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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소결 전극층, 중간 전해 도금층 및 전해 도금층이 이 순서로 적층되어 있는 외부전극을 갖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

부품으로서,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절연 저항 불량이 발생하기 어렵고, 신뢰성이 우수한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구성에 따르면, 내부전극(2, 3)을 갖는 세라믹 소결체(4)의 양단면(4a, 4b)에 제1, 제

2의 외부전극(5, 6)이 형성되어 있고, 각 외부전극(5, 6)은 소결 전극층(5a, 6a), 중간 전해 도금층(5b, 6b) 및 전해 도금층

(5c, 6c)을 이 순서로 적층한 구조를 가지며, 소결 전극층(5a, 6a)의 외표면에, 소결 전극층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 프릿에

기초하는 절연성의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이 노출하고 있고, 상기 노출 표면 부분(7a)에 금속(8)이 부착된 상태

에서,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이 전해 도금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적층형 세라믹 커패시터, 내부전극, 외부전극, 세라믹 소결체, 소결 전극층, 중간 전해 도금층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적층 커패시터 등의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외부전

극이 소결 전극층 표면에 전해 도금층을 적층한 구조를 갖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등의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에서는, 도전 페이스트의 베이킹에 의해 형성된 소결 전극층 표

면에, 복수의 도금층을 적층한 구조가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하기의 특허문헌 1에 기재된 선행기술에서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갖는 소결 전극층의 표면에, 예를 들면 Ni로 이루어지는 중간 전해 도금층이 형성되고, 그런 후, 중간 전해 도금층

상에 Sn이나 Sn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도금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Sn 혹은 Sn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도금층에 의해

솔더링성을 높임과 아울러, Ni로 이루어지는 중간 전해 도금층에 의해, 소결 전극층의 산화나 솔더 부식(solder erosion)

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상기 중간 전해 도금층 및 외측의 Sn 도금층을 형성할 때에, 도금액이 소결 전극층 내에 침입하면, 적층 세라믹 커

패시터의 여러 가지 특성이 저하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특히, 내부전극간의 세라믹층이 얇게 되어 있고, 또한 세라믹층의 적층수가 증대하고 있는 고용량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에서는, Sn 도금막을 형성한 후에,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상이었다. 이것은 Ni

로 이루어지는 중간 전해 도금층에 의해, 소결 전극층의 표면이 충분히 피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Ni

도금층의 틈새로부터 Sn 도금시의 도금액이 소결 전극의 유리 등의 산화물을 용해해서 소결 전극층 내에 침입하여, 세라

믹 소체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에 의해, 절연 저항의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외부전극에 있어서의 Ni 도금층에 의한 소결 전극층 표면의 피복성을 개선하고, 솔더링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행해져 오고 있다. 예를 들면, 하기의 특허문헌 2에서는, 소결 전극층 표면을 배럴 연마(barrel-

polishing)함으로써, 소결 전극층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도전 페이스트 중의 유리 프릿(glass frit) 유래의 미분말

이 소결 전극층 표면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결 전극층 표면의 평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표면에 형

성되는 중간 전해 도금층에 의한 피복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그 외의 방법으로서는, 소결 전극층을 구성하는 도전 페이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유리 프릿을 도전성 유리 프릿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제안되어 있다. 또한, 중간 전해 도금층인 Ni 도금막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도 제안되어 있었다.

특허문헌 1: 일본국 특허공개 2002-75779호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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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 2: 일본국 특허공개 2003-117804호 공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나, 특허문헌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배럴 처리를 행하여, 유리 프릿 유래의 미분말의 부착을 방지해서, 소결 전극층 표

면을 평활화했다고 하더라도, 소결 전극층 표면에 Ni 전해 도금막 및 Sn 도금막을 순서대로 형성한 경우, 역시, Sn 도금시

의 도금액의 침입에 의해, 절연 저항이 저하하기 쉽상이었다. 이것은 배럴 연마를 행하여 소결 전극층 표면을 평활화했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결 전극층 표면에 노출하고 있는 유리 프릿 등의 산화물이 존재하고, 도금액이 이 산화물을 용해해

서, 유리 프릿이 전극층 표면으로부터 제거된 부분에 핀 홀이 발생하여, 상기 핀 홀로부터 Sn 도금시의 도금액이 침입하는

것에 의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유리 프릿으로서 도전성 유리 프릿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도전성 유리 프릿의 외부에 노출하고 있는 부분에 Ni 전

해 도금막이 일단 부착하지만, 금속과 비교하면 도전성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두께로 Ni 전해 도금막은 부착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역시 Sn 도금시의 도금액의 침입으로부터 고온 부하 시험을 행했을 때의 절연 저항의 저하가 발생하기 쉽상이

었다.

