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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과 이것의 제조방법, 및 세라믹페이스트와 이것의 제조방법

요약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은, 세라믹 슬러리, 도전 페이스트, 및 세라믹 페이스트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세라믹 슬러리를 형성함에 의하여 제조된 세라믹 그린시트, 상기 도전 페이스트를 상기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상

에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상기 세라믹 그린시트의 두께에 따른 단차가 제공되도록 형성된 내부회로요소 막, 및 상기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상기 내부회로요소 막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세라믹 그린시

트의 주 표면상의 영역에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를 도포함으로써 형성되는 세라믹 그린층으로서, 상기 단차에 의해 특

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복합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복합 구조물을 

적층함으로써 그린 적층체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그린 적층체를 소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가 세라믹 분말, 유기 용제, 및 유기 바인더를 포함한다. 상기 공정을 통해 제조된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

세라믹 페이스트, 및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의 제조방법이 또한 설명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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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세라믹, 페이스트, 모놀리식, 전자부품, 적층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로서,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제조방법을 도시하는, 그린 적층체(3a)의 부분의 도

해적 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에서 보여지는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제조방법을 통해 제조되는 복합 구조물(6)의 부분의 평면도

이다.

도 3은 도 1에서 보여지는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제조방법을 통해 제조되는 적층체 칩(4a)의 도해적 단면도이

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로서, 모놀리식 인덕터를 제조하기 위한 그린 적층체(13)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에서의 그린 적층체(13)을 소성하여 제조된 적층체 칩(12)을 구성하는 모놀리식 인덕터(11)의 외관의 사

시도이다.

도 6은 종래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제조방법을 도시하는, 그린 적층체(3)의 부분의 도해적 단면도이다.

도 7은 도 6에서의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제조방법을 통해 내부전극(1)이 형성되는 세라믹 그린시트(2)의 부

분의 평면도이다.

도 8은 도 6에서의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제조방법을 통해 제조된 적층체 칩(4)의 도해적 단면도이다.

<도면부호의 설명>
1: 내부전극(내부회로요소 막),

2: 14~19: 세라믹 그린시트,

3a, 13: 그린 적층체,

4a, 12: 적층체 칩,

5, 22, 25, 28, 30: 단차 보상용 세라믹 그린층,

6: 복합 구조물,

11: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

20, 23, 26, 29: 코일 도체막(내부회로요소 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층세라믹 전자부품과 이것의 제조방법 및 세라믹 페이스트와 이것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본

발명은 세라믹층 사이에 형성된 내부회로요소막의 두께에 기인한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내

부회로요소막 패턴의 네거티브 패턴을 가지고 형성되는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기 위한 세라믹층을 구

비하고,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과 이것의 제조방법, 또한, 단차 보상용 세라믹층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이

용되는 세라믹 페이 스트와 이것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와 같은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이 제조되는 경우, 복수의 세라믹 그린시트가

제공되고, 다음에 상기 시트는 적층된다.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목적 기능에 대하여, 커패시터, 저항기, 인덕터,

배리스터, 필터 등의 요소가 되는 도전막 또는 저항체 막과 같은 내부회로요소가 특정 세라믹 그린시트에 형성된다.

근래에, 이동통신장치와 같은 전자장치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진행중이다. 예를 들면,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이 

전자장치에서 회로요소로서 적용되는 경우에, 상기 전자부품의 크기 및 무게가 감소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형 및 

대용량의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요구가 커진다.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전형적인 제조방법이 아래에 설명된다. 유전체 세라믹 분말, 유기 바인더, 가소제, 및 유

기 용제가 함께 혼합되어, 세라믹 슬러리를 준비한다. 박리제로서 작용하는 실리콘 수지로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막(p

olyester film)과 같은 지지체상에서 닥터 블레이드법(doctor-blade method)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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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인 세라믹 슬러리가 수십㎛의 두께를 가지는 시트로 형성되고, 이에 의하여 세라믹 그린시트를 형성하고, 다음에

상기 시트가 건조된다.

다음에,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상으로, 도전 페이스트가 스크린 인쇄(screen printing)를 통하여 도포되어, 서로 

분리된 복수의 패턴이 제조된다. 그 이후, 그 결과물이 건조되고, 이에 의하여 시트상에 내부회로요소로서 작용하는 

내부전극이 형성된다. 도 7은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복수의 위치에서 분산되기 위해 내부전극(1)이 형성되는 세라

믹 그린시트(2)의 부분의 평면도이다.

다음에, 세라믹 그린시트(2)가 지지체로부터 박리되고, 적당한 크기의 조각으로 절단된다. 그 이후, 그 조각의 소정량

이 도 6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적층된다. 더욱이, 내부전극을 포함하지 않는 세라믹 그린시트의 소정량이 

상기 결과물인 적층체의 대향 표면들 상에 적층되고, 이에 의하여 그린 적층체(3)이 형성된다.

그린 적층체(3)이 수평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압착되고, 다음에 도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적당한 크기가 되어 개

개의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로서 적용되는 적층체 칩(4)로 절단된다. 다음에, 바인더가 각각의 칩으로부터 제거되

고, 결과물인 칩이 소성되고, 외부전극이 칩상에 형성되며, 이에 의하여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가 제조된다.

이와 같은 커패시터의 크기를 줄이고,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적층되는 세라믹 그린시트(2) 및 내부전극(1)이 수적으

로 증가되어야 하고, 세라믹 그린시트(2)가 얇아져야 한다.

그러나, 적층체 시트 및 전극이 수적으로 늘어나고, 시트가 상기와 같이 얇아지는 경우에, 내부전극(1)이 축적된다. 따

라서, 두께 차이가 전극(1)이 제공되는 부분과 전극(1)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 또는 내부전극(1)의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수평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제공되는 부분 및 전극(1)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수직방향으로 제공되는 부분 사

이에서 더욱 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도 8 에서와 같이, 칩의 주 표면이 볼록 형상을 가지도록 결과물인 적

층체 칩(4)의 외관이 변형된다.

적층체 칩(4)가 도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변형되는 경우에, 내부전극(1)이 제공되지 않는 부분 또는 내부전극(1)의 

상대적으로 소량이 수평면에 대해 수직으로 제공된 부분에서 압착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큰 변형이 일어난다. 더욱

이, 세라믹 그린시트(2) 사이의 접착이 저하되고, 델라미네이션(delamination) 또는 마이크로-크랙킹(micro-crackin

g)이 발생하기 쉬운, 소성중에 칩의 내부응력에 의해 초래되는 구조적 결함이 일어난다.

