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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s of ceramic filler types and dose on the sintering, phase evolution, and dielectric properties of ceramic/CaO-Al2O3-SiO2

glass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All of the specimens were sintered at 900
o
C for 2 h, which conditions are required by the low-

temperature co-firing ceramic (LTCC) technology. Ceramic fillers of Al2O3, SiO2, kaolin, and wollastonite were used. The addition
of Al2O3 filler yielded the crystalline phases of alumina and wollastonite, and the densification over 95% of the relative density was
achieved up to 50 wt% addition of the filler. For the cases of the fillers of SiO2, kaolin, and wollastonite, crystalline phases of quartz,
mullite, and wollastonite formed, while the densification decreased monotonically with the filler addition. In overall, all the
investigated fillers with 10 wt% addition resulted in a reasonable sintering (over 95 %) and low dielectric constants (less than 6),
demonstrating the feasibility of the investigated composites for application to a LTCC substrate material with a low dielectric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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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스(Low temerature Co-fired Ce-

ramics : LTCC) 기술은 전자 패키징에서 다양한 모듈과 기

판, 특히 무선 또는 마이크로파 응용 부품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1)

 즉, LTCC 기술은 전자부품의 소형화 추

세에 대응하여 개발되어온 적층 세라믹 기술로 2차원 평

면상에 제작되어온 소자를 다층의 세라믹 층을 적층하여

3차원으로 제작함으로서 부품의 소형화와 다기능화를 이

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TCC 기술에 의해 저융점 전극

재료인 Ag(961
o
C) 및 Cu(1083

o
C) 등의 전극과 세라믹스

가 저온 동시 소성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저유전율 및

저열팽창을 갖는 재료인 ceramic/glass 복합체가 LTCC 기

판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LTCC 기판 재료에

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요구된다. 첫째, 낮은 유전상수(신

호전달 속도를 향상), 둘째, 낮은 유전손실(전기적 손실에

따른 신호의 불안정성 최소화), 셋째, 높은 열전도율. 넷

째, 낮은 열팽창율, 마지막으로 공진주파수 온도계수의 안

정(0 ppm/
o
C)이다. LTCC 기판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Al2O3

의 유전상수는 9.8이며, 이를 충전제로 사용한 ceramic/

glass 복합체도 유전상수가 7~8로 높기 때문에, 신호라인

의 고속화를 위해서는 더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 재료가

필요하다. 또한 전기적 손실에 따른 신호의 불안정성은

높은 유전손실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최근 LTCC 기판과

안테나 등은 고주파(>1 GHz)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고주

파 회로 구현에 있어서 낮은 신호 전송 손실을 위해서는

낮은 유전손실, 즉 높은 품질계수가 요구되고 있다.
2,3)

CaO-Al2O3-SiO2계(CAS계) 유리는 저열팽창성, 저유전

율 및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LTCC 기판 재료용 ceramic/glass 복합체 제조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4,5)

 최근에, Kumar 등
6)
은 cordierite 충전제를

CAS계 유리에 첨가하여 anorthite 결정상을 갖는 저유전상

수(εr=6) ceramic/glass 복합체를 보고하였으며, Kim 등
7) 
은

CAS계 유리 및 CaO-MgO-SiO2계(CMS계) 유리와 Al2O3

충전제를 혼합하여 열처리를 할 경우 anorthite와 diop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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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상이 생성되며, 저유전상수(εr=5.5)를 갖는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Choi와 Cho
8)
는 CAS계 유리에 Al2O3,

BaTiO3, CaTiO3, TiO2, ZrO2, MgO 및 SiO2 등 다양한

충전제를 투입하여 저온 소결 및 유전 특성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CAS계 유리보다 낮은 유