또한, Ni 도금막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에서는, 비용이 높아진다고 하는 문제도 있었다. 게다가, 단순히 Ni 도금막을

두껍게 했다고 하더라도, 상기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절연 저항의 저하를 억제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현상(現狀)을 감안하여, 소결 전극층 표면에 중간 전해 도금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중간 전해 도금층의 외표면에 도금층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외부전극을 구비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으

로서, 중간 전해 도금층에 의해, 소결 전극층의 외표면이 충분히 피복되어 있고, 따라서, 중간 전해 도금층의 외측에 형성

되는 도금층의 도금시의 도금액의 침입에 의한 절연 저항 등의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기 어려운, 신뢰성이 우수한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은 내부전극을 갖는 적층형 세라믹 소자와, 적층형 세라믹 소자의 양단면에 형성된

제1, 제2의 외부전극을 구비하고, 상기 각 외부전극은 적층 세라믹 소자 표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산화물을 포함하는

소결 전극층과, 상기 소결 전극층의 표면에 형성된 중간 전해 도금층과, 중간 전해 도금층의 표면에 형성된 도금층을 포함

하고,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상기 산화물이 존재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에 있어서, 소결 전극층의 표면에 노

출하고 있는 상기 산화물의 적어도 노출 표면 부분에, 상기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核)이 되는

금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어느 특정의 국면에서는, 상기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과 상기 중간 전해 도금

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상기 금속은 상기 산화물보다 경도가 낮은 금속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다른 특정의 국면에서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과 중간 전해 도금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상기 금속은 중간 전해 도금층을 구성하는 금속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중간 전해 도금층은 Ni 도금층에 의해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또 다른 특정의 국면에서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과 중간 전해 도금층 사이

에 존재하고 있는 상기 금속은 Sn 또는 Sn합금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은, 단면에 인출된 내부전극을 갖는 적층형 세라믹 소자와, 적층형 세

라믹 소자의 양단면에 형성된 제1, 제2의 외부전극을 갖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산화물을 포함

하는 도전 페이스트를 적층형 세라믹 소자에 부착시켜서 열처리함으로써 소결 전극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노출하고 있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산화물의 상기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금속을 부착시키는 공정과,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의 상기 금속 표면을 포함하는 소결 전극 표면상에 전해 도

금에 의해 중간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중간 전해 도금층의 외표면에 도금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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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의 어느 특정의 국면에서는,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노출하고 있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

분에 상기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상기 금속을 부착시키는 공정에 있어서, 산

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상기 금속으로 피복된 미디어(media)로부터, 상기 금속

이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으로 이동되어, 산화물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의 또 다른 특정의 국면에서는,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노출하고 있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상기 금속을 부착시키는 공정에 있어서, 용기

에 적어도 상기 산화물보다 경도가 낮은 상기 금속으로 피복된 미디어와 소결 전극층이 형성된 적층형 세라믹 소자를 투입

하고, 교반함으로써, 미디어 표면의 상기 금속이 산화물 표면에 부착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의 또 다른 특정의 국면에서는,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노출하고 있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상기 금속을 부착시키는 공정에 있어서, 전해 도금장치에, 중간 전해 도금층을 구성하는 금속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으로 피복된 미디어와 소결 전극층이 형성된 적층형 세라믹 소자를 투입하고, 미디어 표면의 금속을 용해시켜서

상기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석출시킴으로써 부착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중간 전해 도금층은 Ni 도금층에 의해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의 또 다른 특정의 국면에서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되는 상기 금속은 Sn 또는 Sn합금

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에서는, 소결 전극층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물이 상기 소결 전극층 표면에 노출하고

있는 노출 표면 부분에, 상기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금속이 존재하고 있다. 즉, 소결 전

극층 표면에 있어서 산화물이 노출하고 있는 노출 표면 부분이 상기 금속에 의해 덮여 있다. 따라서, 상기 금속과, 산화물

이 노출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도전성 부분이 외표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중간 전해 도금층을 전해 도금에 의해 형성한

경우, 중간 전해 도금층이 소결 전극층의 외표면을 연속적으로 충분한 두께로 피복한다. 그 때문에, 중간 전해 도금층의 외

측에 도금층을 더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도금액의 소결 전극층 내로의 침입이 억제되어,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절연

저항의 저하 등이 발생하기 어려운, 신뢰성이 우수하고, 또한 소망으로 하는 성능을 발현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기 금속이 산화물보다도 경도가 낮은 금속인 경우에는, 교반 등에 의해 상기 금속을 산화물 노출 표면 부분에 물리적으

로 용이하게 부착시킬 수 있다.