적층체 칩(4)가 도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변형되는 경우에, 내부전극(1)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변형되고, 이것은 회

로 단락을 유발한다.

앞서 설명된 문제점들이 결과물인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상기 설명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일본 특허 공개공보 56-94719, 3-74820, 및 9-106925가, 도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라믹 그린층(5)가 내부전극(1)이 형성되지 않은 세라믹 그린시트(2)의 영역 상에 형성되어,

이에 의하여 세라믹 그린시트(2)상의 내부전극(1)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차(step-like section)에 의해 특정된 공간이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5)가 형성되는 경우에, 그린 적층체(3a

)가 도 1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형성되는 경우, 전극(1)이 제공되는 부분과 전극(1)이 제공되지 않은 부

분; 또는 내부전극(1)의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수평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제공되는 부분 및 전극(1)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수직방향으로 제공되는 부분 사이에서의 현저한 두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도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결

과물인 적층체 칩(4a)가 도 8에서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게 변형되는 경향이 없다.

따라서, 델라미네이션 또는 마이크로 크랙킹과 같은 상기의 구조적 결함 또는 내부전극(1)의 변형에 기인한 회로 단

락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이에 의하여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상기의 세라믹 그린층(5)가 세라믹 그린시트(2)의 조성과 유사한 조성을 가지고

, 유전체 세라믹 분말, 유기 바인더, 가소제, 및 유기 용제를 포함하는 세라믹 페이스트를 그린 시트(2)에 도포함으로

써 상기 층(5)가 형성된다. 고정밀도 인쇄를 통하여 상기 층(5)를 형성하여, 내부전극(1)의 두께와 동일한 두께(예를 

들면, 2㎛ 이하)를 얻기 위하여, 세라믹 페이스트에서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이 높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된

것과 관련하여, 일본 특허 공개공보 3-74820은 세라믹 분말이 삼단 롤 밀의 사용에 의해 분산되는, 세라믹 페이스트

를 준비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단지 삼단 롤 밀의 사용만으로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을 개선시키기가 어렵

다.

일본 특허 공개공보 9-106925는, 세라믹 그린시트(2)를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슬러리가 유전체 세라믹 분말, 유기 

바인더, 및 낮은 끓는점을 가지는 제1유기용제를 혼합함으로써 준비되고, 결과물인 슬러리가 세라믹 그린시트(2)를 

형성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것과; 슬러리가 제1유기용제보다 끓는점이 높은 제2유기용제로 혼 합되고, 결과물인 혼합

물이 가열되어 제1유기용제만을 제거하고, 이에 의하여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5)를 형

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가 준비된다.

상기와 같이, 적어도 두 혼합 단계로 세라믹 페이스트가 준비되는 경우에,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

다. 그러나, 슬러리 또는 페이스트가 유기 바인더를 함유하기 때문에, 슬러리 또는 페이스트의 점도가 혼합하는 동안

에 높아지게 된다. 이는, 볼 밀과 같은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에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을 개선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매우 얇고 내부전극(1)과 두께가 같은 세라믹 그린층(5

)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의 높은 분산성이 요구된다. 내부전극(1)의 두께

가 감소되는 경우에, 세라믹 분말은 대응하는 높은 분산성을 나타내야만 한다.

심지어 세라믹 그린층(5)에서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이 낮은 경우에, 상기 층(5)에 제공된 세라믹 그린시트(2)가 상기 

낮은 분산성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트(2)의 두께가 감소되는 경우에, 상기 시트는 위와 같은 낮은 

분산성을 완벽하게 보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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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형 및 대용량의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발전이 진행되기에,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세

라믹 그린층(5)에서 함유된 세라믹 분말의 높은 분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혼합하는 동안에 세라믹 페이스트에서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을 개선하기 위 하여, 페이스트의 점도가 감소될 수도 있

다. 그러나, 페이스트의 점도를 낮추기 위해 낮은 끓는점의 상기 유기 용제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에, 세라믹 분말의 분

산을 따르는 용제의 제거에 있어서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다.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가 세 개의 다른 요소, 즉, 세라믹 그린시트(2), 내부전극(1), 및 전극에 의해 형성되는 단차

에 의하여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5)를 포함하는 그린 적층체(3a)를 소성함으로써 제조되는 경우에, 

이 세 요소가 디바인딩(debinding)하는 동안 수축되고, 다음에 소성된다. 그 결과, 이 세 요소의 물리적 특성에서의 차

이에 기인한 변형력이 커패시터에서 발생하고, 이 변형력이 커패시터 내에 구조적 결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일본 특허 공개공보 9-106925에 기재된 방법에서,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5)를 형성하

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유기 바인더가 세라믹 그린시트(2)를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슬러리에 함유된 것과

동일하다. 간단히 말하면, 유기 바인더가 동일한 유기 용제에서 용해된다. 따라서, 세라믹 그린시트(2)가 건조되는 세

라믹 그린층(5)상에 적층되는 경우에, 건조된 층(5)에 함유된 유기 바인더가 시트(2)에 함유된 유기 용제에 용해되고,

따라서 층(5)가 유기 용제로 스며들 수도 있다. 상기의 견지에서, 일본 특허 공개공보 9-106925에 기재된 세라믹 페

이스트는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5)와 같은 매우 얇은 세라믹층을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

에 필요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상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를 참고로 하 여 설명되었지만, 유사한 문제들이 모놀

리식 인덕터와 같은 다른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에 포함될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상기의 세라믹층과 같은 매우 얇은 세라믹 그린층을 형

성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세라믹 페이스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상기 페이스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다음 단계를 포함한다.

처음에, 세라믹 슬러리, 도전 페이스트, 및 세라믹 페이스트가 제공된다.

다음에, 세라믹 슬러리로부터 형성되는 세라믹 그린시트를 각각 구성하여 복수의 복합 구조물, 세라믹 그린시트의 두

께에 따른 단차를 제공하기 위해 도전 페이스트를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상에 부분적으로 도포함에 의하여 형성

된 내부회로요소막; 및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세라믹 페이스트를 상기 요소가 형성되

지 않은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상의 영역에 도포함으로써 상기의 단차에 의해 특정된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

린층을 포함한다..

