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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mismatch of sintering shrinkage between dielectric ceramic and Ni inner electrode layers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ultra high-capacity multi layered ceramic condenser(MLCC). Thus, low temperature sintering of dielectric
BaTiO3 ceramic should be precedently investigated. In this work, the influence of the milling condition on sintering behavior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BaTiO3 ceramics was investigated in the BaTiO3(BT)-Mg-Dy-Mn-Ba system with borosilicate glass as a
sintering agent. As milling time increased, specific surface area(SSA) of the powder increased linearly, while both sinterability and
dielectric property were found to be drastically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SSA.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sinterability of the
excessively milled BaTiO3 ceramics could be recovered by increasing Ba content, rather than increasing glass addi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intering behavior of BaTiO3 ceramics under the high SSA was more strongly dependent on the transient liquid phase
caused by Ba addition, than the liquid phase from additional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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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기/전자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및 다기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사용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ulti Layer Ceramic condenser; MLCC)도 급격하게 소

형, 고용량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적층 세라믹 콘

덴서에 사용되는 유전체층은 점차 박층, 고적층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1.5 µm 이하 두께의 BaTiO3 유전체층을

500층 이상 적층함으로써 초고용량의 콘덴서를 구현하고

있으며, 보다 소형의 초고용량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1.0 µm 이하 초박층의 고용량 유전체층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이처럼 초고용량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개발을 위해서

는 ‘고유전율을 갖는 유전체의 개발’과 ‘초박층화 기술’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동시에 ‘내부전극의 박층화(0.5 µm

이하) 및 연결성(coverage)의 향상’ 또한 시급하게 해결되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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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한 바와 같은 내부전극의 박층화 및 연결성의 향상

을 꾀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유전체의 소성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Ni 내부전극층은 세라믹 유전

체의 소결온도에 비해 수백 
o
C 낮은 온도(약 900~950

o
C)에

서 소결이 완료되므로, 소성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

부전극층과 유전체층 간의 소결 수축 불일치가 심화되어

층간 박리(delamination)가 야기되기 쉽다. 또한, 고온 열처

리(소결)로 인해 Ni 전극층이 급격하게 뭉침으로써 전극 연

결성이 크게 저하된다. 따라서, 내부전극의 박층화 및 전극

연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Ni 내부전극층과 세라믹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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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층을 가급적 저온(1100
o
C 이하, 궁극적으로는 950

o
C 전

후)에서 소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3)

상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당사에서는 고온 유동성이 우

수한 borosilicate계 조성의 glass를 바탕으로 150 nm급

BaTiO3의 저온 소결에 적합한 glass들을 개발한 바 있다.

그리고 우수 조성군의 glass 분말들을 이용하여 저적층 간

이칩(S-chip) 평가를 행함으로써, 1040~1060
o
C 범위에서

적정 소성온도를 갖는 최적의 glass와 이에 적합한 유전

체 조성물 등을 개발하였다.
3)

 그러나, 이와 동일한 조성

으로 실제 MLCC를 두 차례 제작하여 소성한 결과, 약

80
o
C 이상 소성온도가 상승하는 등 저온 소결이 재현되

지 않았으며 전기적 물성 또한 S-chip 결과 대비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적층 간이칩 실험 결과가 실

제 MLCC 투입시에 재현되지 않은 근본 원인을 파악함

과 동시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batch 공정 조건

및 유전체 조성의 변경 등을 통하여 BT의 소결성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실제 MLCC 제작시, 1050
o
C

이하에서 적정 소성온도를 가지며 우수한 전기적 물성의

구현이 가능한 최적의 저온 소결용 유전체 조성물을 개

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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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적층 간이칩(S-chip) 및 유전체 시편 제작

Tabl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유전체 조성물의 조성으로

서 실험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지을 수 있

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유전체 조성물 중, BT core-shell 구조

의 shell 부분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진 희토류 성

분
4,5)
은, 이전의 보고 등

5,6)
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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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법으로 합성된 150 nm

급 분말(HQ-15로 명명)로서 비표면적(SSA ; Specific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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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 100%,

 BT = 150nm grade / Glass = borosilicate glass)

SPL

Additive compositions

Mg Dy Mn Ba Glass

atomic% mol%

# 1

1.25 1.2 0.15 0

1.5

# 2 1.7

# 3 1.9

# 4 2.1

# 5

1.25 1.2 0.15

0.325

1.5

# 6 0.525

# 7 0.725

# 8 0.925

# 9 1.125

# 8-1

1.25

1.0

0.15

0.925

1.5# 8-2 0.8 0.925

# 9-1 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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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은 약 6.2 m
2
/g에 해당한다.

