분말 #210; 평균 입도 : 0.5 내지 1.0 ㎛) 가 25체적%의 량으로 첨가됨.

비교 실예 7 :

카본 블랙(CB)(도카이 카본 캄파니 리미티드에 의해 제조된 Toka Black #4500)이 30체적%의 량으로 첨가됨.

비교 실예 8 :

텅스텐 카바이드 WC(WC - F)가 18체적%의 량으로 첨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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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예 1 내지 12 및 비교 실예 1 내지 8 에서 제조된 PTC 더어미스터의 각각은 다음의 특성을 특정함으로서 평가되었
다. 얻어진 결과치는 아래의 테이블 1 내지 3에 도시된다. 더어미스터에서 사용된 PTC 화합물의 화합물들이 또한 이 
테이블에 도시되어 있다.

1) R25 : 25℃ 에서 표면 저항률이 4 - 단자 방법에 의해 측정됨.

2) ρ25 : 체적 저항률이 다음 방정식에 따라 R25 및 주 표면영역 S와 PTC 화합물의 두께 t로 부터 계산됨.

ρ25 = R25 × ( S / t )

3) R85 / R25 :

25℃ 에서의 표면 저항률에 대한 85℃ 에서의 표면 저항률의 비.

4) Hp : 다음의 방정식에 의해 얻어진 ρ25 에 대한 최대 체적 저항률 ρmax 의 비(숫자의 번호)에 의해 표현되고, 저항
률 변화의 비 로서 취해서 PTC 특성도를 표시하는 인덱스.

Hp= log(ρmax / ρ25 )

5) Vb :

PTC 화합물의 시이트가 스파크 또는 용융되는 시점에 전압을 판독하고 전압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안 전류를 모
니터함으로써 측정된 브레이크다운 전압.

[테이블 1]

[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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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3]

다른 세라믹 분말과의 비교 :

    
테이블 1의 실예와 테이블 2의 비교 실예 사이의 비교로 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WC(TiC를 사용하는 비교 실예 3을 
제외한 비교 실예 1 내지 5) 보다 다른 도전성 세라믹 분말을 사용하는 샘플들은 도전성 분말 함량이 30체적% 또는 4
0체적% 까지 증대되는 절연재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표면 저항률을 가진다. TiC를 사용하는 비교 실예 3의 샘플은, 
비록 40체적% 까지 증대된 량으로 첨가된다 할찌라도, 985 Ω·cm 만큼 높은 체적 저항률을 가진다. 대조적으로, W
C를 사용하는 이들 샘플들의 저항률은 첨가된 WC의 량이 23체적% 만큼 작을 때에도 훨씬 낮다. 제10도에는 WC(실예 
2)의 25체적%를 함유하는 샘플과 TiC(비교 실예 3)의 40체적%를 함유하는 샘플의 온도(T) 대 체적 저항률(ρ) 특
성이 도시된다.
    

WC 함량 :

    
제7도는 실예 1 내지 4 와 비교 실예 8의 ρ - T 특성을 도시한다. 제7도의 그라프와 테이블 1의 결과치로 부터 명백
한 바와같이, 실온 표면저항률은 18체적%의 WC 함량에서 300 MΩ을 초과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사용에는 너무 높
다. 실제적인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양호한 WC 함량은 23 체적% 또는 그 이상이며, 실온 표면저항률은 WC 함량이 
증가할때 낮아진다. 한편, 반죽 토오크는 WC 함량이 증가할때 더욱 커진다. 제7도 또는 테이블 1 에서 도시되지는 않
았지만, WC 함량이 50 체적%를 초과하면 반죽과 성형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첨가될 양호한 W
C의 량은 PTC 화합물을 기초로 할때 20 내지 50 체적%, 양호하게는 23 내지 50 체적%, 더욱 양호하게는 25 내지 4
0 체적%의 범위에 들어간다.
    