상기 금속이 중간 전해 도금층을 구성하는 금속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인 경우에는,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 전

에 약한 전해 처리를 시행함으로써, 상기 금속을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석출시켜서 부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에 필요한 도금장치를 사용해서, 상기 금속을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시키는 공정도 행할 수

있다.

중간 전해 도금층이 Ni 도금층인 경우에는, 외측의 도금층으로서, 솔더링성이 우수한 Sn이나 Sn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도

금층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소결 전극층이 Ni 도금층으로 피복되어 있기 때문에, 소결 전극층의 산화가 발생하기 어렵

다.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과 중간 전해 도금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상기 금속이 Sn 또는 Sn합금인 경우에는, Sn이 Ni보

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기 때문에, Sn으로 피복된 미디어나 Sn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를 도금욕에 투입해 두면,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에 앞서 약한 전해 처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Sn을 석출시켜서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시킬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에서는,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시,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노

출하고 있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산화물의 상기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금속이

부착된다. 따라서, 상기 금속을 부착시킨 후에, 중간 전해 도금층을 형성한 경우, 중간 전해 도금층이 확실하게 소결 전극

층의 외표면을 피복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즉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절연 저항의 저

하 등이 발생하기 어려운, 신뢰성이 우수한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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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핵이 되는 금속을 부착시키는 공정이 상기 금속으로 피복된 미디어로부터, 상기

금속이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노출되어서 부착되는 경우에는, 상기 미디어와 중간 전해 도금층 형성 전의 적층형 세

라믹 소자를 교반함으로써, 상기 금속을 산화물 노출 표면 부분에 용이하게 부착시킬 수 있다.

또한, 용기에, 산화물보다도 경도가 낮은 산화물로 피복된 미디어와, 소결 전극층이 형성된 적층형 세라믹 소자를 투입하

고, 교반한 경우에는, 미디어 표면의 금속의 경도가 산화물보다도 낮기 때문에, 교반에 의해 금속이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

분에 용이하고 또한 확실하게 부착된다.

전해 도금장치에, 중간 전해 도금층을 구성하는 금속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으로 피복된 미디어와, 소결 전극층이

형성된 적층형 세라믹 소자를 투입하고, 미디어 표면의 금속을 용해시켜서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석출시킴으로써 상

기 금속을 산화물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전해 도금장치를 사용해서 상기 금속을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

분에 부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해 도금장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다음 공정인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로 새로운 제조장치를 준비하지 않고, 본 발명에 따라서 신뢰성이 우수한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을 효율 좋

게 제조할 수 있다.

중간 전해 도금층이 Ni 도금층인 경우에는, 상기 중간 전해 도금층에 의해 소결 전극층이 피복된 경우, 소결 전극층의 산화

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되는 상기 금속이 Sn 또는 Sn합금인 경우에는, Sn이 Ni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기 때문

에, Sn으로 피복된 미디어나 Sn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를 도금욕에 투입해 두면,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에 앞서 약한 전

해 처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Sn을 석출시켜서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으로서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정면 단면도 및

외부전극의 요부를 나타내는 부분 확대 절개 정면 단면도이다.

도 2는 비교예로서 부착시키기 위한 전처리 공정이 행해지지 않고, Ni로 이루어지는 중간 전해 도금층이 형성된 후의 전극

표면 부분을 나타내는 주사형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의 실험예에 있어서 전처리 공정에 있어서 산화물 표면에 금속이 부착된 후 중간 전해 도금층

이 형성된 후의 전극 표면의 주사형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부호의 설명>

1 :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2, 3 : 내부전극

4 : 세라믹 소결체 4a, 4b : 단면

5, 6 : 외부전극 5a, 6a : 소결 전극층

5b, 6b : 중간 전해 도금층 5c, 6c : 도금층

7 : 산화물 7a : 노출 표면 부분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형태 및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명확하게 한다.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정면 단면도 및 외부전극의 요부를 확대해서

나타내는 부분 절개 정면 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의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은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이다. 적층 세라

