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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thickness of Ni inner electrode layer and to improve the coverage of inner electrode,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ultra high-capacity multi layered ceramic capacitor (MLCC). Thus, low temperature sintering of dielectric BaTiO3

ceramic should be precedently investigated. In this 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dielectric properties of MLCC and batch condition
such as mixing and milling methods was investigated in the BaTiO3(BT)-Dy-Mg-Ba system with borosilicate glass as a sintering agent.
In addition, several chip properties of MLCC manufactured by low temperature sintering were compared with conventionally
manufactured MLCC. It was found that low temperature sintered MLCC showed better DC-bias property and lower aging rat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thickness of Ni inner electrode layer became thinner and the coverage of inner electrode was improved through
low temperature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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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기/전자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및 다기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사용되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MLCC)도 급격하게 소형,

고용량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적층 세라믹 커패시

터에 사용되는 유전체층은 점차 박층, 고적층화 되고 있

다. 최근에는 1005 size의 초고용량(4.7 µF 이상) MLCC 개

발을 위해 1.5 µm 이하 두께의 BaTiO3 유전체층을 300층

이상 적층함으로써 용량 구현을 시도하고 있으며, 보다

소형의 초고용량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1.0 µm 이하 초

박층의 고용량 유전체층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이처럼 초고용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개발을 위해

서는 ‘고유전율을 갖는 유전체의 개발’과 ‘초박층화 기술’

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동시에 ‘내부전극의 박층화

(0.5 µm 이하) 및 연결성(coverage)의 향상’ 또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당사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선진 업체들은 소형

의 초고용량 MLCC를 개발하기 위하여 ‘고유전율의 유전

체’ 적용을 통한 초고용량 MLCC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

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유전율의 유전체를 사용하

는 경우, DC voltage 인가에 따른 용량 감소율, 즉 DC-

bias 특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인다. 그러나, 내

부전극의 박층화와 전극 연결성의 증진을 통하여 용량을

향상시키는 경우, 용량을 확보하면서도 DC-bias 특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한편, note PC나 HHP 등과 같은 전기/전자제품들의 경우,

작동전압은 점점 낮아지며 다기능화로 인해 작동전류는 점

차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커패시터는 0.25~0.3 Vrms 크

기 정도의 noise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작동

전압이 저전압화되면, 직류전압 signal 대비 noise의 비가

커지므로, 커패시터에는 용량의 AC 전압특성이 매우 중

요해진다. 즉, 용량의 AC 전압에 대한 의존성이 작아져

야 한다. 이와 같은 커패시터의 개발을 위해서는 액상 및

여러 첨가제에 의한 유전체 미세구조의 제어가 큰 역할

을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물성의 구현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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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전체의 소성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Ni

내부전극층은 세라믹 유전체의 소결온도에 비해 수백 
o
C

낮은 온도(약 900~950
o
C)에서 소결이 완료되므로, 소성온

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부전극층과 유전체층 간의 소

결 수축 불일치가 심화되어 층간 박리(delamination)가 야

기되기 쉽다. 또한, 고온 열처리(소결)로 인해 Ni 전극층이

급격하게 뭉침으로써 전극 연결성이 크게 저하된다. 따라

서, 내부전극의 박층화 및 전극 연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Ni 내부전극층과 세라믹 유전체층을 가급적 저온(1100
o
C

이하, 궁극적으로는 950
o
C 전후)에서 소결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2,3)

상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당사에서는 고온 유동성이 우

수한 borosilicate계 조성의 glass를 바탕으로 150 nm급

BaTiO3(BT)의 저온소결에 적합한 glass 개발을 시도한 바

있으며, 우수 조성군의 glass 분말들을 이용하여 저적층

간이칩(S-chip) 평가를 행함으로써, 1040 ~1060
o
C 범위에

서 적정 소성온도를 갖는 최적의 glass와 이에 적합한 유

전체 조성물 등을 기 개발하였다.
3)

 그러나, 이와 동일한

조성으로 실제 MLCC를 두 차례 제작하여 소성한 결과,

약 80
o
C 이상 소성온도가 상승하는 등 저온소결성이 재

현되지 않았으며 전기적 물성 또한 S-chip 결과 대비 현

저하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분석 결과, 저온소결성의 저

하 및 제반 물성의 악화에 대한 원인으로서 ‘batch 조건’