전상수를 갖는 silica-rich CAS계 유리를 사용하여 세라믹

충전제와 CAS계 유리로 구성된 복합체를 제조하고, 복합

체의 저온 소결 및 마이크로파 유전 특성에 미치는 충전

제 종류와 함량의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라믹 충전

제는 CaO-Al2O3-SiO2 삼성분계 구성요소인 단일 산화물

및 그들의 화합물을 선택하여 조성에 따른 유전 특성 및

상변화를 고찰하였다. 특히 저급의 kaolin 및 wollastonite

광물 원료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LTCC 기판 재료 제조 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세라믹 충전제 및 CaO-Al2O3-SiO2계 유리 

본 실험에서 사용된 세라믹 충전제는 CaO-Al2O3-SiO2

삼성분계 구성요소인 단일 산화물 및 그들의 화합물이다.

단일 산화물로 Al2O3(Kanto, 99.0%) 및 SiO2(High Purity

Chemicals, 99.9%)를 사용하였다. 화합물은 Al2O3-SiO2계인

kaolin 및 CaO-SiO2계인 wollastonite를 선택하였으며, 저급

의 광물을 사용하여도 LTCC 기판 재료 제조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산업광물은행의 고령토(kaolin, Al2O3 :SiO2

≒45:55 wt%, 경남 합천군 가야면)와 규회석(wollastonite,

CaO:SiO2≒50:50 mol%,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물 원료

를 세라믹 충전제로 사용하였다. 또한 CaO-Al2O3-SiO2

(CAS)계 유리 분말은 일반적인 유리 용융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CaO, Al2O3 및 SiO2 외에 유리점도 및 연

화 온도를 낮추기 위해 B2O3를 첨가하였다. 유리 제조에

사용된 원료는 1급 시약용 원료이며, 각각 원료를 9, 19,

61 및 11 wt%로 칭량하여 폴리에틸렌 용기에서 지르코니

아 볼을 매체로 2시간 건식혼합을 하였다. 혼합된 분말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1500
o
C에서 30분 동안 유지, 용

융시킨 후 증류수에 급냉시켜 유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유리는 디스크 밀을 통해 1차 조분쇄를 하였고, 다시 알

루미나 용기에서 지르코니아 볼을 매체로 에탄올을 용매

로 24시간 볼밀을 통해 2차 미분쇄를 하였다. 볼밀 후

100
o
C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325 mesh체를 통과시

켜 CAS계 유리 분말을 제조하였다.

 2.2. Ceramic/glass 복합체의 제조

상기 세라믹 충전제에 CAS계 유리 분말을 정량적으로

첨가하여 LTCC 기판용 ceramic/glass 복합체를 제조하였

다. CAS계 유리에 세라믹 충전제들을 10~50 wt%로 첨가

하여 폴리에틸렌 용기에서 지르코니아 볼을 매체로 에탄

올을 용매로 24시간 습식 볼밀한 후 오븐에서 100
o
C에서

24시간동안 건조하였다. Ceramic/CAS glass 복합체 분말

을 각각 2 g씩 칭량하여 지름 15 mm인 원형금속몰드에

넣고 50 MPa의 압력으로 일축가압 성형하였다. 이 성형

체를 10
o
C/min의 승온 속도로 900

o
C에서 2시간 동안 유

지한 후 상온까지 로냉하였다. 

 2.3. 소결 및 유전 특성 분석

온도 변화에 따른 유리의 열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dilatometer(DIL 402, Netzsch, Germany)를 이용하여 유리

전이온도(Tg) 및 유리 연화온도(Ts)를 측정하였다. Ceramic/

glass 복합체의 선수축율은 소결된 디스크 시편의 면 방

향의 수축 크기를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를 이

용하여 측정 후, 계산하였다. 유리의 밀도는 pycnometer

(Accoupyc 1330, Micromeritic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고, 세라믹 충전제의 밀도는 JCPDS card의 이론 밀도

를 이용하였다. 세라믹 충전제 종류 및 함량에 따른

ceramic/glass 복합체의 소결 밀도는 Archimedes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복합체의 치밀화 정도를 고찰하고

자 측정된 밀도를 이론 밀도에 대한 비율인 상대 밀도 값

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각 복합체의 이론 밀도는 식 (1)

과 같이 rule of mixture을 사용하였다.
9) 
여기서, D는 복합

체의 이론밀도, W1은 복합체에서 1성분의 무게비, W2는

복합체에서 2성분의 무게비, D1은 복합체에서 1성분의 밀

도, D2는 복합체에서 2성분의 밀도이다.