믹 커패시터(1)는 적층형 세라믹 소자로서, 복수의 내부전극(2, 3)이 세라믹층을 개재해서 겹쳐지도록 배치되어 있는 세라

믹 소결체(4)를 갖는다. 복수의 내부전극(2)은 세라믹 소결체(4)의 한쪽의 단면(4a)에 인출되어 있다. 또한, 복수의 내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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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3)은 세라믹 소결체(4)의 다른쪽 단면(4b)에 인출되어 있다. 단면(4a, 4b)을 덮도록, 제1, 제2의 외부전극(5, 6)이 형성

되어 있다. 제1, 제2의 외부전극(5, 6)은 각각 세라믹 소결체(4)의 단면(4a, 4b)에, 즉 세라믹 소자 표면에 형성된 소결 전

극층(5a, 6a)을 갖는다. 소결 전극층(5a, 6a)은 유리 프릿 등의 산화물을 포함하는 도전 페이스트를 베이킹함으로써 형성

되어 있다.

소결 전극층(5a, 6a)의 표면에는,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이 전해 도금법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중

간 전해 도금층(5b, 6b)은 Ni를 전해 도금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의 외측 표면에는, 도금층(5c, 6c)이 형성되어 있다. 도금층(5c, 6c)은 본 실시형태에서는, Sn을

전해 도금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Sn으로 이루어지는 도금층(5c, 6c)은 솔더링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은 Ni로 이루어지며, 내측의 소결 전극층(5a, 6a)의 산화를 방지함과 아울러, Sn 도금시의 도금

액의 소결 전극층(5a, 6a)으로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외부전극에서는, 외측의 Sn으로 이루어지는 도금층을 전해 도금에 의해 형성할 때, 중간 전해 도금

층에 의한 소결 전극층의 피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해서, 본 실시형태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1b에 외부전극(5)의

요부를 확대해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소결 전극층(5a) 중의 산화물(7)의 소결 전극층(5a)의 표면에 노출하고 있는 노출

표면 부분(7a)을 덮도록, 금속(8)이 부착되어 있다.

소결 전극층(5a)은 SiO2 등의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유리 프릿과, Ag나 Cu 등의 도전성 분말을 포함하는 도전 페이스트를

베이킹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소결 전극층(5a)에는 산화물(7)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몇 갠가의

산화물 입자가 도 1b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결 전극층(5a)의 외표면에 적어도 일부가 노출하도록 분산되어 있다. 상

기 산화물(7)은 SiO2 등의 절연성 재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결 전극층(5a)의 외표면에서는, 상기 산화물(7)의 노출 표

면 부분(7a)이 절연성 또는 도전성이 낮기 때문에, 소결 전극층(5a)의 외표면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절연성 또는 도전성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 소결 전극층(5a)상에, Ni를 전해 도금하여, 중간 전해 도금층(5b)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상기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에는, Ni 도금막이 충분히 부착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실시형태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에서는, 상기 금속(8)이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의 일부를 피복하

도록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Ni를 전해 도금할 때에, 금속(8)을 핵으로 해서 Ni가 석출한다. 소결 전극층(5a)의 도전성 표

면 부분과,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상의 금속(8)을 덮도록, Ni가 전해 도금에 의해 확실하게 부착되어, 피복성이

양호한 중간 전해 도금층(5b)이 형성된다.

따라서, 솔더링성을 높이기 위한 Sn 도금막으로 이루어지는 도금층(5c)을 전해 도금 등의 습식 도금법에 의해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중간 전해 도금층(5b)에 의해 소결 전극층(5a)의 외표면이 확실하게 피복되어 있기 때문에, 도금액의 소결 전극

층(5a)으로의 침입이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절연 저항의 저하 등이 발생하기 어려운, 신뢰

성이 우수한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소결 전극층(5a, 6a)으로서는, 적절한 도전성 분말과, 절연성의 산화물 입자를 포함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베이킹

함으로써 형성된 것인 한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금속(8)에 대해서도,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을 피

복하도록 부착되는 한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단, 바람직하게는, 금속(8)은 중간 전해 도금층(5b)을 구성하는 금속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에 의해 구성된다. 예

를 들면, 중간 전해 도금층(5b)이 Ni로 이루어지는 경우, Ni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Sn, Cu, Ag, Au, Pt 혹은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을 들 수 있다.