이 주요인자임을 실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slurry

제작시의 분쇄조건 및 이에 따른 비표면적의 차이가 소

성온도 상승 및 전기적 물성 변화에 주요 원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저온소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양산조건과는 다른 batch 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온소결용 조성에 적합한 새로

운 batch 조건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고용량

MLCC(05A475)를 새로이 제작하여 소결특성, 전기적 특

성 및 신뢰성 등을 평가하였다. 나아가 종래의 소결온도

(1150
o
C 이상)로 소성된 chip과의 제반 물성 비교/평가 등

을 통하여 저온소결에 따른 초고용량 chip 개발의 가능성

및 우수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실험 방법

2.1.1. Glass 제조 및 물성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50 nm급

BaTiO3(이하 BT)의 저온 소결조제로서 가장 우수한 물성

을 나타내었던 borosilicate계 glass를 nano size화 하여 사

용하였다. 제조한 glass 분말의 조성, 입도 및 고온 유동

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glass 분말 제조 및 물성 평

가, 그리고 BT 소결조제로서의 평가 결과 등은 이전의 기

술보고에 상술한 바와 같다.
3)

2.1.2.  저온소결용 첨가제 sol 제조 및 물성 

본 연구에서는 기 진행된 ‘milling 조건에 따른 BaTiO3

의 저온소결성 및 전기적 특성 변화
4)

’에 대한 연구 결과

를 토대로 하여, 150 nm급 BT의 저온소결에 적합한 첨가

제 조성으로서 하기 Table 2와 같은 조성으로 첨가제 sol

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유전체 조성물 중 BT core-shell 구조

의 shell 부분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진 희토류 성

분
5,6)
은, 이전의 보고 등

6,7)
과 05년 연구결과

3)
를 통해 확인

된 바와 같이, BT에 대한 높은 반응성 및 고용성으로 인

해 저온 소결시에도 shell 형성이 용이한 Dy를 사용하였다.

각 첨가제로는 MgO(Ube Materials, 500A), Dy2O3(Shinetsu,

UU-HP type), Mn3O4(Han-chang, 99.9%), BaCO3(Sakai,

BW-KHR20) 등을 사용하였으며 glass의 경우 앞서 기술한

borosilicate 조성의 구형 나노 분말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BT는 수열합성법으로 합성된 150 nm급 분

말(T-150으로 명명)로서 비표면적(SSA;Specific Surface

Area)은 약 6.2 m
2
/g의 값을 나타내었다.

상기의 첨가제 조성에 대하여 각 batch 조건에 따른 BT

의 소결특성을 파악하고자, glass 함유 여부 및 열처리 여

부에 따라 첨가제 sol을 아래 Table 3과 같이 세가지 방

법으로 각각 제작하였다. 즉, glass를 투입하는 단계에 따

라서는 (1) 첨가제 제조시 투입하는 방법과 (2) BT와 첨

가제 sol 혼합단계에서 투입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였고, 첨

가제 제조 조건에 따라 (1) 열처리 없이 선분산 milling만

Table 1. Particle Size and High Temperature Fluidity of

Borosilicate Glass Used in this Work

Particle Property

D50/SEM Dmax/SEM SSA

168 nm 203 nm 17.7 m
2
/g

High temperature fluidity

(heating-microscope/10
o
C/min in air)

700
o
C 800

o
C 900

o
C 950

o
C 1000

o
C

Table 2. Ceramic Additive Compositions for Low Temperature

Sintering, LTS151 (for BT = 100%, BT = 150 nm Grade

/ Glass = Borosilicate Glass)

LTS151 compositions (atomic %)

Mg Dy Mn Ba Glass

1.25 0.8 0.15 1.1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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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와 (2) 하소열처리를 한 후 milling 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첨가제 sol을 제작하였다. 이 때 milling은

apex mill 장비를 이용하여, beads size= 0.1 mm, 주속

=12 m/sec의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각 첨가제별 제조 방

법 및 첨가제 물성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2.1.3. Batch 조건별 slurry 제조 및 유전체 시편 제작/평가

제작된 각 첨가제 sol과 BT 분말을 혼합/해쇄하여 batch

조건별 3가지의 slurry를 제조/평가하고자 아래 Table 4와

같이 milling을 진행하여 물성을 평가하였다.