위의 조성별로 유전체 slurry 및 sheet를 제작하는 과정

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용매로는 SE-3(Ethanol : Toluene =

68:32, wt%), 분산제로는 비수계의 BYK-103, 그리고 binder

로는 BM-2(S/R=5)를 각각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

전체 sheet의 비표면적을 조절하기 위하여 slurry 제조시

pre-mixing 단계에서의 milling을 동일 속도에 대하여 5~20

시간으로 변화시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 milling 시

간별로 제작한 sheet에 대하여 가소 후 비표면적을 측정

한 결과,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7~9 g/m
2
 정도의

비표면적을 갖는 sheet를 제작할 수 있었다. 현재 초고용

량 MLCC 개발을 위해 당사가 제작하고 있는 유전체 sheet

의 경우, 150 nm급 BT 사용시 약 9.5~10.5 g/m
2
 정도의 비

표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lling 조건 및 유전체 조성 변경 등을 통

한 BT의 저온 소결성 및 제반 chip 특성을 평가하고자 저

적층 간이칩(S-chip)을 제작하여 소성 후 전기적 특성을 측

정하였다. 먼저 상기 제조한 slurry를 이용하여 약 5µm 두

께로 성형한 유전체 sheet에 내부전극을 인쇄한 후 각 sheet

를 10층 적층하여 active를 형성하였고, 약 10 µm 두께의

sheet를 이용하여 얻은 cover를 상하로 적층, 압착한 후 3216

크기로 절단하여 chip을 제작하였다. 이 때 잔여 cover를 이

용하여 별도의 유전체 시편(K2 시편, 9.7 mm×8.5 mm×1 mm

크기의 직사각형 시편)을 함께 제작하였다. S-chip의 내부

전극으로는 BT 공재만 첨가되어 있는 당사의 양산용 Ni-

paste를 사용하였으며, 소성 후 외부전극은 양산용 Cu-paste

를 이용하였다. 상의 조건에 따라 제작된 chip 및 K2 시편

의 소성은 분위기 제어가 가능한 tube furnace에서 진행되

었으며, 단계별 열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다.

상기 열처리시 가소는 400
o
C에서 4시간 유지하여 행하

였으며, 상온~900
o
C 구간은 3

o
C/min, 900

o
C~소성온도 및

소성온도~재산화온도 구간은 2
o
C/min으로 승온 및 냉각

하였다. 이와 같이 열처리한 각 chip은 고속연마(고속연마

기, 150 rpm/20min) 및 건조(건조오븐, 120
o
C)를 행한 후

외부전극 도포 및 전극소성(850
o
C) 과정을 거침으로서 최

종 chip 제작을 완료하였다.

2.1.3. K2 및 chip 특성 평가

소정의 온도에서 소성한 K2 시편의 전기적 특성을 측

정하기 위해 In-Ga 전극을 양면에 고루 도포하여 진행하

였다. 먼저 용량(capacitance) 및 유전손실(Dissipation

factor; DF)은 Agilent 4278A를 이용하여 1 Vrms, 1 kHz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으며, 절연저항값의 측정은 high resistance

meter(Agilent, 4339B)를 이용하여 행하였다. 또한 용량 온

도의존상수(Temperature Coefficient of Capacitance; TCC)

는 4220A test chamber를 이용하여 −25~135
o
C 구간에

대하여 1 Vrms, 1 kHz의 조건으로 측정하였고, K2 시편의

소성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는 시편 표면에 대한 FE-

SEM(JSM-820, JEOL) 관찰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제작한 각 K2 시편의 비표면적(SSA)은 400
o
C/2시간 가