중간 전해 도금층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을 상기 금속(8)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중간 전해

도금층의 전해 도금 전에, 동일한 도금욕 중에 상기 금속(8)으로서 사용하는 금속이 피복된 미디어나 상기 금속으로 이루

어지는 미디어 등을 투입해 두고, 전해 도금보다도 약한 전해 처리를 시행함으로써, 도금욕 중에 존재하고 있었던 상기 금

속(8)의 금속 이온을 석출할 수 있으며, 그것에 의해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금속(8)을 부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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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도금층에 필요한 도금장치를 그대로 이용해서 금속(8)을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에 부착시킬 수 있다. 상기

와 같이, 도금욕 중에 상기 금속(8)을 구성하는 금속 이온을 존재시켜 두면, 중간 전해 도금에 앞서 약한 전해 처리를 시행

하는 것만으로, 상기 금속을 석출시켜서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7a)에 부착시킬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금속(8)은 산화물(7)보다도 경도가 낮은 금속에 의해 구성된다. 산화물(7)보다 금속(8)의 경도

를 낮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상기 금속(8)이 피복된 미디어와, 소결 전극층(5a, 6a)이 형성되어 있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

터(1)를 배럴 연마 등에 의해 교반함으로써, 금속(8)이 깎여져서, 소결 전극층(5a)의 표면의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

(7a)에 금속(8)을 물리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다. 또한, 도금장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해 처리를 시행하기 전에 교반

함으로써, 미디어 표면의 금속을, 소결 전극층 표면의 산화물 표면에 물리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다.

또한,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을 구성하는 금속 재료에 대해서도,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본 발명에서는, 바람직하게

는, 소결 전극층(5a, 6a)의 산화를 방지하고, 외측으로부터의 도금액의 침입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Ni가 사용

된다.

상기 금속(8)으로서는, Ni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인 Sn, Cu, Ag, Au, Pb 등의 금속 또는 합금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을 구성하는 금속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 또는 합금의 경우,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을 형성할 때에,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에 앞서 약전해 처리를 시행하면, 도금액 중의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이 중

간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는 금속보다도 앞서 석출하여, 소결 전극층의 일부 및 산화물의 노출 표면에 부착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금속(8)으로서는, 산화물보다도 경도가 낮은 금속인, Sn, Cu, Ag, Au, Zn, Bi, Pb 등의 금속 또는 합금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을 구성하는 금속보다도 경도가 낮은 금속 또는 합금의 경우, 배럴 연마나 도금

전의 교반시에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에 앞서, 유리 프릿 등의 산화물이 깎아냄으로써, 산화물의 노출 표면에 부착시킬

수 있다.

한편, 상기 금속 중, Cu는 산화하기 쉽고, Ag, Au 등은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Ni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고, 경도가 낮

은 금속으로서, Sn 또는 Sn합금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상기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의 제조방법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를 얻을 때에는, 공지의 방법에 따라서, 내부전극(2, 3)을 갖는 세라믹 소결체(4)를 준비한다. 다

음으로, 세라믹 소결체(4)의 단면(4a, 4b)에 도전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베이킹함으로써 소결 전극층(5a, 6a)을 형성한다.

소결 전극층(5a, 6a)에 있어서는, 상기 산화물(7)이 함유되어 있으며, 산화물(7)의 일부가 소결 전극층(5a, 6a)의 외표면

에 노출하고 있다. 즉, 도 1b에 나타낸 노출 표면 부분(7a)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소결 전극층(5a, 6a)이 형성된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의 위치에 있어서의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

(7a)의 적어도 일부를 피복하도록, 금속(8)을 부착시킨다. 이 금속(8)을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에 부착시키기 위

해서는, 예를 들면, 금속(8)과 동일한 금속재료로 구성된 미디어 또는 금속(8)과 동일한 금속재료로 피복된 구(球)형상의

스틸 볼 등의 미디어와,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를 용기에 투입하고, 교반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또한, 회전 배럴 도금장

치의 배럴 내에 상기 미디어와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를 투입하고, 상술과 같이 약한 전해 처리를 시행함으로써, 금속(8)

을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에 부착시킬 수도 있다. 배럴 도금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약한 전해 처리에 의해 금속

(8)을 부착시키는 방법에서는, 금속(8)의 부착에 새로운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금속(8)을 부착시킨 후, 즉시 상

기 배럴을 사용하여,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의 전해 도금을 행할 수 있으며,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단, 금속(8)을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에 부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들 방법에 한정되지 않으며, 금속(8)을

용사(溶射;spraying)하는 방법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1의 실험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길이 2.0㎜×폭 1.2㎜×높이 1.2㎜의 세라믹 소결체(4)를 사용해서, 정전용량이 10㎌, 정격전압이 6.3V, 또한 온도 특성이

B특성인 사양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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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iO3계 세라믹스로 이루어지는 세라믹 소결체(4)로서, 300층의 내부전극이 적층되어 있는 상기 치수의 세라믹 소결체

(4)를 준비하고, 도전성 분말로서 Cu, 산화물로서 붕규산유리를 포함하는 도전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베이킹함으로써, 소

결 전극층(5a, 6a)을 형성하였다. 소결 전극층(5a, 6a)의 단면(4a, 4b)상에 있어서의 두께는 50㎛였다. 또한, 상기 산화물

의 입경(粒徑)은 2∼3㎛이다.