평균 입도 :

제8도는 WC의 평균 입도에 따른 ρ - T 특성을 도시하는 그라프이다. 실예 2, 5 내지 8 및 12의 데이타와 제8도로 부
터 알수 있는 바와같이, 실온 표면 저항률은 WC의 평균 입도가 증가할때 증가한다. 평균 입도가 너무 크면, 저항률의 
불안정성의 증가가 관찰된다. 평균 입도가 실예 8 에서와 같이 50㎛를 초과하면, 브레이크다운 전압 V b는 심각하게 낮
아지는 것이 밝혀졌다. 180 V 이상의 높은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보장하기 위해, 실예 1 내지 7의 결과치로부터 명백한 
바와같이 WC 가 10㎛ 이하의 평균 입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예 1 내지 4 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WC 
평균입도가 1㎛ 이하인 경우, 25 체적% 에서 30 체적% 까지의 WC 함량의 증가는 하나 이상의 숫자만큼 저항률의 감
소를 초래하며 저항률 변화 Hp 또는 브레이크다운 전압 Vb의 비율에 대해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WC의 양호한 평균 입도는 1㎛ 보다 더 크지않다.

    
0.1㎛ 보다 더 작은 평균입도를 가지는 WC 분말은 값비쌀 뿐 아니라, 반죽 토크의 증가를 초래하여 반죽을 어렵게 하
며, 따라서 양호한 평균입도는 0.1㎛ 또는 이보다 더 크다. 평균입도가 양호한 정도로 작은 경우에, PVDF의 종류가 실
예 9 에서 처럼 변경된다고 할찌라도 또는 PVDF 가 테이블 1 및 제9도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PE 또는 EVA 와 같은 그
러한 다른 유기질 폴리머로 교체된다면, 상술한 바와 같은 성능이 보장될 수 있다. 이들 경우에 WC 평균입도에서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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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PVDF로 관찰된 바와같은 저항률 안정성, 브레이크다운 전압, 및 저항률에 관해 같은 경향을 초래한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Ni 분말과의 비교 :

제11도는 WC로 관찰된 ρ - T특성을 Ni 또는 CB로 관찰된 것들과 비교하여 도시하는 그라프이다. 제11도 및 비교 
실예 6의 데이타로 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도전성 물질로서 Ni 분말을 사용하는 샘플은 초기 실온 저항률과 저항률 
변화의 비율의 관점에서 WC - 함유 샘플과 동일하지만, 낮은 브레이크다운 전압(V b= 130 V)를 가진다. Ni - 함유 
샘플은 저항률과 같은 그러한 열저항 및 신뢰도에 있어서 열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테이블 3 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샘플들이 ρ - T 특성(실온으로 부터 200℃ 까지)의 측정용 3 열 사이클을 받았을 때, 열 히스토리 후의 것에 대한 초
기 실온 체적저항률(ρ25 )의 비율은 실예 3 에서 약 22% 인 반면, Ni을 사용한 비교 실예 6의 것은 약 + 900% 이상
만큼 높았고, 이것은 반복성이 빈약한 것을 가리킨다.

CB 와의 비교 :

도전성 물질로서 CB 가 사용된 비교 실예 7 에서, 3 ρ - T 후의 ρ 25 에서의 변화율은 테이블 3 에서 도시된 바와같
이 약 18% 인데, 이것은 실예 2의 결과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나, 테이블 2 와 제11도로 부터 알수 있는 바와같이, 
CB - 함유 샘플은 초기 실온 저항률이 하나 이상의 숫자 만큼 Ni - 또는 WC - 함유 샘플의 것보다 더 높으며 저항률 
변화 Hp의 율은 약 숫자 4 만큼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실온 저항률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서 CB 함량의 증
가는 Ni - 또는 WC - 함유 샘플의 레벨을 성취할수 없었다; 대조적으로, 저항률 변화 Hp의 율에서의 더 이상의 감소
가 야기되었다.

[실예 13]

PTC 화합물의 시이트는 30체적% 까지 WC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
었다.

200 메쉬의 개구 크기를 갖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평직망은 30kgf/cm 3 의 하중 하에서 200℃ 에서 시이트의 
각 측면상에 파묻혔다. 실온까지 냉각시킨 후, 시이트의 양 측면은 1 내지 2 ㎛의 두께까지 Ni로 무전해 도금되었다. 
시이트는 PTC 부재를 얻기위해 10 mm의 직경을 가지는 디스크로 펀치되었다.