각 batch 조건에 따른 BT의 소결특성을 관찰하고자, 각

각의 slurry를 milling pass별로 sampling하여 유전체 bulk

시편 (이하 K2(square)로 명명, 9.7 mm × 8.5 mm × 1 mm

크기의 직사각형 시편)을 제작하였다. 이 때 binder는 BH-

3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binder와 slurry는 고압분산기를

이용하여 3회 반복 혼합하였다. 제작한 각 K2는 tube

furnace에서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열처리하여 제반 소결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 때의 승온속도 및 환원분위기 조

건은 2
o
C/min 및 수소 = 1%로서, 양산조건(15

o
C/min, 수소

= 0.1%)과는 상이하다. 이상의 K2 열처리 및 특성 평가로

부터 최적의 batch 조건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1.4 MLCC 제작 및 물성 평가

상기의 K2 특성 평가로부터 선정한 최적 batch 조건을

이용하여 초고용량 MLCC(05A475)를 제작하였다. 선정된

batch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slurry를 제작하여 MFD로

binder 혼합 후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MLCC를 제작하였

다. 이 때 이전 MLCC 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 양

산 batch 조건으로 제작된 ‘MLCC-1차 (저온소결용 조성

적용)’ 결과와의 비교 평가를 행하였다. 하기 Table 5의

MLCC-1차는 양산 batch 조건 적용예이며, MLCC-2차는

본 연구결과에서의 최적 batch 조건을 적용한 예이다.

또한 저온소결을 통해 제조된 MLCC와 기존 소성조건

으로 제조된 MLCC의 비교 평가를 위하여 ‘T200(200nm

급 BT)+TDSC(소결조제로서 SiO2를 사용하는 고온소성

용 조성)’ 조건의 양산 MLCC를 reference로 선정하여 비

교/평가하였으며, 각각의 chip 설계조건 및 열처리 조건은

아래 Table 6과 같다.

Table 4. Preparation Conditions and Characterization of BT

Slurry

Slurry classification

#1
Glass-free pre-dispersed sol

T150+#1 additive+Glass

#2
Glass-containing pre-dispersed sol

T150+#2 additive

#3
Glass-free calcined sol

T150+#3 additive+Glass

Slurry milling condition [UAM]

Beads=0.05 mm, Rotor speed=11 m/sec,

Feeding rate=400 cc/min , S/R ratio=19/1

Slurry characterization

PSA, SSA(BET), Powder morphology(FE-SEM),

Crystallinity(XRD), Dispersion state(EPMA)

Table 3. Preparation Conditions and Several Properties of Additive Sol for Low Temperature Sintering

# 1 additive # 2 additive # 3 additive

Composition
1.25Mg, 0.8Dy, 0.15Mn, 

1.125 Ba, No Glass

1.25Mg, 0.8Dy, 0.15Mn, 

1.125 Ba, 1.5 Glass

1.25Mg, 0.8Dy, 0.15Mn,

1.125 Ba, No Glass

Synthesis 

process
Premixing → UAM (8 pass) Premixing → UAM (9 pass)

Calcination(900
o
C) → Premixing → 

UAM (10 pass)

Particle size

Malvern 

(number)

D10 D50 D90 D99.9 D10 D50 D90 D99.9 D10 D50 D90 D99.9

136 190 294 526 111 167 279 579 130 188 292 567

SSA 34.6 m
2
/g 46.3 m

2
/g 29.3 m

2
/g

Morphology

(FE-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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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결과 및 토의

2.2.1. 배치조건별 slurry의 물성 변화

Fig. 1은 각 slurry의 milling pass에 따른 비표면적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Glass가 함유되어 있는 첨가제를 사용

하여 제작된 #2 slurry의 milling에 따른 비표면적 변화가

glass 미함유 첨가제를 사용한 나머지 두 slurry의 비표면

적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Figs. 2 및 3은 각 slurry의 비표면적 변화에 따른 평균

입도(D50) 및 결정성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

으로부터, 각 slurry의 평균입도나 BT의 결정성은 batch

조건에 관계없이(glass 투입 시기나 하소 열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비표면적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즉, 동

일한 비표면적을 갖는 slurry들의 경우, batch 조건의 차이

에 관계없이 유사한 입도 및 결정성을 나타냄을 뜻한다.

