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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Y5V characteristic MLCC which is very prone to crack, it is important to to find out the basic cause of the crack. After
finding out the crack origin, the materials and processes should be developed to remove the crack. The microstructures of the crack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fractographic method for the various types of cracks such as an exterior crack, a cyclic thermal shock crack,
and an piezo-electric crack. It was found out that the crack origin was the pore at the end of the Ni inner electrode after bake-out.
Even though the three dimensional crack shapes were different, the crack origins were seemed to be similar. The exterior crack could
grow from the origin with the aids of residual and applied stress. FEM (finite element method) analysis was used to calculate the stress
distribution of residual and applied stress. And the concept of fracture mechanics was applied for the explanation of the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from the stresse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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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MLCC)에 사용되는 세라믹 재료

들은 전기적 안정성에 개발의 방향을 두었기 때문에, 다

른 구조용 세라믹과는 다르게 매우 크랙에 민감한 시스

템이다. 특히 Y5V 특성(사용온도 −30~+85
o
C, 용량편차

−82~+22%)은 첨가제의 액상량이 적고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X5R(사용온도 −55~+85
o
C, 용량편차 −15~+15%)

이나 X7R(사용온도 −55~+125
o
C, 용량편차 −15~+15%)

특성에 비해서 더욱 더 큰 취성(brittle)을 보인다.
1)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간 Y5V 특성이 유저 환경에서

실장 후에 크랙이 발생하거나 절연저항 저하로 불량으로

접수된 사례가 많으며, 기판 실장 전에도 크랙이 발견되

는 경우를 많이 보이고 있다. Y5V 특성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공정 개선이나 설계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크랙 발생 기구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의 원

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재료가 파괴에 이르기 위해서는 1) 재료에 최소한

의 균열이 존재해야하며, 2) 외부에서 가해진 에너지가 재

료의 고유물성으로 기인한 에너지보다 커야 한다.
2,3)

 즉,

MLCC에서도 이론적으로 초기 균열이 없으면 크랙이 생

길 가능성이 낮고, 균열이 있다하더라도 내부의 재료 물

성보다 큰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크랙이 커질 수 없

다. 크랙은 실제로는 미세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미세한 크

기로 어느 정도 존재를 하지만, 이 미세 크랙이 자라서

재료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를(거

시적인 관점에서) 크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4)

 

MLCC 내부에 존재하는 미세 크랙은 내부전극과 세라

믹의 단차에 생기는 균열, 적층 및 압착 이상으로 생기는

균열, 탈지 시 생기는 균열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재

료의 물성을 넘어서는 에너지는 소성 시 열수축 차이에

의해 생기는 잔류 응력, 열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 제

품 선별 시 압전(piezo-electric)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응

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미세 균열과 잔류 응력

및 외부 응력에 대한 관계가 밝혀지고, 응력이 제거 될

수 있는 공정 개발 및 재료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정 및 외부 응력을 받은 크랙

에 대한 미세구조적인 분석을 하여, 그 내부의 크랙 원인

을 밝히고자 하였다. MLCC에서 외부 응력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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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향은 기존의 이론적인 방법으로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산모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파괴

역학의 관점을 접목하여 MLCC 크랙 발생 기구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외관 크랙 불량 칩 분석

31F106(3.2 mm×1.6 mm 크기, Y5V, 10 µF) 기종의 외

관 선별 공정에서 불량으로 선별된 칩에 대하여 직접 눈

으로 크랙이 있는 칩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칩을 길이 방

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연마검사하였다. 연마검사할 때는,

우선 길이 방향에 수직한 부분부터 외부전극을 갈아내기

시작하여, 갈아낸 깊이별로 크랙 형상을 광학현미경을 이

용해서 관찰하였다. 갈아낸 깊이는 칩의 길이방향으로 볼

때, 외부전극 끝부분부터 약 0.3, 0.6, 0.9, 1.2, 1.5 mm 정

도 갈아가면서 관찰하였다. 칩의 전체길이가 약 3.2 mm

이므로 대략 칩의 중앙 부분까지 갈아서 크랙 형상을 관

찰한 것이다. 관찰에 사용한 칩은 약 30개 정도이며, 깊

이에 따른 크랙의 모양 변화를 3 종류로 구분하여 크랙

의 모양을 나누었다.

