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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TiO3/epoxy composites have been widely investigated as promising materials for embedded

capacitors in printed circuit boards.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dielectric constant (K) of the BaTiO3/epoxy

composites increases with improvement of the dispersion of BaTiO3 particles in the epoxy matrix that comes

from adding surfactant. The influences of surfactant addition on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the BaTiO3/epoxy

composites are reported in the present study. The dielectric constant of the BaTiO3/epoxy composites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urfactant addition. However, the temperature coefficient of capacitance increases

and the peel strength decreases as the amount of added surfactant increases. The influences of surfactant

addition on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the neat epoxy are also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BaTiO3/epoxy

composites. The residual surfactant in the BaTiO3/epoxy composites affects the temperature coefficient of

capacitance and the peel strength of the epoxy matrix, which in turn affects the temperature coefficient of

capacitance and the peel strength of the BaTiO3/epoxy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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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자부품의 경박단소화와 전자기적 고성능화를 위

하여, 커패시터(capacitor, C), 저항(resistor, R), 인덕터

(inductor, L)로 구별되는 수동소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자의 소형화는 주로 능동소

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회로기판에서 수동소자가 차

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수동소자의 집

적화, 소형화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현재 수많

은 수동소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Surface Mounted Devices

(SMD) 개별형 부품 형태로 기판의 표면에 실장 되고 있

다. 수동소자 내장기술이란 이러한 개별 수동소자들을 다

층 인쇄회로기판(PCB)의 내부에 내장시키는 기술로서, 수

동소자가 차지하던 면적을 줄일 수 있어 칩의 밀도를 높

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립단가의 감소, 패키징 효율 증

가, 무게 감소 등의 수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4)

특히, 수동소자의 60%를 차지하는 커패시터의 경우, 세

라믹/고분자 복합체가 내장형 커패시터의 중요한 유전체

소재로 연구되어 왔다.1-12)

내장형 커패시터용 세라믹/고분자 복합체에 관한 지금

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세라믹 분말 재료로는 가장

잘 알려진 고유전율 재료로서 강유전체 특성을 가지고 있

는 BaTiO3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고분자 재료로

는 PCB 재질과 친화력을 갖는 에폭시가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라믹/고분자 복합체가 내

장형 커패시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1) 유전율이 높아야

하고, 2) 유전손실이 작아야 하고, 3) PCB와 호환성이

뛰어나도록 공정 온도가 낮아야 하고, 4) 온도계수 (TCC,

temperature coefficient of capacitance)가 작아야 하고, 5)

파괴전압 (BDV, break down voltage)가 높아야 하고,

6) 누설전류 (leakage current)가 작아야 하며, 7) 구리

foil 전극과의 접착성이 좋아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유전율이 커야 한다는 것

이다. 세라믹/고분자 복합체의 유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율이 높은 고분자를 사용하거나, 세라믹 분말 함량

을 높이는 것이다.4) 예를 들면, 70 vol%의 BaTiO3 세라믹

분말과 유전율 6 이상의 에폭시를 사용하여 복합체의 유

전율이 110에 도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5) 또한 PMN-

PT/BaTiO3/에폭시 복합체의 세라믹 분말함량을 8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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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유전율을 150까지 높인 결과도 보고되었다.6) 그러

나 세라믹 분말함량을 높일 경우, 고분자가 갖는 공정 용

이성이 떨어져 전극과의 접착력이나 열응력 신뢰도가 급

격히 저하된다. 따라서 세라믹/고분자 복합체가 상업적으

로 내장형 커패시터로 응용 가능한 세라믹 분말함량은 약

40 vol% 정도이고 이때의 복합체의 유전율은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세라믹/고분자 복합체 제작 시 고분자 기지에 세라믹

분말들의 분산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복합체의 유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BaTiO3/에폭시