[실예 14]

메쉬의 노출된 영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Ni 도금하기 전 시이트의 각 표면이 망이 파묻힌 상태로 샌드 페이퍼로 연마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3 과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실예 15]

PTC 부재는 1 내지 2 ㎛의 두께를 가지는 Cu 층을 형성하기 위해 Ni 무전해 도금이 160℃의 챔버온도에서 Cu의 진공
증발로 대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3 과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실예 16]

PTC 부재는 망의 노출된 영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Cu 침전 이전에 망이 파묻힌 상태로 시이트의 각각의 표면이 샌드 페
이퍼로 연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5 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실예 17]

PTC 부재는 망의 개구 크기를 400 메쉬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5 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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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예 18]

PTC 부재는 200 메쉬와 개구 크기를 갖는 망을 400 메쉬의 개구 크기를 가지며 교차점에서 어떠한 레벨의 차이도 갖
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망으로 교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5 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참조 실예 1]

PTC 부재는 각각의 전극이 금속 망을 사용하지 않고 Ni 도금 만으로 형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3과 같은 방식으
로 제조되었다.

[참조 실예 2]

PTC 부재는 Ni 도금이 수행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3 과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참조 실예 3]

PTC 부재는 각각의 전극이 금속 망을 사용하지 않고 Cu 진공증발 만으로 형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예 15 와 같은 방
식으로 제조되었다.

실예 12 내지 17 및 비교 실예 1 내지 3 에서 얻어진 PTC 부재들의 각각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얻어진 결과치들은 테이블 4 와 제12도 내지 제15도에서 도시된다.

1) 초기 표면저항률 :

4 - 단자 방법에 의해 측정됨.

2) 전극의 접착 :

접착 테이프(소니 케미칼 캄파니 리미티드에 의해 제조된 T4000)가 전극의 전체표면에 접착되었고 신속하게 벗겨졌
다. 전극의 접착은 전극이 벗겨졌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다.

3) R - T 특성 :

표면 저항 - 온도(R - T) 특성은 실온(25℃) 에서 200℃ 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측정되었다. 측정 후, 시이트는 주름 
또는 크랙의 전개 또는 어떠한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 관찰되었다.

[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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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이 도금 또는 진공증발(비교 실예 1 및 3) 만으로 형성된 PTC 부재는 전극과 PTC 시이트 사이에서 약한 접착을 
보여 주었고 높은 초기 저항률을 가졌다. 전극이 금속 망을 파묻는것(비교 실예 2) 만으로 형성된 부재는 비교 실예 1 
과 3에 비해 기계적인 강도가 향상한 것을 보여 주었지만, 높은 초기 저항률을 가졌고 제16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불안
정했다.

한편, 도금 또는 진공증발에 뒤이어 금속 망을 파묻음으로서 형성된 전극 구조는 초기 저항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한편, 열응력에 기인한 응력을 완화시키고 이것에 의해 PTC 시이트와 전극의 기계적인 강도를 향상시키며 크랙, 등의 
전개 또는 변형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실예 13, 15 및 17).

이들 효과들은 교차점에서 어떠한 레벨의 차이도 갖지 않는 금속 망(실예 18)을 사용함으로써 또는 파묻힌 금속 망과 
PTC 시이트를 연마하여 PTC 화합물(실예 14 및 16) 에서의 도전성 입자와 망의 노출된 영역을 증대시킴으로서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초기 표면 저항률은 제13도 내지 제15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낮아질 수 있다.

    
평직망(2)이 고온 프레스 접합에 의해 PTC 시이트에서 단순히 파묻히는 제17(b)도에 도시된 바와같은 종래의 전극 
형성방법에 따르면, 시이트(1)의 표면상에 노출되는 것은 단지 망 와이어의 교차점(2a)들 뿐이다. 그러므로, 망과 도
금 또는 진공증발에 의해 그 위에 형성된 금속 층(3) 사이의 접촉영역은 제한되고, 그결과 초기 저항률의 증가를 초래
하게 된다. 한편, 망(2)을 파묻은 후에 표면연마가 수행되는 제1(b)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실예에서, 망의 교차점
(2a)에 대응하는 노출된 영역이 연장될 수 있다. 그 결과, 금속 층(3)을 갖는 접촉영역이 그렇게 증대되며, 이것은 초
기 저항률의 감소를 초래한다.
    