크랙이 생겼을 때의 내부 모양을 관찰하기 위해서 칩

의 크랙 면을 분리하여 파단면를 관찰하였다. 칩을 분리

하기 위해서 외관 크랙이 있는 칩을 니퍼와 핀셋을 이용

하여 충격을 주어서 칩을 두부분으로 분리하였으며, 크랙

면의 안쪽을 주사전자현미경(Leica, S440)을 이용하여 미

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크랙 면이 분

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칩을 길이방향에 수직하게

절단한 후에, 본 칩을 액체 질소에 넣어서 뺀 후에 충격

을 가하는 방법으로 크랙 면을 분리하였다.

2.2. 열충격에 의한 칩의 파괴 관찰

용량 측정 및 외관 선별이 완료된 양품 칩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가해진 열충격으로 칩에 크랙을 유발하여 그 형

상을 관찰하였다. 정상인 칩에 크랙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종의 가속실험으로서 칩에 인가된 결함과 잔류응력의

크기를 배가시켜서, 이에 따른 크랙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열충격에 사용된 칩은 31F106(3.2 mm×1.6 mm

크기, Y5V, 10 µF), 32F226(3.2 mm×2.5 mm 크기, Y5V,

22 µF), 32F107(3.2 mm×2.5 mm 크기, Y5V, 100 µF) 등

으로 생산되는 모델중에 크랙 발생 빈도가 높고 크랙 관

찰이 용이한 기종을 선택하였다.

반복 열충격 실험 방법은 200
o
C로 가열된 플레이트에

칩을 2분 정도 올려놨다가 상온의 물속에 5초 정도 담구

어서 크랙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실험 조건

별 크랙의 유의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칩의 개수는 50개

정도로 하고, 유의차가 날때 까지 여러번 반복하여 크랙

발생여부를 관찰한다. 반복 열충격 후에 생긴 크랙에 대

해서도 외관 크랙 불량 칩 분석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파

단면의 내부를 분석하였다.

2.3. DC 인가 전압에 의한 전왜파괴

칩의 외부전극 끝단에 DC 전압이 인가되었을 경우에

칩은 압전(piezo-electric)특성에 의해서 두께 방향으로 팽

창한다. DC 전압이 커지면, 칩의 두께 방향의 팽창이 너

무 커져서(전왜 특성, electro-strictive) 결국 파괴가 일어나

는데, 이 때 크랙의 형상을 관찰하고자 했다.

PCB 기판에 21F475(2.0 mm×1.2 mm 크기, Y5V, 4.7 µF)

을 납땜하고, 양 끝단에 전선을 연결한 후 DC 전압을 인

가(Keithley 사의 487 picoammeter 사용)하였다. DC 전압

인가시, 파괴가 일어날 때 까지의 칩의 두께 방향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TMA(MAC Scientific, 4000S) 장비를 사용

하였다. DC 전압과 두께 방향의 변위를 실시간으로 관찰

하었으며, 변위가 급격하게 변하여 파괴가 일어난 후의

칩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길이방향과 수직으로 연마

검사를 하였다.

DC 전압을 이용한 칩의 선별 시에도 칩의 적정 사용

전압보다 큰 DC를 짧은 시간에 인가하여 불량 칩을 선

별하게 되는데, 이 전압 값이 수백 V에 이르므로 칩에 전

왜 효과에 의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1B105(2.0 mm×1.2 mm, X7R, 1 µF) 기종에서

DC 전압 선별시 불량으로 구분된 칩을 초음파 검사를 하

여 내부 불량이 있는 칩을 골랐다. 그리고 이 칩들을 길

이 방향에 수직으로 절단한 후 크랙이 있는지의 여부와

크랙의 형상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2.4. 가소 칩의 내부전극 끝단 관찰

인쇄, 적층 공정 후에 내부전극 끝단인 마진부에 밀도차

가 존재하는데, 이 밀도차가 기공형태로 존재하는지, 또는

가소, 소성 공정 이후에 기공으로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기공이나 박리의 여부에 따라서 크랙이 시작될 수 있