따라서, glass 투입 시기나 하소 열처리 여부 등은 slurry

Table 5. Batch Conditions for MLCC 1st .and 2nd Test

MLCC-1st MLCC-2nd

Glass addition
Glasses are added with other additives 

during the milling process

Milling 

condition

Beads=0.1mm,

Rotor speed=12m/sec

Beads=0.05mm,

rotor speed=11m/sec

Final SSA 11.0 m
2
/g 9.9 m

2
/g

Table 6. Chip Design and Heat-treatment Conditions for

Conventional and Low Temperature Sintered MLCCs

Conventional chip Low temp. sintered chip

BT/additive 

composition
T-200 / TDSC T-150 / LTS151

Dielectrics sheet 

thickness / # of layer
1.7 µm / 265 L 1.4 µm / 290 L

Internal Ni-paste / 

L/D thickness

Mass production 

paste / 0.52 µm 

Mass production

paste / 0.52 µm

Sintering 

temperature 
1156

o
C 1085

o
C

Re-oxidation 

temperature
1000

o
C 950

o
C

Sintering 

atmosphere
N2+H2(0.1%) N2 + H2(0.1%)

Heating rate 15
o
C/min 15

o
C/min

Fig. 1. Changes in SSA of several BT slurries with milling

pass.

Fig. 2. Relationship in SSA and particle size of several BT

slurries.

Fig. 3. Relationship in SSA and BT crystallinity(K-factor) of

several BT slu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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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도 및 결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slurry의 분산성 정도는 상기의 batch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아래 Fig. 4의 EPMA mapping 결과

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2.2.2. 배치조건별 K2 소결성 변화

Figs. 5 및 6은 각 batch 조건별 slurry 종류에 대하여

유사한 비표면적을 갖는 조건에서의 K2 시편간 소결성

및 유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의 각 그림들로부터 #2 slurry로부터의 K2가 가장

안정적인 소성 window를 나타내며, 가장 양호한 저온소

결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BT의 소결성이 milling

에 따른 평균입도나 비표면적의 변화보다도 (glass로 대

표되는) 액상의 분산성에 보다 많이 의존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성온도에 따른 유전율의 변화

또한 분산성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1050
o
C

이하 저온에서의 소결성은 batch 조건에 따른 glass의 분

산성에 크게 좌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선분산 첨

가제 sol 대비 하소 첨가제 sol의 경우 소결성의 온도 의

존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저

온에서의 소결성 저하가 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저온소결용 첨가제로는 하소 열처리가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Figs. 3과 6으로부터 BT의 소성 후 유전율은

milling에 따른 모재의 결정성 저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즉 milling에 따른 결정성의 변화보다는

분산성에 기인한 소결성 변화가 유전율의 증감에 보다 밀

접한 연관이 있음을 뜻한다.

상기의 batch 조건별 BT의 소결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2 slurry의 제조조건, 즉 ‘glass를 첨가제 sol 제조시 투입

하여, 선분산하는 방식’을 저온소결에 적합한 최적의 batch

조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MLCC를 제작하

고자 하였다.

2.2.3. Batch 조건별 MLCC의 제작 및 특성 평가

당사는, 이전의 저온소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MLCC를 제작하여 물성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나, 사전 실

험 결과와는 달리 소성온도 상승과 더불어 전기적 특성이

저하되었으며, 특히 고온 IR이 크게 저하(1 Vr 수준)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저온소

결용 조성(LTS151)의 첨가제 sol을 이용하여 BT와 첨가

제 sol 혼합/해쇄 단계에서의 batch 조건을 저온소결에 적

Fig. 4. EPMA mapping images of several dielectric sheet with batch conditions (Mg, Dy and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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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하여 초고용량 MLCC를 재제