상기와 같이 해서 얻어진 소결 전극층(5a, 6a)의 표면을 주사형 전자현미경에 의해 관찰한 결과, 부분적으로 산화물 입자

가 노출하고 있는 것이 보여졌다.

다음으로, 상기 소결 전극층(5a, 6a)이 형성된 5만개의 칩과, 하기의 제1의 미디어, 제2의 미디어 또는 제3의 미디어를 20

만개를 배럴에 투입하고, Ni로 이루어지는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을 행하였다.

한편, 제1의 미디어∼제3의 미디어의 상세한 것은 이하와 같다.

제1의 미디어…직경 1.6㎜의 스틸 볼

제2의 미디어…직경 1.6㎜의 스틸 볼로서, 표면에 Sn막이 10㎛의 두께가 되도록 도금되어 있다.

제3의 미디어…직경 1.6㎜의 Sn으로 이루어지는 볼

단, 도금 전처리로서, 칩과 미디어를 배럴에 투입한 후, 5∼30rpm의 회전 속도로 배럴을 10∼30분간 수중(水中)에서 교반

하는 금속 부착 처리를 행한 후에, Ni 도금욕에 상기 배럴을 침지하고, 30A의 전류를 통전(通電)하며, 60분의 시간의 조건

으로 Ni의 전해 도금을 행하였다. 또한, 하기의 표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기 도금 전처리인 금속 부착 처리를 실시하

지 않고, 중간 전해 도금층의 형성을 행한 경우를 비교예로 하였다.

상기와 같이 해서 중간 전해 도금층을 형성한 후, 15A의 전류를 통전해서 60분의 시간의 조건으로 Sn을 전해 도금하여,

도금층(5c, 6c)을 형성하였다.

하기의 표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기 금속(8)을 부착시키는 금속 부착 처리에 있어서의 배럴의 회전속도 및 회전시간

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각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에 대해

서, 이하의 요령으로 고온 부하 시험을 행하였다.

고온 부하 시험…105℃의 온도에서, 직류 10V의 전압을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에 1000시간 통전하였다. 1000시간 경

과 후에, 절연 저항이 100㏁을 하회한 경우에 불량품으로 하였다. 한편, 초기 절연 저항은 설계값 1000㏁이었다.

상기 각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100당의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불량 비율을 하기의 표 1에 나타낸다.

[표 1]

  금속 부착 처리  

 미디어
배럴 회전 속도

(rpm)

시간

(분)

고온 부하 불량수

(개/100개)

 비교예  없음  -  12

 ①  30  10  15

 ①  30  20  9

 ①  30  30  13

 ②  5  10  11

 ②  5  20  3

 ②  5  30  0

 ②  10  10  5

 ②  10  20  0

 ②  10  30  0

 ②  20  10  0

공개특허 10-2006-0032210

- 8 -



 ②  20  20  0

 ②  20  30  0

 ②  30  10  0

 ②  30  20  0

 ②  30  30  0

 ③  5  10  18

 ③  5  20  2

 ③  5  30  0

 ③  10  10  6

 ③  10  20  0

 ③  10  30  0

 ③  20  10  0

 ③  20  20  0

 ③  20  30  0

 ③  30  10  0

 ③  30  20  0

 ③  30  30  0

①, ②, ③은 각각 제1, 제2, 제3의 미디어임을 나타낸다.

표 1로부터 명백하듯이, 도금 전처리 공정으로서의 금속 부착 처리를 실시하지 않았던 비교예에서는, 고온 부하 시험에 있

어서의 불량수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제1의 미디어, 즉 직경 1.6㎜의 스틸 볼을 사용한 경우에는, 금속이 산화물 표면에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불량이 많았다.