는 파괴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31F106(3.2 mm×1.6 mm 크기, Y5V, 10µF)를 가소까지 진행

하였으며, 절단 완료 칩과 가소 완료 칩을 각각 니퍼를 이

용하여 길이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하고, 내부 전극

끝단을 주사전자현미경(Leica, S44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2.5. 응력 계산을 위한 전산모사

MLCC의 공정에서 유발되는 잔류응력을 알아보기 위해

서 유한요소법(FEM,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한 전

산모사를 진행하였다. Fig. 1(a)와 같이 전체 칩의 대칭성을

생각해서 전체의 1/8 만을 모델에 사용하였으며, Fig. 1(b)

에서와 같이 메쉬를 만들었다. 

칩의 전체 크기와 커버, 마진의 크기는 32F226(3.2 mm

×2.5 mm 크기, Y5V, 22 µF)의 기종과 동일한 설계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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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부전극과 세라믹은 그 두께 비율은 같게 하되 계산

에 사용된 두께는 실제 두께의 10배 정도로 하였다. 즉,

내부전극은 10 µm, 세라믹은 80 µm 정도의 설계 두께를

가지게 하였다. 이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계산시 메쉬가

너무 작아져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림을 방지하기 위함

이고, 전체 총 층수 보다는 내부전극과 세라믹의 비가 전

체 응력을 좌우함이 예비 계산 결과에서 밝혀진바 있다.

메쉬의 크기는 내부전극의 두께방향에 1~2개 정도 들어

가게 나누었으며, 응력이 가장 많이 걸리는 중심층 내부

전극 끝단 부위를 더 작게 나누었다. 계산에 사용한 소프

트웨어는 ABAQUS이며, 계산에 사용한 재료 상수는 벌

크의 값은 사용하였다. 모델 MLCC가 소성 공정 및 외부

전극 소성 공정을 거치고, 열충격 공정까지 진행시에 내

부에 어떤 응력이 걸리는 지를 계산하였다. 또한 전왜 파

괴시 압전효과에 의해 칩이 어떤 응력을 받는지 알아보

기 위해 외부전극 끝단에 DC 전압을 인가하고, 두께 방

향의 변위 및 응력을 계산하였다.

2.6. 파괴 역학에 의한 크랙 해석

재료가 크랙을 만들거나 이 크랙이 커져서 파괴에 이

르기 까지는,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내부에 균열이 있

어야 하고, 이 균열을 자라게 할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한

다. 이 관점에서 재료의 미세균열은 내부전극 끝단에 존

재하는 단차에 의한 균열로 생각할 수 있고, 균열을 성장

시키기 위한 에너지는 소성 후에 생기는 잔류응력과 열

충격시에 열충격 에너지, 그리고 선별 전압에 의한 전왜

파괴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다. 

재료가 파괴에 이르는 조건을 언급시에는 응력 집중 계

수(stress intensity factor), K를 고려해야 한다. K는 내부

잔류응력 σR(residual stress)이나 외부응력 σA(applied stress)

이 얼마만큼 미치는지 나타내주는 값으로, 이 두가지 영

향을 더해주어야 한다.
3)

 (1)

여기서 외부 응력 σA에 의한 KA은 균열 크기가 c인 미

세 크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5)

 (2)

여기서 ψ는 크랙의 형상에 따라 달라지는 단위가 없는

상수이다. 내부 잔류 응력, σR에 대한 KR은 잔류 응력에

형태에 따라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나 다음처럼 지수 형

식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여기서 m과 n은 잔류응력의 종류와 형상에 따라서 달라

지는 상수이고, χ는 식 (2)의 ψ와 같은 상수이다. 따라서

식 (1)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4)

식 (4)는 내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이나 외부 응력이 초

기 크랙 길이가 c인 균열에 어떻게 집중되는지를 나타내

는 표현이다. 위 조건에서 크랙이 자라서 거시적 개념의

크랙이 되거나 MLCC 외부에서 보이는 크랙 되기 위해

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6)

 

 (크랙 성장 조건) (5)

위의 식 (5)는 Barenblatt의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응력

집중 계수 K의 크랙 길이 c에 대한 변화값이 재료의 고

유 물성인 인성, T(toughness)의 변화 값보다 커야 함을 말

하고 있다. 그러나 T는 일반적으로 크랙 길이에 따라서

변화하기는 하지만, MLCC 같은 인성 강화기구가 없는

세라믹에서는 T는 크랙 길이에 대한 변화가 없는 단순한

상수 값(single-valued toughness)인 재료 고유의 물질 상수

가 된다. 따라서 식 (5)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 시킬 수 있다.