(1)

소결온도에 따른 결정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고

출력 X선 회절 분석기(D/MAX-2500V/PC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10° 2θ 80° 범위에서 Cu-Kα radiation (40 kV,

250 mA), 4 deg/min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시편의 미세구

조는 FE-SEM(S-42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

다. 마이크로파 유전 특성은 시편을 두 개의 평행 도체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고 Hakki-Coleman법
10)
을 사용하여

network analyzer(HP8720ES, Agilent, USA)로 공진 주파

수 f0, 공진 주파수 양쪽에서 3 dB 떨어진 지점에서 공진

폭 ∆f와 공진주파수에서의 삽입손실을 측정한 후, TE011

mode의 공진피크를 이용하여 유전상수(εr) 및 공진주파수

품질계수(Q× f value)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CaO-Al2O3-SiO2계 유리 특성

Fig. 1(a)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S계 유리의 열적 특

성을 측정한 것으로 Tg는 740
o
C, Ts는 841

o
C를 나타내었

다. 또한 CaO-Al2O3-SiO2 상태도에는 다수의 결정상을 갖

는 산화물 및 화합물들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 사용된

D
W1 W2+

W1 D1⁄ W2 D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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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계 유리는 Fig. 1(b)와 같이 CaO-Al2O3-SiO2 상태도에

서 Si가 많은 영역에 위치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CAS계

유리를 사용한 연구에서, Lo 등11)
은 Ca/Al/Si 비가 1/2/2

인 유리 조성을 선택하여 유리 결정화를 통해 anorthite

(CaAl2Si2O8)의 결정상이 생성되도록 조성을 선택하였으

며, 본 연구와는 달리 조핵제 TiO2를 첨가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의 CAS계 유리와 Lo 등의 연구에 사

용된 유리들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단 본연구의 CAS

계 유리는 900oC에서 quenched-annealed한 유리이며, Lo

등의 연구에 사용된 CAS-Tx계 유리는 900oC에서 소결한

glass/ceramic 소결체이다. 밀도는 본 연구의 CAS계 유리

가 더 작으며, 유리 전이온도는 CAS계 유리와 CAS-TB

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CAS계 유

리가 다른 유리보다 가장 낮은 유전 상수를 나타내었으

며, 더욱이 보고된 anorthite(εr=7)의 유전 상수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의

CAS계 유리 소결체가 900oC에서 8% 정도의 낮은 수축

율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치밀한 소결체가 형성되지 않아

시편 내부에 존재하는 다량의 기공(εr=1)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Shannon12)
은 유전 물질의 유전상수는 모

든 원소들이 입방정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경

우 단위격자 부피 내에 모든 원자의 분극들의 합으로 나

타낼 수 있으며, 이 때 이온 분극율(dielectric polarizability)

이 큰 원소일 경우 재료의 유전상수도 커진다고 보고와

같이 Lo 등의 연구의 유리는 조핵제로 첨가된 Ti가 2.93 Å

의 높은 유전 분극율을 갖기 때문이다. 셋째, Appen과

Bresker13,14)는 유리 조성에서 각각의 산화물의 인자와 산

화물의 mol%를 통해 유리의 유전상수를 예측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에 식 (2)을 이용하였으며, 여기서 ε은

유리의 유전상수이며, εi는 유리의 유전상수를 결정하기

위한 각각의 산화물의 인자이며, Pi는 mol%이다. ε은 각

원소의 영향을 뚜렷이 반영하며, 결합이 약한 비가교 산

소이온을 형성하거나, 그 자체 분극률이 큰 원소의 첨가

에 따라 유리의 유전상수는 증가한다.