소 후 BET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앞서 외부전극 소성까지 최종 완료된 S-chip 시편에 대

한 전기적 특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AC

및 DC 변화에 따른 전기적 특성 변화와 고온 신뢰성 평

가를 진행하기 위한 chip을 선별하고자, 약 30개의 chip에

대한 용량 및 DF를 K2 시편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측정치가 평균값에 해당하는 chip을 2

개 선택하여, Agilent 4284A를 이용, AC voltage (0.01

~10 Vrms) 및 DC Voltage(0.1~30 V) 변화에 따른 전기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S-chip 시편의 TCC 측정 또한

K2 시편의 경우와 마찬가지 진행하되, 단 측정시 AC

Voltage를 0.01 및 4 Vrms로 바꾸어 측정하였다 (0.01 V 인

가의 경우, 단위 두께당 인가 전압으로 환산하면 K2 시

편의 TCC 측정시와 유사한 조건임). S-chip 소성시편의

미세구조는 경면 연마 및 chemical etching을 한 chip의

L-방향면에 대하여 FE-SEM으로 관찰하였다. 

한편, S-chip 시편의 신뢰성 평가는 고온 절연저항(IR)

Fig. 1. Flow chart for preparation of dielectric slurry and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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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설비를 이용하여, 150
o
C에서 1 Vr이 약 6.3 V/µm가 되

는 조건으로 행하였으며, 30분 간격으로 승압(DC Voltage

상승)하면서 시편의 절연저항값이 10
5
Ω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진행하였다.

2. 결과 및 토의

2.1. S-chip과 MLCC간 비교

당사에서는 BT의 저온 소결성 확보를 위하여 고온 유

동성이 우수한 산화물계 glass들을 바탕으로 150 nm급 BT

의 저온 소결에 적합한 glass 개발을 시도한 바 있으며, 저

적층 간이칩(S-chip) 평가를 통하여 1040~1060
o
C 범위에

서 적정 소성온도를 갖는 최적의 glass와 이에 적합한 유

전체 조성물 등을 개발하였다.
3)

 그러나, 이와 동일한 조

성으로 실제의 초고용량 MLCC를 두 차례(MLCC-1st :

150 nm급 BT(HQ-15) 적용 /MLCC-2nd ; 200 nm급 BT(T-

200) 적용) 제작하여 소성한 결과, S-chip 결과와는 달리

저온 소성이 재현되지 않았으며(약 1120
o
C 이상에서 소성

가능), 소성 chip의 제반 전기적 물성 또한 S-chip 결과 대

비 현저하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MLCC 투입시 저온 소결성이 현저하게 저하

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S-chip 및 MLCC 제작시의

각 여분 cover sheet를 이용하여 K2를 제작, 소결성 및 제

반 전기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Figs. 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MLCC의 cover K2가 대체로 약 80
o
C

이상 높은 소성온도를 보였으며, 유전율 또한 약 300 이

상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chip과 MLCC 제

작 과정에 있어 가장 주요한 차이는 원료 혼합 및 분쇄

과정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illing 정도차에

따라 BT의 저온 소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고

자 milling 정도에 따른 소결성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pot mill(ball=3 mm)을 이용하여 얻은 S-chip과

apex milling(ball=0.1 mm)을 통하여 얻은 MLCC의 각

cover K2 시편에 대하여 가소 후 BET를 측정한 결과,

MLCC의 cover K2가 약 2.6~3.6 g/m
2
 정도 높은 비표면

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milling에 기인하여 비표면적

이 상승하면 액상소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보

다 많은 양의 액상 소결조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비표면적이 상이한 S-chip과 MLCC의 제작에 투입

된 glass 첨가량은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1.5 mol%, 또는

약 1 vol%) 적용되었으므로, 결국 MLCC의 경우 유효 액

상량 부족으로 인해 소결성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MLCC 적용시 유전율이

약 300 가량 저하되었는데, 이 또한 milling 정도에 기인

한 결과라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결과에 대해 이전에 보

고
7,8)
된 바도 있는데, milling이 진행됨에 따라 BT 표면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BT의 결정화도가 감소되고, 결국 이

로 인해 소성 후 유전율이 크게 저하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hip과 MLCC간 소결성 및 유

전율의 차이가 milling 정도에 따른 비표면적 차이에 기

인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검증

하고 나아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실

험을 진행하였다. 첫째 ‘milling정도를 증가시켜 비표면적

을 상승시킴에 따라 BT의 소결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Fig. 2. Changes in sintering density of K2 specimen for S-chip

and MLCC with sintering temperature.