복합체 제작 시, 분산제를 첨가하여 분말함량 50 vol% 복

합체의 유전율이 50 이상 나타남이 보고되었다.7) 이러한

분산제 첨가가 세라믹/고분자 복합체의 유전율 향상 면

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나, 세라믹/고분자 복합체

가 내장형 커패시터로 사용되기 위한 다른 구비물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제 첨가량에 따른 BaTiO3/에폭시 복

합체의 유전특성 변화 및 Cu 전극과의 접착력 변화를 분

석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의 BaTiO3/에폭시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원

료로는 BaTiO3 분말, 에폭시 수지, 경화제, 경화촉진제, 분

산제, 용매 들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BaTiO3 분말은 국산

삼성정밀화학 제품으로 입자 평균크기는 0.45µm이다. 에폭

시 수지는 복합체 필름의 기지가 되는 것으로, 본 실험

에서는 국산 국도화학의 bisphenol-A 형 에폭시와 novolac

형 에폭시를 무게비 8:2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경화제

로는 경화가 시작되는 온도가 높아 상온에서는 경화가 진

행되지 않는 국도화학의 Me-THPA (methyl-tetrahydro

phthalic anhydride)를 사용하였으며, 에폭시 대비 무게비

10:9로 첨가하였다. Me-THPA는 상온에서 액상 상태이며, 경

화온도는 120~140 oC로 알려져 있다. 경화촉진제는 Aldrich

사의 2-MI (2-methylimidazol)를 사용했으며, 에폭시 대

비 1.5 wt% 첨가하였다. 유기용매로는 에폭시를 녹일 수

있는 능력이 크고, 끓는점이 80 oC이고 휘발성이 강한

MEK (Methyl Ethyl Ketone) 와 점도 조절을 위해 끓는점

이 110.8 oC로 높은 toluene을 1:1로 혼합하여 사용하였

다. 분산제는 BaTiO3/에폭시 복합체에 대표적으로 사용

되는 phosphate ester 성분의7) BYK-9010 (BYK Chemi,

USA)을 사용했으며, 에폭시 대비 0, 3, 6, 9 wt% 첨가하

여 첨가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복합체 후막제조는 일반 세라믹 후막제조와 동일한 tape

cating법을 사용하였다. 복합체 후막제조용 필름기판은 두

께 35 µm (1 oz)의 Cu 포일을 사용하였으며, Cu 포일은

전기적 특성 측정용 하부전극 역할을 하게 된다. Cu 포

일과 복합체와의 계면을 분리시키는 힘이 복합체의 접착

력 척도인 peel strength가 된다. 본 실험에서 BaTiO3/에

폭시 복합체의 BaTiO3 분말 함량은 40 vol%로 고정하였

다. 에폭시, 경화제, 경화촉진제, 분산제를 유기용매와 혼

합하여 완전히 녹인 후 BaTiO3 분말을 첨가하여 약 5

분간 초음파를 가하여 1차 분산을 시킨다. 이를 90 oC 가

열판 위에서 교반시키면서 용매를 증발시키며 2차 분산

을 시킨다. 혼합용액 슬러리의 점도가 약 1000 cPs에 도달

하면 tape cast 장비에 투입하여 casting 한다. 이때 casting

과 동시에 기판을 가열하여 1차 용매를 건조한다. 1차 건

조된 시편을 전기 오븐에 넣어 180 oC 1시간 경화시켜

BaTiO3/에폭시 복합체 후막을 제조하게 된다. 제조된 복

합체 후막의 두께는 약 50 µm이었다.

복합체의 미세구조는 SEM (S-3000H, HITACHI)으로

분석하였다. 복합체의 유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복합

체 필름 상부에 sputtering방식으로 지름 1 cm의 Au 전

극을 입힌다. 시편의 정전용량(capacitance) 및 유전손실

(tanδ)은 LCR meter (4263B, Hewlett Packard)와 dielectric

test fixture (Agilent, 16451B)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주파수는 1 kHz로 고정하였다. 복합체의 유전율은 측정

된 정전용량 및 시편두께로 계산하였다. 유전율의 온도

특성인 TCC는 온도 쳄버 (9020, DELTA)를 사용하여

25~125 oC 범위의 유전율 변화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에폭시 수지의 전이온도 Tg는 DSC (DSC7, Perkin Elmer)

를 사용하여 10 oC/min 승온속도로 분석하였다.