    
전극이 제18(b)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도금 또는 진공증발에 의해 형성된 금속 층(3)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비교 실
예 1 및 3), PTC 시이트(1) 또는 금속 층(3)은 선팽창계수에 있어서의 PTC 시이트와 금속 층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 
주름 또는 크랙의 전개 또는 변형을 겪는 경향이 있다. 실예에 있어서 파묻힌 망(2)은 망의 개구에서의 응력을 완화시
키며 또한 소위 앵커 효과를 일으키는 금속 층(3)의 지지체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금속 층(3)으로만 형성된 전극에서 
일어 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서, WC 가 유기질 폴리머에 합체될 도전성 분말로서 사용되는 경우, 다른 도전성 세라믹 
분말에서 요구된 것보다 더 작은 량의 도전성 분말의 첨가에 의해 낮은 저항률이 얻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고전류 회로
용 소형 더어미스터의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유기질 폴리머로 반죽하고 그후 성형하는 것이 더욱 쉽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도전성 세라믹 분말이 금속보다 화학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금속 또는 카본블랙보다 열에 더욱 잘 견디고 더욱 강
하므로, 이것은 탁월한 기계적인 강도, 안정한 저항률, 열 사이클의 반복에 대한 성능의 안정성, 및 높은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가지는 매우 신뢰할 만한 더어미스터를 제공한다. CB - 함유 더어미스터와 비교할때, 본 발명의 WC - 함유 더
어미스터는 실온에서의 낮은 저항률과 온도에 의한 더 큰 저항률 변화를 보여준다.

이들 장점들 때문에, 본 발명의 더어미스터는 예를들면 2차 배터리의 충전 또는 방전회로의 단락에 기인한 과전류의 방
지, 자동차의 도어 로크 모터에 의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터의 로크에 기인한 과전류의 방지, 및 원격통신회로의 단
락에 기인한 과전류의 방지를 위해 더욱 낮은 전기저항과 더욱 높은 열저항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할 때 효과적이다.

제1 실시예의 양호한 형태로서, 반죽의 어려움은 0.1㎛ 이상의 평균 입도를 가지는 WC 분말과 낮은 실온 저항률을 가
지는 더어미스터를 사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고, 큰 저항률 변화와 높은 브레이크다운 전압은 10㎛ 이하의 평균 입도를 
가지는 WC 분말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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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시예의 다른 양호한 형태로서, 예를들면, 폴리불화 비닐리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이오노머, 또는 이들 폴리머들의 모노머를 구비하는 코폴리머가 WC 가 반죽되는 유기질 폴리머로서 선택
되고, 이것에 의해 실온 저항률, 저항률 변화의 비율, 브레이크다운 전압, 반복성, 및 신뢰성에서 탁월한 더어미스터가 
얻어질 수 있다.

제1 실시예의 또 다른 양호한 형태로서, 낮은 실온 저항률과 저항률 변화의 높은 비율을 가지는 더어미스터는 WC의 적
어도 20 체적%를 첨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고, 반죽과 성형의 용이성은 기껏해야 50체적%로 첨가된 WC의 량을 제
한함으로서 더어미스터의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서, 성형된 PTC 화합물의 크기에 부합하는 저항률을 가지며 저항률의 안정성을 보여주며 
2차 배터리의 충전회로의 단락, 자동차의 도어 로크 모터에 의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터의 로크, 또는 원격통신 회
로 또는 OA 장치의 단락에 기인한 과전류와 방지에 유용한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가 제공된다.

제2 실시예의 양호한 형태로서, 금속 망의 일부분이 PTC 화합물의 표면상에 노출되며, 이것에 의해 초기 저항률이 더
욱 낮아질 수 있고, 열 응력에 기인한 응력은 전극에서의 주름 또는 크랙의 전개 또는 PTC 화합물의 변형에 대한 기계
적인 강도를 주기 위해 완화될 수 있다.

제2 실시예의 다른 양호한 형태로서, 사용된 금속 망은 200 내지 600 메쉬의 개구 크기를 가지며, 이것에 의해 결과적
인 스톡 시이트는 낮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펀치 또는 절단될 수 있다.

제2 실시예의 또 다른 양호한 형태로서, 사용된 금속 망은 평직망, 능직망, 압착(평평하게)된 평직망, 압착(평평하게)
된 능직망, 및 그의 교차점에서 어떤 레벨차이도 갖지 않는 망으로 부터 선택되며, 이것에 의해 더 이상 감소된 두께를 
가지는 PTC 부재가 제조될 수 있고, 연마작업이 더욱 용이하며, 제조공정이 단순화 될수 있다.

제2 실시예의 또 다른 양호한 형태로서, 금속 층은 화학 도금, 전기 도금, 진공 증기상태 침전물 또는 화염 분사코팅에 
의해 형성되며, 이것에 의해 초기 저항률이 낮아질 수 있다.

