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mistor란 Thermally Sensitive Resistor의 약자로서 온도에 민감한
저항체라는 의미로 온도변화에 따라저항값이극단적으로 크게 변하는
감온 반도체이다.

사용온도 범위가 -50~200℃로 일상적인 온도 조절을 필요로하는 
모든 범위에 응용되며, 또한 소형으로 값이 저렴하고 고감도이므로
가전기기나 산업기기의 온도 센서 및 온도 보상용으로 대량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N.T.C. Thermistor는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의약어로서
온도가 상승하면 이에 따라 저항이 감소한다.

N.T.C. Thermistor는 상당히 큰 부(-)의 온도특성을 갖는 저항체로서 온도가 상승하면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므로 보통 목적에서는 처음의 저항치가 비교적 큰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처음 저항이 작으면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더라도 변화량이 작아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온도보상용 N.T.C. Thermistor 용 세라믹스는 Ni, Mn, Co 등 화학적으로 원자구조가 비슷한 전이 
금속의 산화물을 사용해서 1,200~1,500℃에서 소결하여 제조한다.

N.T.C. Thermistor는 사용온도가 -50~500℃이고 이범위의 목적에 따라 널리 사용되며, 이온도 범위
에서는 여러 가지 전자회로의 동작이 온도에 따라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온도 보상형으로 
Thermistor 와 I.C. 회로를 결합시키는 일이 많다.

계측용으로는 전자온도계의 Sensor로 이용되고, 또 자동제어용 Sensor로서 냉방기나 히터의 실온제어,
냉장고의 온도제어 등 온도 감지에 이용되고 있다.

Power Thermistor는 온도 보상용 Thermistor보다 대전류용으로 고유 저항치가 몇 Ω에서 20Ω으로 낮은
저항치를 유지한다.
동제품은 전자기기의 전원 정류회로에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대용량의 평활 축전기에 흘러 들어가는
돌입 전류(Inrush Current)를 억제하고, 잇따라 Thermistor의 온도가 상승해가면 저항이 작아져서 통상 
작동이 천천히 되는 Soft Start로 정류기나 대용량 축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General Information

1) 무부하 저항값(Zero-power Reistance: Rt, Ro(T), Ro@T)
  규정온도에서 전기적인 열방산이 없는 상태의 Thermistor 직류 저항값, 이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열이
  발생하더라도 직류 저항값의 변화가 ±0.01% 이내가 되도록 Thermistor의 열방산을 제한해야 한다.

2) 저항비(Resistance Ratio: Rt/Rt2, Ro(T1)/Ro(T2)Ro, @T1/Ro@T2)
    임의의 T1, T2 온도에서의 무부하 저항값의 비.
    일반적으로 다음 두 온도의 비를 저항비로 표시한다.
    (R@0℃/R@50℃), (R@25℃/R@85℃), (R@25℃/R@125℃)

3) 저항온도 계수(Zero-power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α@T)
    임의의 특정온도 T에서 Thermistor의 저항이 온도 1℃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단위는 %이다.
            α@T = (1/R@T)×(dR@T/dt) = -β@T2
            α@T : 저항온도계수(%/℃)
                R : 절대온도 T(K)에서의 저항값(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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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항 - 온도 특성(Zero-power Temperature Resistance Characteristic)
    Thermistor 자체에 주어지는 온도와 Thermistor의 무부하 저항치와의 관계.
    이 특성은 근사적으로 다음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R@T = R = Ro exp β(1/T- 1/To)
            R@T : 절대온도 T(K)에서의 저항값
            R@To : 절대온도 To(K)에서의 저항값
            β : Thermistor의 B 정수
            T1, To : 절대온도(K = ℃ + 273.15)

5) B정수 (β : BETA)
  Thermistor의 재료정수로서 저항-온도 특성에서 임의의 두 온도 T1, T2간에 저항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수로서 온도가 증가함에 ㄸ라 약간씩 증가하고 재료 및 온도범의에 따라 차이가 있다.
  B정수가 크다는 것은 온도에 대한 저항변화가 크다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β = Ln(R1/R2)/(1/T1-1/T2) (단 T1<T2)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β값은 0℃와 50℃, 25℃와 85℃ 혹은 25℃와 125℃사이의 값을 규정한다.
  B정수는 활성화 에너지를 ΔE, 볼츠만 정수를 K(1.38×1023Joul/K)라고하면 β = ΔE/2K로 나타내며
  재료의 조성이나 소결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6) 전류 - 전압 특성 (Static Voltage - Current Characteristic)
  임의의 규정온도에서 Thermistor의 전류-전압 사이의 관계
  매우 적은 전류 범위내에서는 Thermistor의 자기발열이 작으므로 전압이 전류에 비례하여 Ohm의 
  법칙을 따라 직선적으로 나타난다. (E = IR) 그러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Thermistor의 자기발열 
  현상이 발생하여 Thermistor의 온도를 상승시키므로 결국 Thermistor의 저항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전류에서 전압이 최대값을 갖고 더 이상의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전압은 
  실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즉 dE/dI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류 - 시간 특성 (Current - Time Characteristic)
  저항의 감소는 Thermistor가 자기발열될 정도의 충분한 전류가 가해져도 즉시 감소되지 않으며 
  Thermistor가 등가회로상에서 여기(Excitation)될 때 평형 작동상태에 도달하기 전 Time-Delay
  (시간지연)가 발생하게되는 특성전류-시간 특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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