(2)

CAS계 유리들의 이론 유전 상수를 식 (2)를 통해 계산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CAS계 유리

가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때

ε
1

100
--------- εi∑ Pi=

Fig. 1. (a) Dialtometric curve (dL/L0) of the CaO-Al2O3-SiO2-

based (CAS) glass, (b) The investigated compositions of

CAS glass and CAS-T glass (ref. 21) in CaO-Al2O3-

SiO2 ternary diagram (in wt%) (B2O3-, TiO2-doping has

not been considered). 

Table 1. Physical and Dielectric Properties of the CAS Glasses

CAS CAS-T10 CAS-TB CAS-T5

CaO 9 18.16 17.24 19.17

Al2O3 19 32.94 31.30 34.77

SiO2 61 38.90 36.96 41.06

TiO2 - 10.00 9.50 5.00

B2O3 11 - 5.00 -

Density

(g/cm
3
)

2.43 2.83 2.87 2.77

Tg (
o
C) 740 779.8 750.2 840.8

Dielectric 

constant
5.54 10.0 10.5 8

Resonant 

frequency 

(GHz)

13.1 10 10 10

Q× f value 

(GHz)
1,792 2,250 1,420 2,250

Remarks
Current

work
Ref.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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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O3의 경우 조성에 따라 3~8 사이의 특성 인자를 가지

지만, 3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TiO2가 첨가되지 않은 본

연구의 CAS계 유리는 anorthite및 기존 CAS 유리의 유전

상수보다 낮기 때문에 저유전상수 ceramic/glass 복합체 제

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Ceramic/glass 복합체의 소결 특성

Ceramic/CAS glass 복합체의 소결 특성을 고찰하기 위

해, CAS계 유리에 CaO-Al2O3-SiO2 삼성분계 내에 존재

하는 산화물(Al2O3, SiO2) 및 화합물(Kaolin, wollastonite)

을 각각 10~50 wt%로 첨가하여 900
o
C에서 소결하였다.

Fig. 2는 ceramic/CAS glass 복합체를 900
o
C에서 소결하

였을 때, 충전제 함량에 따른 (a) 선수축율 및 (b) 상대밀

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대밀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Al2O3(JCPDS No. 45-1212:3.98 g/cm3) 및 SiO2(JCPDS

No. 46-1045: 2.65 g/cm
3
) JCPDS card상의 이론 밀도를

사용하였으며, kaolin(2.43 g/cm
3
), wollastonite(3.09 g/cm

3
)

및 CAS계 유리(2.43 g/cm
3
)는 pycnometer로 측정한 밀도를

이용하였다. Al2O3/CAS glass 복합체의 경우 세라믹 충전

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수축율 및 상대밀도는 소폭

감소하지만, 다른 복합체의 경우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CAS계 유리는 SiO2

가 61 wt%로 Si가 많은 조성이기 때문에 SiO2 함유가 많

은 세라믹 충전제(W K<S)일수록 유리에 덜 용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eramic/CAS glass 복합체

에서 세라믹 충전제 함량이 증가되면 CAS계 유리 함량

비율은 그 만큼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치밀화를 위한 액

상양이 부족하게 되어 소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된

다.
15)

 또한 ceramic/CAS glass 복합체의 소결 온도가

900
o
C인데, CAS계 유리는 연화 온도가 841

o
C로 비교적

높아서 유리의 재분배 시간이 짧은 것에도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3은 ceramic/CAS glass 복합체를 900에서 소결한

후, 시편을 분쇄하여 분말 X-선 회절을 측정한 결과이다.