BaTiO3/에폭시 복합체와 Cu 전극과의 접착력 척도는

90o peel strength 측정법을 사용했다. Fig. 1에 90o peel

strength 측정법의 간단한 모식도를 나타냈으며, 사용된 장

비는 benchtop materials testing M/C (H1k-s, Tinius

Olsen, UK) 이었다. Peel strength 측정 시편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복합체를 반경화 상태로 만든 후, 이를 PCB

원판인 FR-4 기판에 온도를 올린 상태에서 압착한 후 완

전 경화를 시킨다. 경화된 시편의 Cu 전극이 일정한 폭

을 갖게끔 부식시킨 후 Fig. 1과 같이 측정하면 된다. 이

때 걸리는 하중을 Cu 호일의 폭으로 나눈 값이 peel

strength이며 통상적으로 kgf/cm (kN/m)로 표시한다.

Fig. 1. Schematic drawing of 90o peel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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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2에는 분산제 첨가량이 순수 에폭시 필름의 유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분산제 양이 증가할

수록 에폭시의 유전상수는 미량 증가하고 유전손실은 미

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영향은 없음을 알 수

있다. 1 kHz에서의 에폭시의 유전상수는 4, 유전손실은

0.008 로 나타났다.

Fig. 3에는 분산제 첨가량에 따른 BaTiO3/에폭시 복합

체 필름의 유전특성 변화와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복

합체 및 9 wt% 분산제를 첨가한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나

타내었다. Fig. 3(a)에서 분산제 첨가량이 0, 3, 6, 9 wt%로

증가할수록 복합체의 유전율이 34, 30, 30, 33으로 변하였으

나 그 영향은 크지 않고, 유전손실은 0.009~0.01 사이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b)와 (c)의 복

합체 미세구조 사진을 비교하면 9 wt% 분산제를 첨가한

경우가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보다 BaTiO3 분말

들의 분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산제 첨가에 의해

BaTiO3/에폭시 복합체의 유전율이 향상되는 결과7)와 다르

게 본 실험에서는 분산제 첨가가 유전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aTiO3 분말들의 에

폭시 분산도는 복합체의 유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BaTiO3/에폭시 복합체에서 BaTiO3

분말들이 분산된 경우보다 응집되어 있는 경우가 유전율

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10~12) 따라서 분

산제 첨가에 의한 복합체의 유전율 증가현상은 단순히 분

산제 첨가만으로 유전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라믹 분말 함량이 높아 (50 vol% 이상) 분산이 어려

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미세기포 발생 억제를

통한 치밀한 분말배열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는 것이 타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a)에서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복합체의 유전율이 34로 가장 높은 것은 Fig. 3(b)

에서와 같이 분말들이 일부분 응집되어 있기 때문이며,

분산제가 첨가됨에 따라 유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9 wt%

첨가에서 다시 유전율이 커지는 것은 Fig. 2에서와 같이

에폭시의 유전율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

Fig. 4에는 분산제 첨가량이 에폭시 및 BaTiO3/에폭시

복합체 필름의 TCC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내장형 커패시터 사용에 필요한 TCC 특성은 일반 MLCC

와 동일한 X7R 특성 (-55 oC ~ 125 oC에서 용량변화 ±15%

이하)을 요구한다. BaTiO3/에폭시 복합체의 정전용량은 영

하 이하의 온도보다 상온에서 125 oC 사이에서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이 온도범위의 TCC를 측정하였다. 분산제

Fig. 2. Effect of surfactant content on dielectric constant (K)

and dielectric loss (tanδ) of neat epoxy films.