다음에, 복합 구조물이 적층되며, 이에 의하여 그린 적층체가 형성된다.

다음에, 그린 적층체가 소성된다.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은 상기 주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서 단차를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을 형성

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가 세라믹 분말, 유기 용제, 및 유기 바인더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의 특징이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유기 바인더에 존재한다.

즉, 유기 바인더는, 폴리비닐 부티랄(polyvinyl butyral)과 셀룰로오스 에스테르(cellulose ester)의 혼합물, 폴리아크

릴레이트(polyacrylate)와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혼합물, 폴리비닐 부티랄과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의 혼합물, 또는 

폴리비닐 부티랄과 폴리아크릴레이트의 혼합물; 또는 알킬 아크릴레이트(alkyl acrylate)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

트(alkyl methacrylate)를 주로 포함하는 혼성 중합체(copolymers)와 같이 다른 두 유기 바인더를 물리적으로 혼합

함으로써 형성되는 혼합물이다.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포함하는 상기의 혼성 중합체가 유기 바인더로서 사용되고, 

혼성 중합체가, 혼성 중합 요소로서, 카르복실기, 알킬렌 옥사이드기(RO)  n , 하이드록실기, 글리시딜기(glycidyl gro

up), 아미노기, 또는 아미도기를 가지는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유기 바인더를 포함하는 세라믹 페이스트는 다음의 단계를 통해 제조된다.

세라믹 페이스트의 제조방법은, 세라믹 분말 및 제1유기용제를 함유하는 제1혼합물이 제1분산을 제공하기 위한 공정

을 받는 제1분산단계; 및 유기 바인더 및 제1분산단계를 받은 제1혼합물이 제2분산을 제공하기 위한 공정을 받는 제

2분산단계를 포함한다. 유기 바인더가 제2분산단계중에 첨가되는 것이 주지되어야 한다. 제1유기용제와 더불어, 제1

유기용제보다 낮은 상대증발율을 가지는 제2유기용제가 사용된다. 제2유기용제가 제1분산단계 또는 제2분산단계중

에 첨가된다. 선택적으로, 제2유기용제가 제1분산단계중에 첨가될 수도 있고, 제2분산단계중에 첨가될 수도 있다. 제

2분산단계의 종료후, 제2혼합물이 가열되고, 이에 의하여 상기 혼합물로부터 제1유기용제가 선택적으로 제거된다.

본 발명에서, 세라믹 그린시트를 형성하는 세라믹 슬러리가 바람직하게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

믹 그린층을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되는 세라믹 분말과 실질적으로 같은 조성을 가지는 세라믹 분말

을 함유한다.

바람직하게, 유전체 세라믹 분말이 세라믹 슬러리 및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다. 이 경우, 내부회로요소 막이 그 사

이에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배열되는 내부전극인 경우에,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가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자성체 세라믹 분말이 세라믹 슬러리 및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다. 이 경우, 내부회로요소 막이 고리 

형상(hook shape)의 도전막으로서 형성되는 경우에, 모놀리식 인덕터가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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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을 또한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은 세라믹 페이스트를 제공하고, 상기 페이스트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다양한 다른 목적, 특징, 및 많은 부수하는 이점이 첨부하는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더욱 용이하게 이해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가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제조방법을 예로 들면서 설명된다. 상기 제조방법이 도 1 내지

3을 참고로 하여 설명된다.

본 실시형태를 실시하기 위해, 세라믹 그린시트(2); 내부전극(1)을 형성하기 위한 도전 페이스트; 및 전극(1)에 의해 

형성된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5)를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를 형성하는 세라

믹 슬러리가 제공된다.

세라믹 슬러리가 유전체 세라믹 분말, 유기 바인더, 가소제, 및 상대적으로 낮은 끓는점을 가지는 유기 용제를 혼합하

여 준비된다. 닥터 블레이드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박리제로서 작용하는 실리콘 수지와 같은 수지로 코

팅된 폴리에스테르 막(도시되지 않음)과 같은 지지체상에, 세라믹 슬러리가 시트로 형성되고, 이에 의하여 세라믹 그

린시트(2)가 얻어진다. 다음에, 결과물인 시트가 건조된다. 세라믹 그린시트(2)의 두께는 건조후 수 ㎛ 이다.

세라믹 그린시트(2)의 주 표면상에, 내부전극(1)이 형성되어 복수의 위치에서 분포된다. 각 전극의 두께는 소성후 약 

1㎛ 이다. 예를 들어, 도전 페이스트를 세라믹 그린시트(2)에 스크린 인쇄를 통하여 도포되고, 상기 페이스트를 도포

함으로써, 내부전극(1)이 형성된다. 각각의 전극(1)은 소정의 두께를 가지고, 따라서 전극(1)에 의해 형성된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이 세라믹 그린시트(2)상에 제공된다.

다음에, 세라믹 그린층(5)가 내부전극(1)이 형성되지 않은 세라믹 그린시트(2)의 주 표면의 영역 상에 형성되어, 단차

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보상된다. 세라믹 그린층(5)가 세라믹 페이스트를 세라믹 그린시트(2)에 스크린

인쇄를 통하여 도포함으로써 형성되어, 내부전극(1)에 대해 네거티브인 패턴을 가지고, 다음에 결과물인 세라믹 그린

층(5)가 건조된다. 본 발명의 특징이 세라믹 그린층(5)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라믹 페이스트에 있고, 세라믹 페

이스트 다음에 더욱 자세히 설명된다.

상기 설명에서, 내부전극(1)이 형성된 후, 세라믹 그린층(5)가 형성된다. 그러나, 내부전극(1)이 형성되기 전에 세라믹

그린층(5)가 형성될 수도 있다.

복수의 복합 구조물(6)이 준비된다. 도 2에서 보여지는 각 구조물(6)이 세라믹 그린시트(2), 내부전극(1), 및 세라믹 

그린층(5)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내부전극 및 상기 세라믹 그린층이 상기와 같이 상기 시트상에 형성된다. 각각의 

복합 구조물(6)이 지지체로부터 박리되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된다. 절단된 조각의 소정량이 적층물을 형성하

기 위해 적층되고, 다음에 내부전극 및 세라믹 그린층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 않은 세라믹 그린시트가 상기 적층물의

대향면상에 적층되며, 이에 의하여 도 1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그린 적층체(3a)가 형성된다.