Fig. 3. Changes in dielectric constant of K2 specimen for S-chip

and MLCC with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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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batch 조건에서 milling 시간을

조절하여 비표면적을 변화시켜 slurry를 제조한 후 K2 시

편으로 소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둘째 ‘비표면적 상

승에 따라 충분한 소성을 위해 필요한 유효 액상량이 얼

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자, 현 유전체 조성물 중 BT 소

성시 액상 형성에 기여하는 성분으로서 glass 및 Ba의 함

량을 변화시켜 slurry를 제조한 후 K2 소결성에 대한 평

가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상에 대한 실험 방법 및 결과

는 다음절에 상술하고자 한다. 

2.2. Milling 정도에 따른 BT의 소결성 변화

Milling 정도에 따른 BT의 소결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하여 Fig. 1에서와 같이 pre-mixing 단계에서의 milling시

간을 변화(5~20시간)시켜 slurry를 제조하여 K2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slurry 제조는 Table 2의 #5 조성으로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약 7~9 g/m
2
 정도의 비표면적 변화를 확

인 할 수 있었으며, 각 K2 시편을 400
o
C/4시간 가소 후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Fig. 4), milling 시간에 따라 BT

분말의 크기 또한 비표면적 측정치와 상응하여 감소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장시간 milling에 따른 불순물

혼입이나 화학조성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XRF 성분분석 결과로부터, milling 시간별 각 K2 시편의

조성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s. 5와 6은 각각 비표면적 상승에 따른 BT의 소결밀

도 및 유전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비표면적이 약 8 정도까지 상승시에는 소결성

이 크게 저하되지 않으나 약 9 이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소결성이 급격하게 저하됨과 더불어 유전율의 감소가 두

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S-chip과 MLCC

간 비교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동일한 결과로서, 결국

Fig. 4. Microstructure of K2 specimens prepared with various milling time ; (a) 5H, (b) 10H and (c) 20H (after heat-treatment at

400
o
C-2H).

Fig. 5. Changes in sintering density of BT ceramics with

various SSA.

Fig. 6. Changes in dielectric constant of BT ceramics with

various 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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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ng에 따른 비표면적 상승이 BT의 저온 소결성을 저

하시킨 주요 원인임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milling에 따른 비표면적 상승으로 인해 저하된 소결

성을 재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비표면적(high SSA)하에

서의 BT 소결에 필요한 액상 소결조제의 적정 함량에 대

한 고찰이 시급하다.

2.3. Glass 첨가량에 따른 BT의 소결성 변화

Milling으로 인한 비표면적 상승시 BT 소결에 필요한

액상 소결조제의 적정 첨가량을 조사하고자, 본 연구에서

는 현 유전체 조성물 중 BT 소성 과정 중 액상 형성에

기여하는 주요 성분으로서 glass 및 Ba의 첨가량을 변화

시켜 K2 시편을 제작한 후 그 소결성 변화에 대하여 관

찰하였다. 먼저 glass 첨가량에 따른 소결성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Table 2의 #1~4 조성(1.2절에서 언급한 group

I)으로 slurry를 제조하여 K2 시편을 제작하였다. 이 때 각

조성에 대하여 milling은 동일하게 20시간씩 행하여 약

9 g/m
2
 정도의 비표면적을 갖도록 하였다.