제2 실시예의 또 다른 양호한 형태로서, 금속 층은 파묻힌 금속 망을 포함하는 PTC 화합물의 연마된 표면상에 형성되
고, 이것에 의해 표면 저항률이 안정화 되고 더욱 낮아진다.

제2 실시예의 또 다른 양호한 형태로서, WC는 도전성 물질로서 사용되며, 이것에 의해 저항률, 저항률변화의 비율, 브
레이크다운 전압, R - T 특성의 반복 안정성, 및 신뢰성에서 탁월한 PTC 더어미스터가 얻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이 특정 실예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당해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
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본 발명을 변경 및 수정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전성 물질을 분산시킨 유기질 폴리머를 구비하는 PTC 조성물과 적어도 한쌍의 전극을 구비하며, 상기 도전성 물질이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인 정의 온도 저항률 계수를 가지며, 상기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은 0.1 내지 10㎛의 평균 입도를 
가지고, 또한 상기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은 PTC 조성물의 총 체적에 의거한 20 내지 50체적%의 량으로 존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질 폴리머는 폴리불화 비닐리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폴리비닐 아세테
이트, 이오노머, 및 이들 폴리머들의 모노머들을 구비하는 코폴리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폴리
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 16 -



등록특허 10-0295013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은 각각 금속 망 및 금속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
스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망은 상기 PTC 조성물의 표면에 파묻히며, 상기 금속 망의 일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망은 200 내지 600 메쉬의 개구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
터.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망은 평직망, 능직망, 압착된 평직망, 압착된 능직망 및 그의 교차점에서 어면 레벨차이도 
갖지 않는 망 중에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층은 화학도금, 전기도금, 진공 증기상태 침전물 또는 화염분사코팅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층은 상기 금속 망을 포함하여 상기 PTC 조성물의 연마된 표면상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9.

도전성 물질을 분산시킨 유기질 폴리머를 구비하는 PTC 조성물과 적어도 한쌍의 전극을 구비하며, 상기 전극들이 각각 
금속 망과 금속 층을 구비하는 정의 온도 저항률 계수를 가지며, 상기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은 0.1 내지 10㎛의 평균 
입도를 가지고, 또한 상기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은 PTC 조성물의 총 체적에 의거한 20 내지 50체적%의 량으로 존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망은 상기 PTC 조성물의 표면에 파묻히며, 상기 금속 망의 일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망은 200 내지 600 메쉬의 개구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
터.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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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망은 평직망, 능직망, 압착된 평직망, 압착된 능직망, 및 그의 교차점에서 어떤 레벨차이도 
갖지 않는 망 중에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층은 화학도금, 전기도금, 진공증기상태 침전물 또는 화염분사코팅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층은 상기 금속 망을 포함하여 상기 PTC 조성물의 연마된 표면상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질 폴리머는 폴리불화 비닐리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폴리비닐 아세테
이트, 이오노머 및 이들 폴리머들의 모노머들을 구비하는 코폴리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부재
이며, 상기 도전성 물질은 카본블랙, 흑연, 카본섬유, 도전성 휘스커, 금속성 입자 및 도전성 세라믹 분말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상의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

청구항 16.

    
형광램프의 비정상적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형광램프 및 상기 형광램프와 열접촉하는 정의 온도 저항
률 계수를 가지는 유기질 PTC 더어미스터를 구비하며, 상기 더어미스터 부재는 도전성 물질을 분산시킨 유기질 폴리머
와 적어도 한쌍의 전극을 구비하는 PTC 조성물을 구비하며, 상기 도전성 물질은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이며, 상기 텅스
텐 카바이드 분말은 0.1 내지 10㎛의 평균 입도를 가지고, 또한 상기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은 PTC 조성물의 총 체적에 
의거한 20 내지 50체적%의 량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조성물을 이용한 형광램프 과열방지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더어미스터 부재의 한 전극 단자와 상기 형광램프의 한 전극도선은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상기 
더어미스터 부재는 직렬 접속으로 상기 형광램프의 발광 회로에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조성물을 이
용한 형광램프 과열방지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램프의 비정상적인 과열로 인한 상기 더어미스터의 저항률의 증가가 상기 형광램프의 발광
회로에 따라 검출회로에서 검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질 PTC 조성물을 이용한 형광램프 과열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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