Fig. 3. (a) Effect of surfactant content on dielectric constant

(K) and dielectric loss (tanδ) of BaTiO3/epoxy composite films.

(b) SEM micrograph of BaTiO3/epoxy composite without

surfactant. (c) SEM micrograph of BaTiO3/epoxy composite

with 9 wt%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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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에폭시 및 복합체의 TCC가 둘 다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산제 첨

가량에 따른 복합체의 TCC 증가가 에폭시의 TCC 증가

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복합체의 TCC가 에폭시보다 큰

것은 강유전체 BaTiO3 분말의 큐리 온도가 125 oC로 이

부근에서 유전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분산제

첨가가 복합체의 TCC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5에는 분산제 첨가량이 에폭시 및 BaTiO3/에폭시

복합체 필름의 peel strength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

다. 분산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에폭시 및 복합체의

peel strength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분산제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복합체의 peel strength가 감소하는 것도 TCC

결과에서와 동일하게 에폭시의 peel strength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분산제 첨가가 복합체의 peel strength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는 분산제 첨가량이 순수 에폭시 수지의 전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분산제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에폭시 수지의 전이온도가 직선적으로 감소하

였다. 분산제로 사용된 phosphate ester는 BaTiO3 분말과

친화력이 있는 반응기와 에폭시와 친화력을 갖는 반응기

를 둘 다 갖는 coupling agent 역할을 하므로, BaTiO3

분말에 부착되어 에폭시와 친화력을 갖게 하여 분산을 돕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체 제조 시 첨가되는 분산

제는 에폭시와 혼합하여 사용하므로 BaTiO3 분말에 부

착된 분산제 외의 잉여의 분산제는 에폭시 내부에 잔류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잔류 분산제가 에폭시의 고유특

성인 전이온도 및 peel strength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분산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에폭시의 전

이온도 및 peel strength가 떨어지게 된다. 

상온에서 고체상을 이루고 있는 에폭시 수지도 유리와

같이 전이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한 구조변화가 발생하여

유전율과 열팽창계수가 급격히 커진다. Fig 6에서 분산제

첨가량이 0, 3, 6, 9 wt%로 증가할수록 에폭시의 Tg가 130,

124, 111, 106 oC로 감소하여, TCC 기준인 125 oC 이하로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Fig. 4에서와 같이 분산제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에폭시의 TCC가 급격히 커지며 이

에 따라 복합체의 TCC도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BaTiO3/에폭시 복합체에 첨가되는 분산제

는 복합체의 유전율 향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복합체의 TCC를 증가시키고 peel strength를 감소시키는 역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

으면 후막 제조를 위한 슬러리의 유변학적 거동이 불안

하여 후막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라믹/고분자

복합체 제조 시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한 분

Fig. 6. Effect of surfactant content on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of neat epoxy films.
Fig. 4. Effect of surfactant content on temperature coefficient

of capacitance (TCC25~125oC) of neat epoxy and BaTiO3/epoxy

composite films.

Fig. 5. Effect of surfactant content on peel strength of neat

epoxy and BaTiO3/epoxy composite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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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의 첨가는, 복합체의 TCC 및 peel strength를 저하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첨가량이 조절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BaTiO3/에폭시 복합체 제조 시, BaTiO3 분말의 분산도

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분산제가 복합체의 유전특성,

온도특성 및 전극과의 접착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첨가된 분산제는 복합체의 유전율 향상에 거의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분산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복합체의 TCC가 커지고 peel strength가 작아지는 역효

과가 나타났다. 이는 분산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복합

체의 에폭시 내부에 잔류하는 잉여의 분산제가 에폭시의

Tg 및 peel strength를 떨어뜨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결론적으로 세라믹/고분자 복합체 제조 시 분산제의

종류 및 첨가량 선정에 매우 주의해야 하며, 첨가량은 복

합체의 TCC 및 peel strength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에서 조절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장

형 커패시터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구비물성을 갖는 세

라믹/고분자 복합체를 개발하기 위한 요소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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