그린 적층체(3a)가 수평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압착되고, 다음에 도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적층체 칩이 모놀리

식 세라믹 커패시터를 제조하기 위해 적 절히 사용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의 적층체 칩으로 절단된다. 다음에, 바인

더가 적층체 칩에서부터 제거되고, 결과물인 적층체 칩이 소성된다. 그 이후, 외부전극이 적층체 칩에 형성되고, 이에 

의하여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가 제조된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세라믹 그린층(5)가 형성되는 경우에, 도 1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그린 적층체(3a)에서, 

내부전극(1)이 제공되는 부분 및 내부전극(1)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 또는 내부전극(1)의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수평

면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제공되는 부분 및 전극(1)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수직방향으로 제공되는 부분 사이에 현저

한 두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도 3에서와 같이, 적층체 칩(4a)는 도 8에서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변형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델라미네이션이나 마이크로 크랙킹과 같은 구조적 결함, 또는 회로 단락이 상기 결과

물인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특징은 세라믹 그린층(5)를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유기 바인더에 있다. 사용되는 유기 

바인더의 예들은, 폴리비닐 부티랄과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혼합물, 폴리아크릴레이트와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혼

합물, 폴리비닐 부티랄과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의 혼합물, 또는 폴리비닐 부티랄과 폴리아크릴레이트의 혼합물; 또는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포함하는 혼성 중합체(copolymers)를 포함한다.

유기 바인더의 양은 세라믹 분말의 전체에 대하여 1~20wt.% 이고, 바람직하게, 3~10wt.%이다.

유기 바인더로서 작용하는 혼합물에 함유되는 상기의 폴리비닐 부티랄이 폴 리비닐 알코올 및 부티랄데히드(butyral

dehyde)의 축합(縮合)을 통하여 제조된다. 폴리비닐 부티랄 제조물은 저중합(低重合)물, 중중합(中重合)물, 및 고중

합(高重合)물을 포함하고, 여기서 아세틸기 및 부티랄기의 양은 각각 6몰%이하와 62~82몰%이다. 유기 용액에서 폴

리비닐 부티랄의 점도 및 폴리비닐 부티랄의 건조를 거쳐 제조된 막의 강인성의 고려하여, 본 발명의 세라믹 페이스

트에서 유기 바인더로서 작용하는 혼합물에 함유된 폴리비닐 부티랄 제조물이 바람직하게 부티랄기의 양이 약 65몰

%인 중중합물이다.

사용되는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예들은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

te), 및 에틸 셀룰로오스를 포함한다.

사용되는 폴리아크릴레이트의 예들은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틸 아크릴레이트와 같은(메타)아크릴레이트 단일 모노머

의 폴리머; 및 둘 이상의(메타)아크릴레이트 모노머의 혼성 중합체를 포함한다.

사용되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는 임의의 분자량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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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 에스테르 및 폴리비닐 부티랄의 혼합비율은 임의로 결정될 수도 있다. 폴리비닐 부티랄에 대한 셀룰로오

스 에스테르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스크린 인쇄가 용이하게 실시된다. 반대로,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에 대해 폴리비닐

부티랄의 비율이 높은 경우 세라믹 그린층(5)를 함유하는 세라믹 그린시트(2)가 적층되고, 다음에 압착되며, 시트(2) 

및 세라믹 그린층(5)가 서로 단단히 밀착된다. 이러한 두 유기 바인더의 각각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폴리비닐 부티랄

에 대한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혼합비율이 바람직하게 10/90wt.%~90/10wt.% 이다.

폴리아크릴레이트 및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혼합비율도 또한 임의로 결정될 수도 있다.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에 대

한 폴리아크릴레이트 비율이 높은 경우에, 바인더의 열 분해능(thermal decomposability)이 또한 높다. 더욱이, 세라

믹 그린층(5)를 포함하는 세라믹 그린시트(2)가 적층되고, 다음에 압착되는 경우에, 시트(2) 및 세라믹 그린층(5)가 

서로 단단히 밀착된다. 반대로, 폴리아크릴레이트에 대한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스크린 인쇄가 

용이하게 실시된다. 이러한 두 유기 바인더 각각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에 대한 폴리아크릴레이

트의 혼합비율은 바람직하게 10/90wt.%~90/10wt.% 이다.

폴리비닐 부티랄 및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의 혼합비율도 또한 임의로 결정될 수도 있다.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에 대한 

폴리비닐 부티랄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시트(2) 및 세라믹 그린층(5)가 서로 단단히 밀착되어 있다. 반대로, 폴리비닐

부티랄에 대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스크린 인쇄가 용이하게 실시되고, 바인더의 열 분해능이

높다. 이러한 두 유기 바인더 각각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에 대한 폴리비닐 부티랄의 혼합비율은

바람직하게 10/90wt.%~90/10wt.% 이다.

폴리비닐 부티랄 및 폴리아크릴레이트의 혼합비율도 또한 임의로 결정될 수도 있다. 상기 두 유기 바인더중 어느 하

나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시트(2) 및 세라믹 그린층(5)가 서로 단단히 밀착된다. 이러한 두 유기 바인더 각각의 이점

을 얻기 위하여, 폴리아크릴레이트에 대한 폴리비닐 부티랄의 혼합비율은 바람직하게 10/90wt.%~90/10wt.% 이다.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한 혼성 중합체가 유기 바인더로서 사용되는 경우, 알킬

(메타)아크릴레이트가 바람직하게 C1~C8 (탄소수 1~8)알킬기를 가진다. 이 같은 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의 예들은 

메틸 아크릴레이트,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이소프로필 아크릴레이트, 이소

프로필 메타크릴레이트, n-부틸 아크릴레이트, n-부틸 메타크릴레이트, 이소부틸 아크릴레이트, 이소부틸 메타크릴

레이트, t-부틸 아크릴레이트, t-부틸 메타크릴레이트, 시클로헥실(cyclohexyl) 아크릴레이트, 시클로헥실 메타크릴

레이트, 2-에틸헥실(ethylhexyl) 아크릴레이트, 및 2-에틸헥실 메탈레이트를 포함한다.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한 상기의 혼성 중합체가 유기 바인더로서 사용되는 경

우에, 혼성 중합체는 바람직하게, 혼성 중합 요소로서, 카르복실기, 알킬렌 옥사이드기(RO)n, 하이드록실기(hydroxyl

group), 글리시딜기(glycidyl group), 아미노기, 또는 아미도기를 포함하는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를 함유한다.