이에 비해서, Sn이 피복된 스틸 볼인 제2의 미디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배럴의 회전수 및 회전시간을 충분한 크기로 함으

로써,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불량수의 발생을 0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Sn으로 이루어지는 제3의

미디어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배럴 회전수 및 배럴 회전시간을 충분한 크기로 하면, 고온 부하 시험에 의한 불량수를

0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n이 피복된 제2의 미디어나, Sn으로 이루어지는 제3의 미디어를 사용한 경우, Sn

이 소결 전극층(5a, 6a)의 표면에 있어서 산화물(7)이 노출하고 있는 노출 표면 부분(7a)이 Sn의 부착에 의해 확실하게 피

복되고, 따라서 중간 전해 도금층을 구성하는 Ni 도금막이 상기 산화물(7)의 노출 표면 부분(7a)에 부착하고 있는 금속(8)

상에도 확실하게 부착하여, 피복성이 양호한 중간 전해 도금층(5b, 6b)이 형성된 것에 의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표 1로부

터 명백하듯이, 제1의 미디어나 제3의 미디어를 행한 경우, 배럴 회전속도(rpm)와 배럴 회전시간(분)의 곱이 150 이상인

경우, 고온 부하 시험에 있어서의 불량수를 전혀 없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게는, 배럴 회전속도(rpm)

와 회전시간(분)의 곱을 150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는 상기 전처리 공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비교예 1에 있어서의 중간 전해 도금층으로서의 Ni 도금막을 형성한 후의 전

극 표면의 주사형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도 3은 제3의 미디어를 사용해서 5rpm×30분의 조건으로 전처리 공정이 행해진

후, 중간 전해 도금층으로서의 Ni 도금막이 형성된 경우의 중간 전해 도금층 표면의 주사형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도 2와

도 3을 비교하면 명백하듯이, 도 2에서는, Ni 도금막을 나타내는 하얀 부분 중에, 유리 프릿에 의한다고 생각되는 검은 부

분이 상당히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도 3에서는, 이와 같은 유리 프릿으로부터 유래하는 검은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전처리 공정의 실시에 의해, Ni로 이루어지는 중간 전해 도금층을 소결 전극층을 확실하게 피복할 수 있도록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의 실험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의 실험예에서 준비한 것과 동일한 세라믹 소결체를 준비하였다. 이 세라믹 소결체 5만개를, 직경 1.6㎜의 스틸 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20만개와 함께 회전 배럴(회전속도는 10rpm) 내에 투입하고, 우선, Ni로 이루어지는 중간 전해 도금층

을 형성하기에 앞서, 도금 직전에, 3A, 6A, 9A 또는 12A의 전류를 1분, 3분, 5분 또는 7분 Ni욕 중에서 침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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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을 회전하면서 통전하여, 전처리를 행하였다. 이 전처리는 Ni 도금보다도 약한 전류를 통전하고, 비교적 단시간으로

행해지는 약전해 처리이며, 이것에 의해 미디어로부터 도금욕에 용해하고 있었던 Sn성분이 소결 전극층 표면에 석출한다

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상기 전처리에 이어서, 통전되는 전류의 강도를 30A로 해서, 60분간 통전하여, Ni로 이루어지는 중간 전해 도금

층을 형성하고, 이어서 Sn 도금욕 중에 배럴을 침지하며, 15A의 전류를 60분 통전하여, Sn 도금막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각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에 대해서, 제1의 실험예와 마찬가지로 고온 부하 시험을 행하여, 100개의 적

층 세라믹 커패시터당의 불량수를 구하였다. 결과를 하기의 표 2에 나타낸다. 한편, 표 2의 전류값이란, 상기 Ni 도금막의

형성에 앞서 행해진 전처리로서의 약전해 처리시에 통전되는 전류의 크기이며, 통전시간은 마찬가지로 약전해 처리시의

통전시간이다.

[표 2]

 약전해 처리 조건  

전류값

(A)

통전시간

(분)

고온 부하 불량수

(개/100개)

 0  -  12

 3  1  8

 3  3  5

 3  5  0

 3  7  0

 6  1  3

 6  3  2

 6  5  0

 6  7  0

 9  1  5

 9  3  3

 9  5  4

 9  7  2

 12  1  8

 12  3  7

 12  5  5

 12  7  7

표 2로부터 명백하듯이, 약전해 처리를 행하지 않았던 경우, 즉 표 2의 전류값이 0인 경우인 종래예에 비해서, 상기 약전해

처리를 시행함으로써, 얻어진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약전해 처리시의 전류

값이 6A 이하이고, 즉 Ni 도금막을 형성할 때의 전류값의 1/5 이하의 약한 조건으로 약전해를 행한 경우에, 고온 부하 시

험에 있어서의 불량수가 현저하게 적어지고,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Ni 도금욕에 침지하고, 약한 전류를 비교적 단시간 통전하는 약전해 처리에 의해 고온 부하 신뢰성이 높아지

는 것은 미디어 중의 Sn성분이 바이폴러 현상에 의해 용해하여, 소결 전극층 표면에 석출하고,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하는 것에 의한다고 생각된다. 실험예 2로부터도 명백하듯이, 상기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금속을 부착시키는 방

법은 약전해 처리에 의해 행해도 좋다.