 (MLCC의 크랙 성장조건) (6)

위의 식 (6)이 기존의 파괴역학 관점에서 보면 MLCC

의 크랙 성장 조건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세

라믹 시스템은 첨가제량이 적고 미세구조가 원형인 입자

들이므로, 인성을 강화시키는 기구가 없어서, 식 (5)를 식

(6)으로 단순화 시켜서 MLCC의 크랙 성장 조건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4)

식 (6)의 물리적 의미를 간단히 생각하면, 내부의 잔류

응력이나 외부에서 가해진 응력(열충격, 전왜파괴)의 합

(K=KR+KA)이 재료 자체의 물성인 인성(T)보다 크면 크

랙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결과 및 고찰 (A) – 미세구조 관찰

3.1. 외관 크랙 불량 칩 분석

외관 선별 후 선별기에서 불량으로 선별된 칩에 대한

K = KR + KA

KA = ψσAc
1/2

KR = χσR

m
c
n

K = χσR

m

c
n

 + ψσAc
1/2

dK

dc
------- > 

dT c( )

dc
-------------

K T>

Fig. 1. Model chip used for FEM. (a) Depiction of 1/8 size

model chip, (b) mesh size of FEM model (1/8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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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불량 조사 결과 실제 크랙이 있는 칩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칩의 길이 방향에서 내부쪽의 깊이 별로 관찰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즉, 깊이별로 크랙의 모양이 틀리며,

중심부에서는 같은 모양의 크랙이라도 외부전극쪽에서는

다른 모양의 형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2에서는 기

존에 알려져 있던 열충격 크랙과 비슷한 모양의 크랙이

Fig. 2(a)에 보이는데, 생긴 모양은 눈썹 크랙(EBC, eye-

brow crack)과 다르지만, 깊이별 형상 관찰을 하면 발생

위치나 전파 경로가 눈썹 크랙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크랙의 시작 위치는 내부전극 끝단의 높이차에서 생

기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크랙을 ‘사이드 단차(SUC,

side-unlevel crack)’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이외에 Fig. 2(b)

와 Fig. 2(c)는 기존에 알려진대로 눈썹 크랙과 센터 크랙

(CC)이다. 

Fig. 3은 외관 불량 칩을 Fig. 2와 같이 길이 방향에 수직

으로 절단한 칩을 다시 길이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절단

한 사진이다. Fig. 2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길이 방

향으로 연마하여 점점 갈아가면, 크랙의 모양이 바뀌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길이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크랙을 보

면 크랙의 위치가 칩의 중심 부분에 계속 있는 경우도 있

고, 칩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즉, Fig. 3(a)는

크랙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상이므로 Fig. 2(a)와 같은 사

이드 단차 크랙(SUC)을 보이는 칩이라 생각할 수 있고, Fig.

3(b)는 정확한 센터 크랙 모양은 아니지만 Fig. 2(c)와 같이

처음의 크랙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칩이라 생각할 수 있

다. 즉 단면을 통해서 본 모습은 비슷한 종류의 크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크랙의 모양은 3차원적인 관찰

을 통해서 만이 그 특성을 파악 할수 있다고 하겠다.

파단면 분석에 의한 크랙의 내부 형상 관찰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사이드 단차 크랙(SUC)

의 내부 관찰 모습이고, Fig. 4(b)는 눈썹 크랙(EBC)의 내

부 모습이다. 미세구조를 보면 볼록한 입자들이 보이는데

이는 소성 이전에 박리가 존재했으며, 이때 생긴 자유 계

면이 소성 시에 입자로 자라면서 올록볼록한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들의 위치는 내부전극 끝단이며, Fig. 2와 Fig. 3

에서 보이는 크랙의 출발점, 즉 파괴 원점으로 보여진다. 