모노머를 포함하는 상기 각각의 카르복실기가, 아크릴 산 및 메타크릴 산과 같은 불포화 카르복실 산; 및 말레인 산(m

aleic acid), 이타코닌 산(itaconic acid), 및 푸마린 산(fumaric acid)과 같은 불포화 2기능의(bifunctional) 카르복실 

산, 및 이것의 하프 에스테르(half ester)를 포함한다. 모노머를 포함하는 카르복실기는 상기 예들에 제한되지 않으며,

둘 이상 종류의 혼합물일 수도 있으나, 상기 모노머는 바람직하게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메타크릴 산 또는 아크

릴 산이 다.

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의 알킬기에 함유된 알킬렌 옥사이드(RO)  n 는 바람직하게 산업상 유용한 메틸렌 옥사이드, 

에틸렌 옥사이드, 또는 프로필렌 옥사이드이다. 알킬렌 옥사이드는 바람직하게 n이 1~40인 알킬렌 옥사이드이다. 이

는 n이 40 초과시 혼성 중합체의 분자량이 증가하고, 유기 용제에 혼성 중합체의 용해성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알킬기가 하이드록실기를 함유하는(메타)아크릴레이트의 예들은 2-하이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 2-하이드록시에

틸 메타크릴레이트, 2-하드록시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2-하이드록시부틸 메타크릴레이트를 포함한다. 알킬기의 탄

소 원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혼성 중합체의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가 감소한다. 특성들이 잘 

균형잡히기 때문에, 상기의 예들중에서, 2-하이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 또는 2-하이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알킬기가 글리시딜기를 함유하는 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의 예들은 글리시딜 아크릴레이트 및 글리시딜 메타크릴레

이트를 포함한다.

알킬기가 아미노 또는 아미도기를 함유하는 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의 예들은 디메틸아미노에틸(dimethylaminoeth

yl) 아크릴레이트, 디메틸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트, 디에틸아미노에틸 아크릴레이트, 디에틸아미노에틸 메타크릴

레이트, N-메틸롤아크릴아미드(N-methylolacrylamide), 및 디아세톤아크릴아미드 (diacetonacrylamide)를 포함한

다.

다른 혼성 중합 가능한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의 예들은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스티렌(styrene), 에틸렌, 비

닐 아세테이트, 및 n-비닐피롤리돈(n-vinylpyrrolidone)을 포함한다.

혼성 중합체에 카르복실기, 알킬렌 옥사이드기(RO)  n , 하이드록실기, 글리시딜기, 아미노기, 또는 아미도기를 함유

하는 상기의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의 양에는 특별한 제한이 부과되지 않지만, 상기 양은 바람직하게 약 0.1~50몰% 

이다.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가 상기 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경우에, 혼성 중합체에 친수성이 부여되고, 유기 용제에서 혼성 

중합체의 용해성이 변화하고, 따라서 혼성 중합체를 함유하는 세라믹 페이스트의 점도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반

응성이 좋은 모노머의 양이 혼성 중합체에서 과도하게 증가되는 경우에, 혼성 중합체가 유기 용제에서 완전 용해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상기의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는 단독으로 또는 둘 이상 종류의 결합으로 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에 병합된다.

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하는 혼성 중합체의 평균 분자량은 바람직하게 1,000~300,000 이고, 더욱 바람

직하게 10,000~100,000 이다. 이는 분자량이 1,000미만인 경우에, 유기 바인더의 응집력이 약해지고, 바인더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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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아지고, 반면 분자량이 300,000 을 초과하는 경우에, 혼성 중합체 용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혼성 중합체를 함

유하는 세라믹 페이스트가 준비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하는 혼성 중합체는, 예를 들어, 다음의 공정을 통해 제조될 수 있다.

교반기, 온도계, 리플럭스 응축기(reflux condenser), 적하(滴下) 깔때기, 및 질소 가스 도입관이 구비된 1리터의 분

리가능 플라스크에 톨루엔(300g)이 넣어진다. 톨루엔이 질소가스의 흐름 하에서 90℃에서 가열되고, 기질 혼합물(ba

se material)(150g) 및 벤조일 페록시드(benzoyl peroxide)와 같은 중합 개시제(initiator)(0.5g)가 적하 깔때기에 놓

이고, 다음에 결과물인 혼합물이 2시간 이상 적하 깔때기를 통해 톨루엔에 첨가된다. 첨가단계가 종료된 후, 결과물인

반응 혼합물이 1시간동안 리플럭스 온도에서 가열되고, 다음에 냉각되며, 이에 의하여 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를 주

로 함유하는 혼성 중합체가 제조된다.

본 발명에서, 세라믹 그린층(5)를 형성하기 위한, 상기의 특징을 가지는 유기 바인더를 함유하는 세라믹 페이스트가 

다음의 공정을 통하여 바람직하게 제조된다.

세라믹 페이스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세라믹 분말 및 제1유기용제를 함유하는 제1혼합물이 제1분산을 제공하는 공정

을 받는 제1분산단계; 및 유기 바인더 및 제1혼합물을 함유하는 제2혼합물이 제2분산을 제공하는 공정을 받는 제2분

산단계가 실행된다.

제1분산단계에서, 유기 바인더가 첨가되지 않고, 제1혼합물이 낮은 점도에서 제1분산을 제공하는 공정을 받는다. 따

라서,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이 용이하게 개선된다. 제1분산단계에서, 세라믹 분말에 흡착된 공기가 제1유기용제에 의

해 대체되고, 따라서 세라믹 분말이 제1유기용제로 실질적으로 적셔지고, 덩어리 모양의 세라믹 분말이 또한 입자로 

미세하게 분쇄된다.

제2분산단계에서,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제1분산단계에서 개선된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서, 유기 바인더가 충분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다. 더욱이, 세라믹 분말은 제2분산단계에서 또한 분쇄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제조공정에서, 제1유기용제와 더불어, 제1유기용제보다 낮은 상대 증발율을 가지는 제2유기용제가 사용된

다. 제2유기용제는 제1분산단계 또는 제2분산단계 동안에 첨가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제2유기용제가 제1분산단

계 동안에 첨가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제2분산단계 동안에 첨가될 수도 있다.