Glass 첨가량에 따른 BT의 소성온도별 소결밀도 측정

결과,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9 g/m
2 
정도의 비표

면적이 얻어지는 milling 조건하에서는 glass 첨가량이 증

가하여도 BT의 소결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액상소결에서 액상의 함량이 과도하게 존재하

게 되면, 소결 과정 중 계면을 통한 ‘모재 성분간의 물질

이동이나 확산’이 계면에 과도하게 분포된 액상으로 인해

방해되어 오히려 액상소결이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다.
9)

그리고 유전율의 경우, 모재와 계면 구성 물질들의 각 유

전율값이 동시에 기여된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0)

 (일반

적으로 BT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유전율을 갖는) glass의

첨가량이 증가되면 소결체의 유전율은 감소한다. 결과적

으로 glass 증량을 통해서는 ‘milling에 따른 비표면적 상

승으로 인해 저하된’ 소결성을 재향상시키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2.4. Ba 첨가량에 따른 BT의 소결성 변화

앞서 2.2 및 2.3절의 결과로부터, milling으로 인한 비표

면적 상승시 BT의 정상 소결에 필요한 유효 액상으로서

1.5 mol%의 glass를 첨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비표면적(high SSA)하에

서의 부족한 유효 액상량을 보상하기 위한 두번째 방안

으로서, 유전체 조성물 중 Ba의 첨가량을 증가시켜 BT의

소결성을 증가시켜보고자 하였다.

Ba 첨가량별 실험을 위해 Table 2의 #5~9 조성(1.2절에

서 언급한 groupⅡ)으로 slurry를 제조하여 K2 시편을 제

작하였다. 이 때 각 조성에 대하여 milling은 마찬가지로

20시간씩 진행하여 약 9 g/m
2
 정도의 비표면적을 갖도록

하였다.

Fig. 8은 Ba 첨가량에 따른 BT의 소성온도별 소결밀도

변화를 나타낸 결과로서, glass 첨가량 변화에서와는 달리

Ba 첨가량 변화에 따라 소결성이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

다. 즉, Ba 첨가량 증가에 따라 소결성이 일정하게 향상

되어 약 1 at%의 Ba 함량에서는 소결성이 거의 포화 상

태에 이르게 되었다.

Fig. 7. Changes in sintering density of BT ceramics with

increasing glass content.

Fig. 8. Changes in sintering density of BT ceramics with

various Ba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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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과는 Ba 첨가량 증가시 나타나는 BT의 일

반적 소결 거동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소결조제로서

SiO2를 사용하는(약 1150
o
C 정도의 적정 소성온도를 갖는)

대개의 BT 소결체는 Ba 첨가량이 증가하게 되면(약 0.6

at% 이상) 적정 소성온도가 크게 상승하며 더불어 유전율

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소결조제로서 glass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경우는, 과milling에 따른 비표면적(high

SSA) 상승시 오히려 ‘충분한 양의 Ba이 첨가되어야 저온

소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Ba 첨가량 증가에 따른 BT의 소결성 거동

은 앞서 glass 첨가량 증가에 따른 거동과는 크게 상이함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Ba 첨가를 통한 액상의 형성이

glass에 의한 액상 형성과는 다른 mechanism에 의해 이루

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BT 소결 과정에서 glass

분말은 소결수축개시(열분석 결과, 약 1000~1050
o
C 범위

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이전에 별도의 반응없이

바로 ‘액상(liquid)’으로 융해되지만(Table 1에서 알 수 있

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borosilicate계 glass는 약 900 이상

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보이기 시작함), BaO는 소결 초기

단계에 (이미 융해되어 있는 상태의) glass나 다른 산화물

(MgO, Mn3O4 등)과의 공융반응(eutectic reaction)에 의해

공융액상을 형성함으로써 소결을 촉진시키는, 이른바 전

이 액상(transient liquid phase) 소결조제
11)
라는 측면에서

그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glass에 의한 액상소결과 달

리 전이액상 형성을 통한 소결과정은 ‘공융반응’이 포함

됨으로 인해 모재의 소결을 보다 활발하게 증진시키는 것

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액상소결에

서의 소결개시점은 기본적으로 ‘액상의 형성온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BT 소결반응

은 저온 소성용 glass에 의한 액상형성에 의하여 개시되

고, 이 후 BaO에 의한 전이액상 형성에 의해 활발하게

촉진된다고 판단된다.

위에 기술한 ‘과milling에 따른 비표면적(high SSA) 상승

시 Ba 첨가량 증가에 따른 BT의 소결 mechanism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이론적 고찰만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실험적 고찰

을 행하고자, 현재 열분석과 ‘quenching법을 통한 in-situ

소결 mechanism 규명’ 등의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차후의 보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

이다.