작하여 이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하기는 이전에 chip 평

가를 진행했던 MLCC-1차와 본 연구에서의 MLCC-2차용

slurry batch 조건을 표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양산 batch 조건 (MLCC-1차 조

건)과 달리 보다 작은 크기의 beads를 이용하여 보다 빠

른 주속(rotor speed)으로 BT와 첨가제 sol을 혼합/해쇄하

였다. 이는 milling시 beads에 의한 충격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단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때 12 m/sec

이상의 주속하에서는 pass수에 따라 비표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종 비표면적의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

생함으로 11 m/sec를 최적 주속으로 선정하였다) 저온소

결의 경우, beads 충격에 의한 chipping 발생 및 이에 따

른 비표면적의 상승이 소결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따라서 비표면적의 지나친 상승

을 방지하면서 충분한 혼합 및 해쇄 효과를 얻고자, beads

size는 줄이면서 주속을 늘리는 방향으로 batch 조건을 변

경하였으며, 이 때의 최종 비표면적은 약 9.5~10.0 m
2
/g

수준으로 조절하였다.

Figs. 7~9는 상기의 각기 다른 batch 조건으로 제작된

MLCC의 cover K2 열처리 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Changes in sintering density of BT ceramics from several

batch conditions (SSA of each green K2=9.8~9.9 m
2
/g).

Fig. 6. Changes in dielectric constant of BT ceramics from several

batch conditions (SSA of Each Green K2=9.8~9.9 m
2
/g).

Fig. 7. Changes in sintering density of cover K2 for each

MLCC. 

Fig. 8. Changes in dielectric constant of cover K2 for each

M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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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림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연구결과로부터의 저

온소결용 배치조건을 적용한 MLCC의 cover K2들이 보

다 저온에서 소결되었다. 또한 Fig. 8은 앞서 Fig. 5에서

와 마찬가지로 유전율이 batch 조건에 무관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유전체의 유전율은 milling시의 충격에

따른 결정성 변화와 무관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소결성에

크게 의존하여 나타남을 의미한다. Fig. 8에서와 같이 과

milling된 이전의 1차 결과나 본 연구의 결과 모두 비표

면적은 다르지만 비슷한 소결성을 보이는 경우 유사한 유

전율을 보이고 있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의 batch 조건에 따른

MLCC의 경우, 이전의 양산 batch 조건에 따라 제작된

MLCC-1차에 비해 저온소결성이 크게 증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MLCC 소성 결과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아래 Table 7은 앞서 MLCC-

1차 투입시와 본 연구에서의 batch 조건으로 제작된

MLCC-2차 투입시의 각 소성온도별 제반 특성을 요약하

여 비교/정리한 것이다 (기종=1005 size, 4.7 µF, 4 V급)

2.2.4. 소성온도별 MLCC의 특성 비교

현재 당사의 초고용량 MLCC 개발 기종들은 고유전율

의 구현을 위해 200 nm급 모재에 고유전율의 첨가제 조성

(TDSC)을 사용하며, 1150
o
C 이상의 비교적 고온에서 소성

하여 생산/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극연결성 및 DC-

bias 특성이 다소 낮으며, 용량의 AC 전압에 대한 의존성

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

여, 유전체의 유전율은 다소 낮더라도 저온소성을 통해 내

부전극의 박층화와 전극 연결성의 증진을 통하여 용량을

향상시키는 경우, 용량을 확보하면서도 DC-bias 특성이 크

게 저하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

은 목적으로 저온소결을 통하여 상기의 초고용량 MLCC

기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초고용량 개발기종과

본 연구에서의 batch 조건으로 제작된 MLCC-2차 chip의

설계 및 열처리조건 등은 앞서 Table 6에 나열한 바와 같

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제작된 각 MLCC에 대한 제반

전기적 특성을 아래의 Figs. 10 및 11에 각각 비교하였다.

상기의 그림으로부터, 저온소결을 통하여 제조된 본 연

Fig. 9. Changes in resistivity of cover K2 for each MLCC. 

Fig. 10. DC-bias dependence of at 0.5 Vrms and 1KHz

(MLCC = 1005 size, 4.7 µF, 4 V).