크랙의 발생과 전진(propagation)은 2.6절에서 언급한 것

처럼, 미세 크랙(또는 기공이나 박리) 에서 응력 집중이 일

어나고, 식 (6)처럼 여기서의 응력 집중 계수가 재료의 인

성보다 크면 파괴가 일어난다. Fig. 4는 미세 크랙의 장소

가 내부전극 끝단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크랙

전파됨을 보이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일단 크랙의 발생은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되지만, 그 발생 장소가 중심층의 한

가운데라면 Fig. 2(a)와 Fig. 4(a)처럼 SUC 형태로 발전할

것이고, 중심층의 가장자리라면 Fig. 2(b)와 Fig. 4(b)처럼

EBC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센터 크랙의 형태의 모양은

SUC와 발생 원리가 비슷하나 전왜 파괴 등의 효과도 같

이 고려해야 한다.

3.2. 열충격에 의한 칩의 파괴 관찰

반복 열충격에 의한 칩의 파괴 단면을 Fig. 5에 나타내

었다. Fig. 5(a),(b),(c)는 각각 SUC, EBC, CC 형태의 크

Fig. 2. Investigation of the crack shape change as the polishing

depth along the length direction. (a) side-unlevel crack

(SUC), (b) eyebrow crack (EBC), (c) center crack (CC).

Fig. 3. (a), (b) Cross sections of cracks perpendicular and

parallel to the length diection. The parallel directions

are the cross sections of the dashed lines in left photos.

Fig. 4. Investigation of the crack inside. The crack plane was

exposed by the detachment. The embossed grain

structure which was induced by the free surface of

delamination was found at the inside of the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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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양상을 나타낸 것인데, 이들의 파괴 양상은 Figs. 2~4

의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 열충격 파괴에서는 외관 선별

크랙 칩과는 다르게 단면 관찰 시 여러가지 크랙 모드가

섞여서 관찰되는 경우도 많은데, 경향을 분류하면, 결국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Fig. 5(d)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단면 분석에 의한 파단면

분석에서도 Fig. 4와 같이 입자가 볼록한 형태를 보이는

데, 열충격 파괴에서도 소성 이전에 생겼던 단차에서 크

랙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열충격 파괴는 내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 (σR)보다 외

부에서 가해지는 열충격 응력(σA)을 크게 해줌으로서 식

(6)을 만족시켜서 크랙을 발생키시는 경우인데, 열충격 하

기 전에는 K < T 조건이여서 크랙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

지만, 열충격을 가함으로서 KA를 증가시켜서, K > T 조건

을 만족시킴으로서 칩에서 크랙을 유발시킨 경우이다. 

3.3. DC 인가 전압에 의한 전왜파괴

인가된 DC 전압에 의해서 파괴(break down)가 일어난

칩을 절단하여 확인한 사진을 Fig. 6(a), (b)에 나타내었다.

이들 칩은 DC 전압이 가해짐에 따라서 두께 방향의 변

위의 증가를 보이다가 갑지가 변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

이는데, 이부분이 내부에 전왜 파괴에 의한 크랙이 발생

된 경우이다. 이를 Fig. 6(c)에 나타내었는데, 변위가 갑자

기 떨어진 후에도 변위는 0이 되지 않는데, 이 값은 크랙

이 발생함에 따른 크랙의 두께에 의한 변위라고 볼 수 있

다. 전왜 파괴에 의한 크랙의 모양은 외관 크랙 칩의 모

양인 Fig. 2(c)와 열충격에 의한 크랙인 Fig. 5(c)에서 보

는 바와 매우 유사한 모양을 보인다. 

DC 전압에 의해서 유발되는 칩의 두께 방향의 변위는

압전(piezo-electric) 효과에 의한 두께 팽창으로 볼 수 있

는데, 두께 방향의 팽창은 외부전극과 세라믹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으므로, 중심부분의 변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심부 변형(strain)을 많이 받은 부분이

센터 크랙 형태로 발전하면서 외관 크랙 칩이나 반복 열

충격 시 보이는 센터 크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DC 전압 선별에 의한 전왜 파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DC 전압 선별 불량 칩을 초음파 검사를 해서 내부

크랙이 발견된 칩만을 골라 연마검사를 해보면, Fig. 6(d)와

같은 센터 크랙이 발견된다. 즉, DC 전압 선별시에도 수

백 V의 높은 전압이 가해지므로, 불량이 발생한 칩은 Fig.