한편, Fig. 9로부터 앞서 소결성 변화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Ba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전율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온에서의 소결성 뿐만 아니라 제

반 전기적 특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양의 Ba 첨가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적정 Ba

함량은 Fig. 10의 결과로부터 (정상적으로 소결된 시편의

소결밀도는 약 5.7 g/cm
3
 이상임) 약 0.8 at% 이상이라 판

단된다.

2.5. Ba-Dy 함량 최적화에 따른 chip 특성 평가

BT 유전체의 제반 chip 특성은 이전의 보고
3,5,12)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희토류의 종류 및 함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조사된 적정량의

Fig. 9. Changes in dielectric constant of BT ceramics with

various Ba contents.
Fig. 10. Changes in sintering density of BT ceramics with

increasing Ba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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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hanges in sintering density of BT ceramics with

various Ba-Dy contents.

Fig. 12. Changes in dielectric constant of BT ceramics with

various Ba-Dy contents.

Fig. 13. Electrical properties of S-chip with various Ba-Dy contents (Sintering temperature=1030
o
C) ((a) and (b) chip-K and DF with

AC voltage, (c) △ chip capacitance with DC voltage, (d) and (e) TCC curve at applied voltage of DC 0.01 and 4 V, (f) TCC
at 85

o
C with AC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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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첨가와 동시에 희토류 성분인 Dy의 첨가량 조절을 통

하여 S-chip을 제작/평가함으로써, milling으로 인한 비표

면적 상승시에도 저온 소성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전기적 물성의 구현이 가능한 최적의 저온 소결용 유전

체 조성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Ba-Dy 함량 최적화에 따른 chip 특성 평가를 위해 Table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1.2절에서 언급한 groupⅢ) Ba첨가량

을 0.925 및 1.125 at%로, Dy 첨가량을 0.8~1.2 at%로 각각

변화시켜 slurry를 제조하여 S-chip 및 K2 시편을 제작하였

다. 각 조성에 대하여 milling은 비표면적이 약 9 g/m
2
가 되

는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Figs. 11과 12는 각각 Ba-Dy 첨가량 조합에 따른 BT의

소성온도별 소결밀도 및 유전율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0.925 at%의 Ba함량하에서는 Dy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성이 점차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Ba 함량

이 1.125 at%인 경우에는 Dy 첨가량 증가에 따라 오히려

저온에서의 소결성이 급격하게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에는 생략하였으나 이전까지의 유전체 조성 실험 등

에 의하면, 150~200 nm급 BT에 대하여 Ba 첨가량이 적

은 경우(약 1 at% 이하)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Dy 첨가가

BT의 저온 소결성 및 전기적 특성 향상에 효과적이었으

며, 반대로 Ba 첨가량이 충분히 많을 때에는(약 1 at% 이

상) 소량의 Dy 첨가만으로도 효과적인 소결이 가능하였

다. 이에 따라 Figs. 11 및 12로부터 BT의 저온 소결 및

전기적 특성 향상에 적합한 Ba-Dy 조성으로 0.925 Ba-

1.0 Dy와 1.125 Ba-0.8Dy를 선택할 수 있었다(0.925 Ba-

1.2 Dy의 경우 소결성은 양호하나 저온에서의 유전율이 크

게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인다. 이는 Ba와 더불어 Dy에 의

한 입성장 억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으며 미

세구조 관찰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1050
o
C(MR 1040

o
C)에서 소성된 1.125 Ba-1.2 Dy

시편에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이 두 조성(0.925 Ba-1.0 Dy

와 1.125 Ba-0.8 Dy)의 시편은 1030~1070
o
C(MR 1023~

1063
o
C) 범위에서 매우 안정적인 소결성 및 유전 특성을

보이므로 소성 window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s. 13 및 14는 Ba-Dy 첨가량 조합에 따라 제작한 여