(a, b, c, d) 와 (a', b' c', d')은 Al2O3(A), SiO2(S), kaolin

(K) 및 wollastonite(W)가 각각 10, 50 wt% 첨가된 ceramic

/glass 복합체를 나타낸 것이다. Al2O3/CAS glass 복합체의

경우 corundum(JCPDS No. 45-1212) 주상 및 wollastonite

의 CaSiO3(JCPDS No. 43-1460) 2차상이 형성되며, CaSiO3

의 2차상은 (322) 회절면(100 peak)만 관찰되었다. SiO2/CAS

glass 복합체의 경우 quartz(JCPDS No. 46-1045) 결정상을

가지며 2차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Kaolin/CAS glass 복합

체의 경우 10 wt% 첨가한 경우 결정상이 관찰되지 않는

≤

Table 2. Predicted Dielectric Constant of the CAS Glasses Via

the Simple Rule of Mixture by Appen & Bresker’s

Equation

Com-

posi-

tion

Effective 

dielectric 

constant

CAS CAS-T10 CAS-TB CAS-T5

wt% mol% wt% mol% wt% mol% wt% mol%

CaO 17.4 9 7.4 18.16 13.6 17.24 12.9 19.17 13.4

Al2O3 9.2 19 28.2 32.94 44.7 31.30 42.6 34.77 47.4

SiO2 3.8 61 53.3 38.90 31.1 36.96 29.7 41.06 32.9

TiO2 25.5 - - 10.00 10.6 9.50 10.1 5.00 5.3

B2O3 3 11 11.1 - 5.00 4.7 -

Dielectric

constant
6.23 10.37 10.06 9.47

Fig. 2. Change in (a) X-Y shrinkage and (b) relative density of

the investigated ceramic/CAS glass composites as a

function of filler addition (wt%) sintered at 900
o
C

(Al2O3 (A), SiO2 (S), kaolin (K), and wollastonit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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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kaolin이 CAS계 유리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비정질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50 wt%를 첨가하였을 때에

는 mullite의 Al3Si2O13(JCPDS No. 15-0776) 결정상이 관

찰되었다. Wollastonite/CAS glass 복합체의 경우 CaSiO3

(JCPDS No. 43-1460) 결정상만 관찰되며, unknown 결정상

이 존재하는 것은 저급의 wollastonite 천연 광물에 포함된

불순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Kumar 등
6)
은 CaO-Al2O3-

SiO2를 1:1:2 mole로 합성하여 1500
o
C에서 열처리할 경우

화학양론적(stoichiometric) anorthite 결정상을 갖는 화합물

이 합성되지만, glass/ceramic 복합체의 경우에는 1 :0.73:

2.93 mole로 혼합한 후 1400
o
C에서 용융 및 급냉시켜 제

조할 경우에만 anorthite 결정상이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i와 Cho
8)
의 연구에서는 CaO-Al2O3-SiO2-B2O3 유

리에 Al2O3와 SiO2를 충전제로 사용하였을 때 Al2O3의 경

우에는 Al2O3의 주상과 anorthite의 2차상이 관찰되지만,

SiO2의 경우 SiO2의 주상만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 사용된 CAS계 유리는 SiO2 함량이 많은 유

리 조성(1.01 : 2.13 : 6.85, wt%)이며, 유리의 연화 온도(Ts)

가 841
o
C로 높아 유리의 결정화 및 재분배 과정을 거치

기 어렵기 때문에 anorhite 결정상이 생성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4는 ceramic/CAS glass 복합체를 9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내부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며, 미세구조 사진의

조성 표기는 상기 Fig. 3과 같다. 10 wt%의 세라믹 충전

제가 첨가된 모든 복합체는 치밀한 내부 구조를 갖지만,

50 wt% 첨가된 경우 상기 선수축율과 상대밀도의 결과와

같이 폐기공이 발생하여 소결 밀도가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충전제 종류에 따라 상대밀도가 감소(A