6(a),(b)와 같은 전왜 파괴에 의한 크랙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센터 크랙이 생기는 경우는 열충격에 의

한 파괴, DC 전압 선별시의 과도한 전압 의한 파괴, DC

전압 자체에 의한 파괴로 볼수 있는데, 이들 인가 전압은

크랙의 전진(propagation)에 해당하는 조건들이고, 크랙이

발생하는 시작점은 SUC, EBC와 마찬가지로 내부전극 끝

단의 단차가 존재하는 지점이라 생각할 수 있다. 

3.4. 가소 칩의 내부전극 끝단 관찰

외관 크랙 칩이나 열충격 파괴에 의한 크랙들의 파단

면 분석에서 살펴본 결과는, 내부전극 끝단의 박리에서부

터 크랙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 박리는 소성 이전 단계

부터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소성 이전 단계의 칩

에서 박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절단 칩과 가

소 칩의 단면을 관찰하였다. 가소 전의 절단 칩을 니퍼를

이용해서 칩이 길이에 수직인 방향으로 부러뜨리고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한 결과, 내부전극 끝단에

기공 또는 박리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Fig. 7과 같이

가소를 완료한 칩의 단면을 보면, 내부 전극 끝단에 기공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절단 칩의 내부전극 끝단에는

아직 바인더 등이 있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기공을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가소를 완료

Fig. 5. Crack induced by cyclic thermal shock (a)~(c) and

fractographic observation of the crack inside (d).

Fig. 6. (a), (b) Crack induced by piezo-electric field, (c)

Displacement measurement according to biased voltage.

(d) Comparison of crack induced by DC flash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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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칩에서는 바인더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공을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소 후 발견된 기공 크기는 직경이 1 µm 정도인데, 소

성 이후에 크랙이 생기는 위치에 있는 박리는 3~5 µm 정

도였다. 소성 시에는 내부전극이 입성장을 시작하면서 안

쪽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기공들이 더 길어지

면서 박리를 형성했고, 이 박리는 아직 세라믹이 소성을

시작하기 전에 커지는 것이여서 세라믹의 소성 완료 이

후에도 제거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박리들이

잔류응력이나 외부응력에 의해서 박리 끝쪽에서 강한 응

력 집중을 받아서 크랙 전파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것이다.

미세 크랙의 끝단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은 미세 크랙

끝단의 반경이 작을 수록 높은 응력이 집중되는데,
3)

 가소

이후 기공의 형상은 원형인 반면, 소성 이후 여기서 커진

박리는 타원형으로 바뀌면서 더욱 더 큰 응력 집중을 유

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가소 시 생기는 원형의 기

공은 아직 소성이 되기전에 파우더 상태이기 때문에 응

력 집중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4. 결과 및 고찰 (B) – 응력 및 파괴 해석

4.1. 응력계산 결과

유한요소법에 의한 응력 계산의 목표는 식 (4)에 있는

바와 같이 잔류응력, σR과 외부 응력, σA의 위치에 따른

경향과 그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고, 최종 K값을 칩의 위

치에 따라서 판단하려는데 그 목표가 있다. 계산된 결과

를 1) 소성에 의한 잔류응력 σR, 2) 열충격에 의한 외부

응력 σA(thermal), 3) 압전효과에 의한 외부응력 σA(piezo)

의 순서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4.1.1. 소성에 의한 잔류응력 σR 

소성과 전극소성 공정에서 칩이 열처리 되었을 때, 커버

와 중심부의 다른 물성때문에 생기는 잔류응력을 Fig. 8에

나타내었다. Ni과 세라믹의 다중층 구조로 되어있는 중심

부는 커버쪽 보다 빨리 수축을 하기 시작하고, 소성이 완

료된 후 냉각 시점에도 열팽창계수가 더 크므로 빠른 수

축이 일어난다. 따라서 Fig. 8(a)에서 처럼 내부전극 끝단

에서 화살표 방향(주응력 방향, principal stress direction)

으로 강한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응력의

크기를 등고선으로 표시하면 Fig. 8(b)와 같이 되는데, 실

제 MLCC에서는 내부전극과 세라믹 두께도 얇고 층 수

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응력이 유도될 수 있다.