제2분산단계의 종료후에, 제2혼합물이 가열되며, 이에 의하여 상기 혼합물로부터 제1유기용제가 선택적으로 제거된

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제1유기용제가 제2분산단계의 종료 후 제거되고, 따라서 제2혼합물의 점도가 제1분산단계

동안에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분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고, 상기에서와 같

이 제2분산단계 동안에 첨가되는 유기 바인더의 용해성이 개선될 수 있다.

제1유기용제의 미량이 세라믹 페이스트에 존재할 수도 있더라도, 상기에서와 같이 제조된 세라믹 페이스트가 단지 

제2유기용제만을 실질적으로 포함한다. 제2유기용제가 제1유기용제보다 더 낮은 상대 증발율을 가지기 때문에, 세라

믹 페이스트의 건조율이 소정의 값이하로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세라믹 페이스트가 아무런 문제없이 스크린 인쇄될

수 있다.

상기의 바람직한 제조공정의 제1 및 제2분산공정에서, 볼 밀과 같은 통상의 장치가 분산을 제공하는 공정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조공정에서, 다양한 유기 용제가 제 1 및 제2유기용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기 용제의 상대 증발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기 용제가 제 1및 제2유기용제로서 선택될 수도 있다.

이같은 유기 용제의 예들은 메틸 에틸 케톤(ketone), 메틸 이소부틸 케톤, 및 아세톤과 같은 케톤류; 톨루엔, 벤젠, 크

실렌, 및 n-헥산과 같은 하이드로카본류;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파놀(isopropanol), 부탄올, 및 아밀(amyl) 알코올

과 같은 알코올류; 에틸 아세테이트, 부틸 아세테이트, 및 이소부틸 아세테이트와 같은 에스테르류; 디이소프로필 케

톤, 에틸 셀로솔브(cellosolve), 부틸 셀로솔브, 셀로솔브 아세테이트, 메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 부틸 카르비톨(carb

itol), 시클로헥산올, 파인 오일(fine oil), 디히드로테르피네올(dihydroterpineol), 이소포론(isophorone), 테르피네올

, 디프로필렌 글리콜, 및 디메틸 프탈레이트와 같은 케톤류, 에스테르류, 하이드로카본류, 및 알코올류; 메틸렌 클로라

이드(chloride)와 같은 클로리네이티드 하이드로카본류(chlorinated hydrocarbons); 및 이것들의 혼합물을 포함한

다.

제2분산단계의 종료 후, 제1유기용제를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용제가 바람직하게 20℃에서 100 이상의 상대 증

발율을 가지고, 더욱 바람직하게 150 이상의 상대 증발율을 가진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상대 증발율"은 n

-부틸 아세테이트(끓는점: 126.5℃)의 증발율이 100 으로 특정되는 경우에 상기 n-부틸 아세테이트에 대한 상대적

인 증발율을 의미한다.

제1유기용제로서 적합한, 100 이상의 상대 증발율을 가지는 유기 용제의 예들은 메틸 에틸 케톤(상대 증발율: 465), 

메틸 이소부틸 케톤(상대 증발율: 145), 아세톤(상대 증발율: 720), 톨루엔(상대 증발율: 195), 벤젠(상대 증발율: 50

0), 메탄올(상대 증발율: 370), 에탄올(상대 증발율: 203), 이소프로파놀(상대 증발율: 205), 에틸 아세테이트(상대 증

발율: 525), 이소부틸 아세테이트(상대 증발율: 152), 부틸 아세테이트(상대 증발율: 100), 및 이것들의 혼합물을 포

함한다.

반면, 제2유기용제는 효율적인 스크린 인쇄를 위해서 바람직하게 20℃에서 50 이하의 상대 증발율을 가진다.

제2유기용제로서 적합한, 50 이하의 상대 증발율을 가지는 유기 용제의 예들은 디이소프로필 케톤(상대 증발율: 49),

메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상대 증발율: 40), 셀로솔브 아세테이트(상대 증발율: 24), 부틸 셀로솔브(상대 증발율: 10

), 시클로헥산올(상대 증발율: 10 이하), 파인 오일(상대 증발율: 10 이하), 디히드로테르피네올(상대 증발율: 10 이하

), 이소포론(상대 증발율: 10 이하), 테르피네올(상대 증발율: 10 이하), 디프로필렌 글리콜(상대 증발율: 10 이하), 디



등록특허  10-0394349

- 8 -

메틸 프탈레이트(상대 증발율: 10 이하), 부틸 카르비톨(상대 증발율: 40 이하), 및 이것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제 1 또는 제2유기용제는 상기의 상대 증발율 대신에 끓는점을 기준으로 하여 용이하게 선택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에, 제1유기용제의 끓는점이 제2유기용제의 끓는점보다 낮게 하기 위해 제1 및 제2유기용제가 선택되어지는 경우에,

제1유 기용제의 상대 증발율이 제2유기용제의 상대 증발율보다 더 높다.

상기의 유기 용제들의 끓는점이 아래와 같다: 메틸 에틸 케톤(79.6℃), 메틸 이소부틸 케톤(118.0℃), 아세톤(56.1℃)

, 톨루엔(111.0℃), 벤젠(79.6℃), 메탄올(64.5℃), 에탄올(78.5℃), 이소프로파놀(82.5℃), 에틸 아세테이트(77.1℃),

이소부틸 아세테이트(118.3℃), 디이소프로필 케톤(143.5℃), 메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143℃), 셀로솔브 아세테이

트(156.2℃), 부틸 셀로솔브(170.6℃), 시클로헥산올(160℃), 파인 오일(195~225℃), 디히드로테르피네올(210℃), 

이소포론(215.2℃), 테르피네올(219.0℃), 디프로필렌 글리콜(231.8℃), 및 디메틸 프탈레이트(282.4℃). 제1 및 제2

유기용제는 상기와 같은 끓는점을 기준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

제1 및 제2유기용제가 끓는점의 차이를 기준으로 선택되어지는 경우에, 제1유기용제의 끓는점 및 제2유기용제의 끓

는점의 차이가 바람직하게 50℃ 이상이다. 이는, 제1유기용제의 끓는점 및 제2유기용제의 끓는점의 차이가 50℃이상

이 되는 경우에 제2분산단계의 종료 후 가열을 통해 제1유기용제가 선택적으로 그리고 용이하게 제거되기 때문이다.