또한, 상기 약전해 처리시, Sn이온은 Ni와의 이온화 경향의 차이에 의해 화학적으로 석출한다. 따라서, 비도전성의 유리

프릿, 즉 산화물 표면에도 석출하여, 확실하게 비도전성 또는 도전성이 낮은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한다. 따라서,

다음으로 행해지는 Ni의 도금시, 상기 석출한 Sn표면에 Ni 도금막이 연속적으로 치밀하게 성막(成膜)된다. 따라서, Ni로

이루어지는 중간 전해 도금층에 의한 피복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그 후에 행해지는 Sn도금시의 도금액의 내부

로의 침입이 확실하게 억제된다. 한편, 상기 약전해 처리시의 통전되는 전류의 크기가 커지면 효과가 작아지는 것은 Sn이

온이 석출하기 전에, Ni의 석출이 우선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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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제1, 제2의 실험예에서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양단면에 외부전극이 형성되

는 여러 가지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에 있어서는, 적층형 세라믹 소자는 적어도 1개의 내부전극을 갖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복수의 내부전극을 갖는 것이 아니어도 좋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전극을 갖는 적층형 세라믹 소자와, 적층형 세라믹 소자의 양단면에 형성된 제1, 제2의 외부전극을 구비하고,

상기 각 외부전극은 적층 세라믹 소자 표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산화물을 포함하는 소결 전극층과, 상기 소결 전극층

의 표면에 형성된 중간 전해 도금층과, 중간 전해 도금층의 표면에 형성된 도금층을 포함하고,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

에 상기 산화물이 존재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으로서,

소결 전극층의 표면에 노출하고 있는 상기 산화물의 적어도 노출 표면 부분에, 상기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核)이 되는 금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과 상기 중간 전해 도금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상기 금속이 상기 산화물

보다 경도가 낮은 금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과 중간 전해 도금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상기 금속이, 중간 전해

도금층을 구성하는 금속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중간 전해 도금층이 Ni 도금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과 중간 전해 도금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상기 금속이 Sn 또는 Sn

합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청구항 6.

단면에 인출된 내부전극을 갖는 적층형 세라믹 소자와, 적층형 세라믹 소자의 양단면에 형성된 제1, 제2의 외부전극을 갖

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으로서,

산화물을 포함하는 도전 페이스트를 적층형 세라믹 소자에 부착시켜서 열처리함으로써 소결 전극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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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노출하고 있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산화물의 상기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

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금속을 부착시키는 공정과,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의 상기 금속 표면을 포함하는 소결 전극 표면상에 전해 도금에 의해 중간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

는 공정과,

중간 전해 도금층의 외표면에 도금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

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노출하고 있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상기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상기 금속을 부착시키는 공정에 있어서,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

금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상기 금속으로 피복된 미디어(media)로부터, 상기 금속이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으로 이동

되어, 산화물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노출하고 있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을 중간

전해 도금층이 덮기 위한 핵이 되는 상기 금속을 부착시키는 공정에 있어서, 용기에 적어도 상기 산화물보다 경도가 낮은

상기 금속으로 피복된 미디어와 소결 전극층이 형성된 적층형 세라믹 소자를 투입하고, 교반함으로써, 미디어 표면의 상기

금속을 산화물 표면에 부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소결 전극층의 표면의 일부에 노출하고 있는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상기 금속을 부착시키는 공정에

있어서, 전해 도금장치에, 중간 전해도금층을 구성하는 금속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으로 피복된 미디어와 소결 전

극층이 형성된 적층형 세라믹 소자를 투입하고, 미디어 표면의 금속을 용해시켜서 상기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석출시

킴으로써 부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6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간 전해 도금층은 Ni 도금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

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6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화물의 노출 표면 부분에 부착되는 상기 금속이 Sn 또는 Sn합금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적층형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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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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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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