계산된 응력을 바탕으로 Fig. 8(c)와 같이 칩의 높이 방

향에 따른 잔류응력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즉, 내부

전극 끝단에서 최대 응력이 되며, 중심에서는 최소 응력

이 유도됨을 알수 있다. 

4.1.2. 열충격에 의한 외부응력 σA(thermal)

칩이 상온에서 고온의 매질에 들어갔을 때의 칩에서 온

도 분포를 계산하면 Fig. 9(a)와 같다. 열충격시 유도되는

응력은 온도 분포의 변화량(기울기, dT/dx)의 절대값에 비

례한다. 따라서 Fig. 9(b)의 ‘점선’으로 표시한 온도 분포

Fig. 7. Fractographic observation at the end of Ni inner

electrode after bake-out. 
Fig. 8. Result of FEM. (a) Stacking structure, (b) stress

distribution, (c) depiction of stress change along the

height direction.

Fig. 9. (a) Temperature distribution during thermal shock in the

model chip, (b) depiction of applied thermal stress

distribution, (c) thermal stress distribution superposed

with residu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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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열충격에 의한 응력 σA(thermal)을 Fig. 9(b)의 ‘실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응력의 크기는 칩의 외부와 내

부가 최소이고, 그 중간에 최대 응력이 존재하게 된다. 따

라서 전극소성 이후의 칩을 열충격 했을 때 생기는 전체

응력은, Fig. 8(c)에 나타낸 잔류응력 σR과 Fig. 9(b)의 열

충격에 의한 외부응력 σA(thermal)을 더하면 Fig. 9(c)와

같이 전체 응력 σR+ σA(thermal)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

체 응력 값이 최대인 점은 Fig. 9(c)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active의 끝 지점에서 생기게된다. 그러나 σA(thermal) 값

은 중심부의 끝단이 아닌 정중앙이므로, σR와 상대적인

크기 차이로 최대 지점의 위치는 바뀔 수가 있다. 

4.1.3. 압전효과에 의한 외부응력 σA(piezo)

외부전극 양단에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 압전(piezo-

eleectric) 효과에 의해서 두께 방향을 팽창이 일어나게 되

는데, Fig. 8에서와 같이 소성과 전극소성의 열 경로(thermal

history)를 따라서 계산된 칩에 DC 전압을 인가하면 Fig.

10(a)와 같은 응력 분포를 얻을 수 있다. Fig. 10(a)는 잔

류응력 σR와 압전에 의한 효과인 σA(piezo)가 더해저 있

는 상태로 이중 σA(piezo)만 위치에 따른 분포를 표시하

면 Fig. 10(b)와 같다. DC 전압에 의해서 응력의 집중이

가장 심한 곳은 칩의 중심쪽이다. 칩의 두께 방향의 양

끝은 고정되어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형이 거의 적지

만, 중심부는 변형이 힘드므로, 중앙 쪽의 응력 집중이 가

장 심하다고 할 수 있다.

4.2. 파괴 역학에 의한 크랙 해석

MLCC가 크랙이 생겨서 외부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2.6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칩에 있는 응력집중 계수(K)

가 재료의 인성(T)보다 커야 한다. 응력집중 계수는 잔류

응력에 의한 값(KR)과 외부 응력에 의한 값(KA)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값은 모두 응력(σR, σA(piezo), σA(piezo))

과 크랙 길이(c)에 비례하는 값이다. 응력 값은 기존의 이

Fig. 10. (a) Stress distribution from the piezo-electric stress

with the superposed residual stress, (b) depiction of

applied piezo-electric stress as along the height

direction.