스크린 인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제2유기용제가 바람직하게 150℃ 이상의 끓는점을 가지고, 더욱 바람직하게 

약 200~250℃의 끓는점을 가진다. 끓는점이 150℃보다 낮을 경우에, 세라믹 페이스트가 빠르게 건조되고, 따라서 

인쇄 패턴 메시(mesh)가 바람직하지 않게 세라믹 페이스트로 충진되는 경향이 있고, 반면 끓는점이 250℃보다 높을 

경우에, 인쇄 막이 건조되기 어렵고, 따라서 건조되기 위하여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이 바람직하게 세라믹 그린시트(2)를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슬러리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의 조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성을 가진다. 이는, 상기 세라믹 분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경우에, 세라믹 그린층(5) 및 세라믹 그린시트(2)가 균일하게 소성되기 때문이다.

세라믹 분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경우에, 상기 분말은 동일한 주성분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심지어 

세라믹 분말이 미량의 금속 산화물 및 유리와 같은 다른 부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에도, 세라믹 분말이 실질적으로 동

일한 조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세라믹 그린시트(2)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이 용량의 온도특성, 즉, JIS에 의해 특정

되는 B특성 및 EIA에 의해 특정되는 X7R특성을 만족하는 경우에, 만약 세라믹 그린층(5)를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

이스트에 함유된 세라믹 파우더가 동일한 주성분을 가지고, B특성 및 X7R특성을 만족한다면, 상기 분말이 다른 부성

분을 가져도 무방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인 모놀리식 인덕터의 제조방법을 나타낸다. 도 5는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된 모놀리

식 인덕터(11)의 외관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4는 모놀리식 인덕터(11)에 함유된 적층체 칩(12)를 제조하기 위한

그린 적층체(13)을 구성하는 요소의 분해 사시도이다.

그린 적층체(13)이 복수의 세라믹 그린시트(14),(15),(16),(17),(18), 및 (19)를 포함하고, 시트(14) 내지 (19)를 적층

하여 제조된다.

세라믹 그린시트(14) 내지 (19)가 자성체 세라믹 분말을 함유하는 세라믹 슬 러리를 닥터 블레이드법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시트로 형성되어 제조되고, 다음에 결과물인 시트를 건조시킨다. 각각의 세라믹 그린시트(14) 내지 (19)

는 건조 후, 예를 들어, 10~30㎛의 두께를 가진다.

적층체(13)의 중간부분에 위치하는 시트(15) 내지 (18)의 각각에, 고리 형상의 도전체 막 및 세라믹 그린층이 상기 막

에 의해 형성되는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도록 형성된다. 상기 막 및 세라믹 그린층을 형성하기 위한 공

정이 아래에 설명된다,

처음에, 고리 형상의 도전체 막(20)이 세라믹 그린시트(15)상에 형성된다. 상기 막의 제1단부가 세라믹 그린시트(15)

의 단부로 연장되기 위해 상기 막(20)이 형성된다. 비아 홀 도체(via hole conductor)(21)이 상기 막의 제2단부에서 

형성된다.

도체(21)로 충진되는 구멍이 레이저 또는 펀칭에 의해 시트(15)에 형성된다. 다음에, 도전 페이스트가 스크린 인쇄를 

통해 시트(15)에 도포되고, 다음에 결과물인 시트가 건조되며, 이에 의하여 고리 형상의 도전체 막(20) 및 비아 홀 도

체(21)이 형성된다.

막(20)에 의해 형성된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세라믹 그린층(22)가 고리 형상의 

도전체 막(20)이 형성되지 않는 세라믹 그린시트(15)의 주 표면 영역 상에 형성된다. 스크린 인쇄를 통해 세라믹 페이

스트를 시트(15)에 도포함으로써 세라믹 그린층(22)가 형성되고(본 발명의 특징이 자성체 세라믹 분말을 함유하는 

세라믹 페이스트에 있다), 다음에 결과물인 시트를 건조시 킨다.

다음에, 세라믹 그린시트(16)상에, 고리 형상의 도전체 막(23), 비아 홀 도체(24), 및 막(23)에 의해 형성되는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25)가 상기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형성된다. 막(23)의 제1단부가 비

아 홀 도체(21)의 개재로서 막(20)의 제2단부에 접속된다. 비아 홀 도체(24)가 막(23)의 제2단부에서 형성된다.

다음에, 세라믹 그린시트(17)상에, 고리 형상의 도전체 막(26), 비아 홀 도체(27), 및 막(26)에 의해 형성되는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28)이 상기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형성된다. 막(26)의 제1단부가 비

아 홀 도체(24)의 개재로서 막(23)의 제2단부에 접속된다. 비아 홀 도체(27)이 막(26)의 제2단부에서 형성된다.

필요하다면, 상기 세라믹 그린시트(16) 및 (17)의 적층이 반복적으로 실시된다.

다음에, 세라믹 그린시트(18)상에, 고리 형상의 도전체 막(29), 및 상기 막(29)에 의해 형성되는 단차에 의해 특정되

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30)이 형성된다. 막(29)의 제1단부가 비아 홀 도체(27)의 개재로서 막(26)의 제2

단부에 접속된다. 막(29)의 제2단부가 시트(18)의 단부로 연장되기 위하여 막(29)가 형성된다.

각각의 고리 형상의 도전체 막(20),(23),(26), 및 (29)는 건조된 후 약 30㎛의 두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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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그린시트(14) 내지 (19)를 포함하는 복수의 복합 구조물의 적층을 통해 제조된 그린 적층체(13)에서, 고리 형

상의 도전체 막(20),(23),(26), 및 (29)가 비아 홀 도체(21),(24), 및 (27)의 개재로서 서로에게 연속적으로 접속되고, 

이에 의하여 복수의 권선수를 가지는 코일 형상의 도체가 형성된다.

도 5에서의 모놀리식 인덕터(11)를 구성하는 적층체 칩(12)가 그린 적층체(13)을 소성함으로써 제조된다. 도 4에서

의 그린 적층체(13)이 단지 하나의 적층체 칩(12)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복수의 적층체 칩을 제조하기 위한

그린 적층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그린 적층체가 형성된 후에는, 상기 적층체가 조각으로 절단되고, 이에 

의하여 복수의 적층체 칩이 형성된다.

다음에, 도 5에서와 같이, 외부전극(30) 및 (31)이 각각 막(20)의 제1단부 및 막(29)의 제2단부에 접속되기 위하여, 

외부전극(30) 및 (31)이 적층체 칩(12)의 대향 단부들 상에 형성되며, 이에 의하여 모놀리식 인덕터(11)이 제조된다.