Fig. 11. AC signal voltage dependence of capacitance of

MLCCs (measured at 1KHz).

Table 7. Chip Properties of MLCC 1st and 2nd Specimens

MLCC-1st MLCC-2nd

Dielectrics sheet thickness / 

# of layer
1.5 µm/300 L 1.4 µm/290 L

Appropriate sintering 

temperature range 

(measured value)

1110~1120
o
C 1085~1095

o
C

Capacitance (Cp) 3.8~4.2 µF 4.3~4.5 µF

Dissipation Factor (DF) 4~6% 4.9~5.3%

Short % 16~38% 16~26%

Hot IR (150
o
C, 4 V) 1~1.5 Vr 2.6~2.8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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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의 MLCC가 고온에서 소결하여 제조된 기존의

MLCC 개발품에 비해, DC-bias 및 용량의 AC 전압에 대

한 의존성이 보다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에 따

른 용량감소율을 측정한 결과, 1000시간 경과 후 용량 감

소율도 기존 대비 약 10% 정도(25→15%) 향상되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주로 유전체의

미세구조나 전극연결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Figs. 12 및

13에 나타낸 각 MLCC의 미세구조 관찰 결과들로부터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상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00
o
C 이하의 저온소결을

통해 MLCC를 제조함에 따라 전극연결성은 약 10% 가까

이 증가하였으며, 내부전극의 두께 또한 0.05 µm 정도 얇

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재 및 유전체 sheet

두께의 감소에 기인하여 grain size나 유전체층의 두께도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저온소결에 따른

미세구조의 균일화 (이상입성장의 부재)와 내부전극 연결

성의 균일화’ 등이 유전체의 박층화(0.7 µm)에도 불구하

고 고온 IR이 우수(150
o
C,4 V 조건에서 2.6 ~ 2.8 Vr)하게

나타난 주요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제반 물성에 대한 비교/평가로부터, 본 연구에

서의 적정 batch 조건으로 제작한 MLCC를 1100
o
C 이하

저온에서 소성한 결과, 용량 구현 및 신뢰성의 확보와 더

불어 DC-bias 특성, 용량의 AC 전압 의존성 및 aging

rate 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저온소결

을 통한 고품질의 초고용량 MLCC 개발 가능성이 높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온소결용 조성을 이용한 MLCC 제작

시, 소결성을 저하시키며 동시에 제반 물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batch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batch 조건에 따른 BT의 소결성 및 제반 chip 특성 평가

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하기와 같은 batch 조건을 최

적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1) 첨가제 sol 제작 조건 : ‘Glass를 포함’한 모든 nano

첨가제 분말을, ‘하소 열처리하지 않고 선분산후’ 혼합/분

쇄하여 제작함 

Fig. 12. Cross-sectional Views of Each MLCC (FE-SEM Observation After Thermal Etching at 1000
o
C) ((a) Conventionally

Sintered, (b) low temperature sintered MLCC).

Fig. 13. Cross-sectional views of each MLCC (FE-SEM observation after Ni removal by chemical etching) (a) conventionally sintered :

electrode t=0.7µm, coverage=77.9%,  (b) low temperature sintere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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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T와 첨가제 sol의 혼합/해쇄 조건 : 충격량의 최소

화를 위하여 beads size는 가급적 작게(0.05 mm)하며, 전단

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속을 빠르게 하여 (11 m/sec의

주속) 혼합/해쇄함 (이 때 12 m/sec 이상의 주속하에서는

pass수에 따라 비표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11 m/sec

를 최적 주속으로 선정함) 

또한, 상기의 batch 조건으로 제작한 MLCC (1005 size,

4.7 µF, 4 V급)를 1100
o
C 이하 저온에서 소결한 결과, 기존

의 고온 소결(1150
o
C 이상)을 통해 제조된 MLCC 대비

전극연결성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유사 용량

에 대하여 DC-bias 특성, 용량의 AC 전압 의존성 및

aging rate 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세구

조 및 전극연결성이 보다 균일해 짐에 따라 보다 박층으

로 유전체층을 구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 측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저온

소결을 통한 고품질의 초고용량 MLCC 개발 가능성이 높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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