Fig. 11. Explanation of crack formation using simulation results and fracture mechanics. (a) Eyebrow crack (EBC), (b) side-unlevel

crack (SUC), (c) center crack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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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방법으로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산모사 방법

을 이용하여, 칩 위치에 따른 분포를 대략적으로 구하였

다. 크랙의 길이는 앞의 Figs. 4, 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

성 이전에 생기는 박리가 소성 이후에도 남아있으므로 이

들 박리를 초기 크랙의 길이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응력의 크기와 박리(또는 크랙)의 길이 관계를 생각하면

전체 응력집중 계수 K가 어느 위치에서 재료 인성 T를

넘어서는지 알 수 있다. Fig. 11은 세 종류의 크랙이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식도 이다.

눈썹 크랙(EBC)의 발생 경로를 Fig. 11(a)에, 사이드 단

차 크랙(SUC)의 발생 경로를 Fig. 11(b)에 나타내었는데,

본질적으로는 두 크랙의 발생 이유가 거의 같다. 즉, 두

가지 모두 잔류응력에 의한 KR과 열충격에 의한 KA값의

합이 T를 넘어가서 크랙이 생기는 경우인데, 초기 박리

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랙의 모양이 달라질 수 밖

에 없다. 일단 박리의 크기가 전파가 일어나는 조건을 만

족하면, 커지기 시작하는데, 내부전극이 존재하는 영역은

전파가 어려우므로 커버를 타고 돌아가는 크랙 형태로 전

파하게 된다. 물론, 잔류응력 값(KR)이 매우 크거나, 박리

의 크기(c)가 매우 큰 경우는 열충격을 가하지 않고서도

식 (6)의 K > T 조건을 만족하므로 충분히 외부로 보이

는 크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Fig. 2

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외관 선별 NG 칩에서 외관 크랙

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센터 크랙에 대해서는 Fig. 11(c)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센터 크랙도 EBC나 SUC와 마찬가지로 Figs. 2, 5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Fig. 11(a), (b)의 경로를 따라 열

충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잔류응력이나 열충격에

의한 응력이 칩의 중앙 부분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전왜

파괴에 의한 응력으로 크랙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

당하다. 측정 공정에서 DC 선별 전압이 인가될 때

σA(piezo))에 의한 응력이 커지는데, 이때 칩의 중앙부에

박리가 존재하는 경우 KA에 의한 K값이 커져서 파괴 조

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크

랙은 칩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부전극 사이를 뚫고

지나가게 된다. 센터 크랙에서 크랙이 전파하는 박리의

원인으로 Fig. 11(c)에서는 내부전극 단차에 의한 박리만

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수분 침투, 도금액 침투, 탈

바인더 부족에 따른 잔류 탄소 존재 등에 의한 박리도 센

터 크랙의 원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MLCC에서 크랙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응력과 박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이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수축률 조절을 통한 잔류

응력 조절과 외부응력 조절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이

루어져 왔지만 박리의 감소에 대한 노력은 적은 편이다.

박리가 소성 이전 단계에서 이미 존재해 있으므로, 이 박

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쇄, 적층, 압착 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배치의 바인더와 내부전극 바인더의 조

절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여 단차를 개선해야 하겠다.

이상의 실험 및 분석은 주로 Y5V특성 칩을 이용하여 분

석하고, 파괴역학 이론을 접목하여 설명하였지만, 비단

Y5V특성에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른 X5R,

X7R 특성에서도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크랙이 발생하며,

크랙 방지에도 같은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결 론

1. MLCC의 Y5V특성에서 주된 크랙인 눈썹 크랙(EBC)

과 사이드 단차 크랙(SUC)의 경우, 미세구조의 파단면 관

찰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 크랙이 생기는 파괴 시작점은

내부전극 끝단에서 존재하는 단차 때문이다.

2. 파괴 시작점은 같지만 초기 단차의 위치와 가해지는

응력의 특성에 따라서 그 크랙의 형상이 달라질 수 있다. 

3. 잔류 응력 및 외부 응력은 전산모사를 통해서 분석

하였으며, 파괴 역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초기 균열과 응력

을 고려하여 EBC와 SUC의 발생 기구를 설명할 수 있다.

4. 센터 크랙의 경우에도 EBC나 SUC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DC 전압 인가에 의한 전왜 파괴도 전산

모사 및 파괴역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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