러 가지 S-chip의 소성온도에 따른 제반 chip 특성들을 나

타낸 결과이다. 그림 중의 AC field 0.63 Vµm는 초고용량

MLCC 기종의 ‘단위 유전체 두께당 인가 전압’에 해당한

다(당사 초고용량 MLCC 기종의 소성 후 유전체 두께는

약 0.8 µm이며, 용량 측정용 인가전압은 0.5 V이다). 앞서

Fig. 14. Electrical properties of S-chip with various Ba-Dy contents (Sintering temperature=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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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K2 소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0.925 Ba-1.0 Dy와

1.125 Ba-0.8 Dy 조성의 chip들이 대체로 양호한 전기적 특

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조성의 chip들은 1030
o
C에서

소성하여도 약 3000에 가까운 유전율을 보이며, 1030~

1070
o
C의 온도구간에서 유전율, 유전손실 및 TCC@85

o
C

등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등 우수한 저온 소결성과

더불어 안정적인 유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0.925Ba-1.2Dy 조성의 chip은 비록 저온 소결성은 양호하

나(1030
o
C 소성시편의 소결밀도가 약 5.8 g/cm

3
) 소성온도

에 따른 유전율의 변화가 급격하여 1030
o
C에서의 유전율

이 약 200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cover K2

시편에서와 동일한 결과로서 Ba와 더불어 Dy에 의한 지

나친 입성장의 억제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와 유

사한 결과가 1.125 Ba-1.2 Dy 시편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온 소결시에도 우수한 전

기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a와 Dy의 함량을 적절

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Ba-Dy 함량별 S-chip의

소성 후 미세구조는 Fig. 15에 나타내었다.

한편, Ba-Dy 함량별 각 S-chip의 소성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승압에 따른 고온 절연저항(hot IR)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이를 Fig. 16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Ba-Dy 함량별 각 S-chip의 신뢰성은 소성

온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전의

보고
3,5,12)
에서 언급하였듯이 BT 유전체로 이루어진 chip

의 신뢰성은 ‘미세구조의 균일성’과 더불어 소성 과정 중

BT에 고용되어 shell을 형성하는 ‘희토류 성분의 반응성’

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각 S-chip들은

소결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희토류의 사용에 기

Fig. 15. Cross-sectional view of S-chip with varous Ba-Dy contents sintered at (a) 1030 and (b) 1070
o
C (magnitude : ×10,000 and

30,000).

Fig. 16. Changes in Hot IR of S-chip with various Ba-Dy contents sintered at 1030 ~ 1070
o
C) (measured at 150

o
C, 1 Vr = 22 V which

is correspondent for 6.3 V/µm, figure in parenthesis means thickness of dielectric layer of sintered S-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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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대체로 유사한 신뢰성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상기의 제반 chip 특성 결과들을 종합 비교/평가한 결과,

Table 2의 #8-1(0.925 Ba-1.0 Dy)과 #9-1(1.125 Ba-0.8 Dy)

조성이 ‘milling으로 인한 비표면적 상승시에도 저온 소성

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전기적 물성의 구현이 가능

한 최적 조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illing 조건 및 유전체 조성 변경에 따

른 BaTiO3 유전체의 저온 소결성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그 결과, slurry 제조시의 milling에 따른 비표면적

상승이 BT의 저온 소결성을 저하시킨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milling에 따른 비표면적 상승시 BT의 소결

성은 glass 첨가량에는 무관하며 유전체 조성물 중 Ba의

첨가량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의 결과와 더불어 ‘milling으로 인한 비표면적 상승

시에도 저온 소성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전기적 물

성의 구현이 가능한 최적 조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2의

#8-1(0.925 Ba-1.0 Dy)과 #9-1(1.125 Ba-0.8 Dy) 조성이 우수

한 저온 소결성을 보였으며, 1030~1070
o
C 범위에서 양호

한 전기적 물성 및 높은 신뢰성 등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과milling에 따른 비표

면적(high SSA) 상승시 Ba 첨가량 증가에 따른 BT의 소

결 mechanism 변화’를 실험적 고찰을 통해 보다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자 다각적인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milling 정도에 따라 각 첨가제(특히 Ba이나

Dy 등)들의 BT내 고용 여부 및 고용 정도 등을 정밀 분

석하기 위해 TEM 분석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차후 별

도의 보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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