>K>W>S)하는 것과 같이 미세구조에서도 폐기공의 크

기와 수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충전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AS계 유리의 양은 감소하기 때

문에 액상소결을 위한 소결구동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며,

또한 CAS계 유리는 Si가 많은 조성이기 때문에 SiO2 함

유가 많은 세라믹 충전제일수록 유리에 덜 용해되기 때

문에 시편 내부에 폐기공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

반적으로 ceramic/glass 복합체의 치밀화에 미치는 영향은

액상소결의 기공 채움(pore filling) 모델
16)
과 ceramic/glass

복합체의 점성유동 소결이론
15)
을 응용해서 설명이 가능

하다. 액상소결의 기공 채움 모델은 액상 소결이 시작되

면 액상이 생성되고, 먼저 액상은 시편 중심부로 모이고

(liquid coagulation), 그 후 액상이 많이 몰린 비교적 치밀

한 부분이 넓어져서 액상이 시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

어 시편 전체가 고립 기공만을 포함한 비교적 균일한 조

직으로 되며(liquid redistribution), 고립 기공은 결국 액상

으로 채워져 소멸된다고 보고되었다(liquid filling pore). 또

한 ceramic/glass 복합체의 소결 기구에서, 초기 단계는 액

상유리의 재분배 과정으로 유리상이 원래의 자리로부터

세라믹 입자 사이의 모세관 형태의 기공 채널로 이동하

며, 고상 입자의 재배열 과정을 거쳐 유리에 둘러싸인 잔

여 기공들은 치밀화의 마지막 단계인 점성 유동을 통해

제거되어 치밀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

다. 따라서 최대 치밀화를 갖는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Fig. 3. Powder XRD patterns of the investigated ceramic/CAS

glass composites as a function of filler addition (wt%)

sintered at 900
o
C.

Fig. 4. Microstructure of the investigated ceramic/CAS glass

composites as a function of filler addition (wt%)

sintered at 9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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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세라믹 충전제와 유리의 혼합 함량이 적절하여야 한

다. 또한 일반적으로 ceramic/glass 복합체에서 유리를 최

대 70 wt% 미만 첨가하는 것은, 그 이상 첨가할 경우 과

소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지만, 본 연구와 같이 높은

연화온도와 점도를 갖는 CAS계 유리 특성이 ceramic/glass

복합체의 소결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량

의 유리를 첨가해야 한다.

 3.3. Ceramic/glass 복합체의 유전 특성

Fig. 5는 ceramic/CAS glass 복합체를 900
o
C에서 소결하

였을 때, 충전제 함량에 따른 유전상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Bosman과 Havinga
17)
는 Wiener 관계식을 이용하여 기

공을 포함한 측정값으로부터 이론 유전 상수를 계산한 결

과, 기공(εr=1)에 의해 유전상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 따라서 상기 소결 특성과 같이 충전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공에 의해 유전상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ceramic/glass 복합체가

7 이하의 낮은 유전상수를 갖기 때문에, 고유전상수 재료

와 달리 기공에 의한 유전상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즉,

(Kaolin, wollastonite)/CAS glass 복합체의 경우 충전제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전상수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

었으며, 특히 10 wt%가 첨가되었을 때 Al2O3/CAS glass 복

합체보다 5.07과 4.82의 낮은 유전 상수를 나타낸 것은

kaolin(εr=5.1)
18)
와 wollastonite(εr=5)

19)
가 Al2O3보다 낮은 유

전 상수를 갖기 때문이다. SiO2/CAS glass 복합체의 경우

SiO2 충전제를 30 wt% 이상 첨가된 경우 마이크로파 유전

특성을 측정하지 불가하였다. 마이크로파 유전 특성 측정

을 위해서는 network analyzer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TE011

mode의 공진피크를 찾아서 분석해야 하는데, 공진피크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 wt%의 충전제가 첨

가되었을 때, 4.33의 낮은 유전상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는 SiO2의 유전상수가 3.8로 낮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Al2O3/CAS glass 복합체의 경우 충전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전상수가 5.4에서 6.01로 소폭 증가하는 특성을 나

타내었다. 이는 Al2O3 첨가 함량에 따라 상대밀도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즉 기공의 영향이 최소이며, 또한 Al2O3

의 유전상수가 9.8로 CAS계 유리의 5.54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ceramic/CAS glass 복합체를 900
o
C에서 소결하

였을 때, 충전제 함량에 따른 품질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Al2O3, wollastonite)/CAS glass 복합체의 경우 유전

상수 변화와 같이 충전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계

수도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Al2O3(330,000

GHz) 및 wollastonite(25,398 GHz)
20)
의 품질계수가 CAS계

유리(1,800 GHz)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품질계수를 갖는 Al2O3를 충전제로 사용하

여도 Al2O3/CAS glass 복합체가 3,000 GHz 정도의 낮은

품질계수를 나타낸 것은, 복합체 내에 존재하는 비정질에

의한 계면손실과 Al2O3의 일부가 유리에 녹아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파 공진주

파수 품질계수는 재료 자체의 물리적 성질로 결정되어지

는 일정한 값으로 감쇄정수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고품질계수 및 낮은 유전손실을 갖는 재료는 감쇄 정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유전손실 기구에는 내부손실(intrinsic

loss)와 외부손실(extrinsic loss)이 있다. 첫째, 내부 손실

기구로 감쇄 정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상적인 결정

구조 내에서 격자 진동에 의한 비조화 거동이다. 둘째, 외

부손실 기구로 다결정 구조에서 전위, 기공, 결함, 결정립

및 2차상에 의해 발생된다.
21)

 SiO2/CAS glass 복합체의 경

우 상기 유전 상수 측정 결과와 같은 이유로 측정이 불

Fig. 5. Change in dielectric constant of the investigated

ceramic/CAS glass composites as a function of filler

addition (wt%) sintered at 900
o

C.

Fig. 6. Change in quality factor of the investigated ceramic/

CAS glass composites as a function of filler addition

(wt%) sintered at 9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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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고, 또한 SiO2 및 kaolin은 현재까지 품질계수에 대

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지 않아 복합체의 품질계수에 대

해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kaolin을 10 wt% 첨

가하였을 때 2,600 GHz으로 다른 세라믹 충전제를 첨가

한 것보다 높은 품질계수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세라믹 충전제와 CaO-Al2O3-SiO2계 유리로 구성된 복

합체의 저온 소결 및 마이크로파 유전 특성에 미치는 충

전제 종류와 함량의 영향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세라믹

충전제를 10~50 wt% 첨가하여 소결하였다. 세라믹 충전

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10 wt%를 첨가하였을 때, 900
o
C에

서 저온 소결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Al2O3의 세라믹 충전

제를 첨가하였을 때에는 함량에 따라 소결 특성은 소폭

감소하지만, SiO2, kaolin 및 wollastonite의 경우에는 급격

히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Al2O3, SiO2, kaolin 및 wollastonite의 세라믹 충전제를

10 wt% 첨가된 ceramic/CAS glass 복합체를 900
o
C에서 2

시간 동안 소결하여 유전 특성을 고찰한 결과, 유전상수

(εr=5.4, 4.33, 5.07, 4.82) 및 공진주파수 품질계수(Q× f

value=2,390, 1,790, 2,630, 2,130 GHz)를 나타내었다. 더욱

이 SiO2/CAS glass 복합체이 경우 유전상수가 4.33으로 가

장 낮으며, 또한 저급의 kaolin 및 wollastonite 광물 원료

를 충전제로 사용한 결과 우수한 저온 소결 및 마이크로

파 유전 특성을 나타내어 저유전율 LTCC 기판 재료로 응

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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