세라믹 분말이 세라믹 그린시트(2) 및 도 1 내지 3에서의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를 구성하는 세라믹 그린층(5)내

에 함유되고; 세라믹 분말은 또한 세라믹 그린시트(14) 내지 (19) 및 도 4 및 5에서의 모놀리식 인덕터를 구성하는 세

라믹 그린층(22),(25),(28), 및 (30)내에 함유된다. 세라믹 분말의 예들은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마그네시아, 산화 티

탄, 티탄산 바륨, 티탄산 지르콘산 납, 또는 페라이트-망간과 같은 산화물계의 세라믹 분말; 및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

콘 니트라이드, 또는 시알론(sialon)과 같은 비 산화물계의 세라믹 분말을 포함한다. 사용되는 세라믹 분말이 바람직

하게 분쇄되고, 구상 형상을 가진다.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는 바람직하게 5㎛이하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이다.

불순물로서 알칼리 금속 산화물을 0.1wt.%이하로 함유하는 티탄산 바륨이 세라믹 분말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다음의

금속 산화물 또는 유리 성분의 미량이 세라믹 분말과 병합될 수도 있다.

금속 산화물의 예들은 테르븀 산화물, 디스프로슘(dysprosium) 산화물, 홀뮴 산화물, 에르븀 산화물, 이터븀(ytterbiu

m) 산화물, 망간 산화물, 코발트 산화물, 니켈 산화물, 및 마그네슘 산화물을 포함한다.

유리 성분의 예들은 Li  2 -(SiTi)O  2 -MO(여기서 MO는 Al  2 O  3 또는 ZrO  2 이다), SiO  2 -TiO  2 -MO(여기서 

MO는 BaO, CaO, SrO, MgO, ZnO, 또는 MnO 이다), Li  2 O-B  2 O  3 -(SiTi)O  2 +MO(여기서 MO는 Al  2 O  3 또

는 ZrO  2 이다), B  2 O  3 -Al  2 O  3 -MO(여기서 MO는 BaO, CaO, SrO, 또는 MgO 이다), 및 SiO  2 를 포함한다.

도전 페이스트는 도 1 내지 도 3에서의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를 구성하는 내부전극(1)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

고; 도전 페이스트는 또한 도 4 및 5에서의 모놀리식 인덕터 11을 구성하는 고리 형상의 도전체 막(20).(23),(26), 및 

(29)와 비아 홀 도체(21),(24), 및 (27)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사용되는 도전 페이스트는 다음에 설명된다.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에서 사용되는 도전 페이스트는 동 분말, 니켈 분말, 또는 Ag/Pd의 합금이 60wt.%/40wt.

%~10w.%/90wt.%의 비율로 함유되는 도전 분말을 포함한다. 이 같은 분말은 평균 입자크기가 0.02~3㎛이고, 바람

직하게 0.05~0.5㎛이다. 상기 분말(100중량부); 유기 바인더(2~20중량부, 바람직하게 5~10중량부); 소결억제제로

서 작용하는, Ag, Au, Pt, Ti, Si, Ni, 또는 Cu와 같은 금속의 수지산염(resinate)(금속으로 환산하여, 약 0.1~3중량부

, 바람직하게 0.5~1중량부); 및 유기 용제(약 35중량부)가 삼단 롤에 의해 반죽되고, 다음에 동일하거나 다른 유기 용

제가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 결과물인 혼합물에 더 첨가되며, 이에 의하여 도전 페이스트가 준비된다.

모놀리식 인덕터(11)에서 사용되는 도전 페이스트가 Ag를 함유하거나, Ag/Pd의 합금이 80wt.%/20wt.%~100w.%/

0wt.%의 비율로 함유되는 도전 분말을 포함한다. 상기 분말(100중량부); 및 상기 도전 페이스트에서 사용된 것과 같

은 유기 바인더, 소결억제제, 및 유기 용제가 삼단 롤에 의해 반죽되고, 다음에 동일하거나 다른 유기 용제가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 결과물인 혼합물에 더 첨가되며, 이에 의하여 도전 페이스트가 준비된다.

실시예

본 발명은 시험 실시예에 의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실험 실시예 1

실험 실시예 1은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에 관한 것이다. 실험 실시예 1에서,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

는 세라믹 그린층을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가 준비된 경우, 세라믹 페이스트에 사용되는 유기 바인더가 다른

두 유기 바인더; 즉, 폴리비닐 부티랄 및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혼합물, 폴리아크릴레이트 및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혼합물, 폴리비닐 부티랄 및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또는 폴리비닐 부티랄 및 폴리아크릴레이트의 혼합물을 물리적으

로 혼합하여 형성되었다. 실험 실시예 1에서, 이러한 다른 두 유기 바인더의 혼합물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1. 세라믹 분말의 준비

처음에, 탄산 바륨(BaCO  3 ) 및 산화 티탄(TiO  2 )이 칭량되어 1:1 비율로 얻어지고, 볼 밀의 사용에 의해 습식분쇄

되며, 결과물인 혼합물이 탈수되고, 다음에 건조되었다. 다음에, 건조된 혼합물이 1,000℃에서 두 시간동안 하소되고,

다음에 분쇄되어, 유전체 세라믹 분말을 얻어졌다.

2. 세라믹 슬러리의 준비 및 세라믹 그린시트의 형성

상기와 같이 준비된 세라믹 파우더(100중량부), 폴리비닐 부티랄(중(中)중합물)(7중량부), 가소제로서 작용하는 디옥

틸 프탈레이트(DOP)(3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30중량부), 에탄올(20중량부), 톨루엔(20중량부), 및 1mm의 지름을 

가지는 지르코니아 그라인딩 볼(600중량부)가 볼 밀에 놓이고, 20시간동안 습식분쇄되어, 세라믹 슬러리가 얻어졌다.

결과물인 세라믹 슬러리가 닥터 블레이드법에 의하여 3㎛(소성후에는 2㎛)의 두께를 가지는 세라믹 그린시트로 형성

된다. 상기 시트가 80℃에서 5분동안 건조되었다.

3. 도전 페이스트의 준비

금속 분말(Ag/Pd=70/30)(100중량부), 에틸 셀룰로오스(4중량부), 알킬 수지(2중량부), Ag 금속 수지산염(3중량부, 

Ag로 환산시 17.5중량부), 및 부틸 카르비톨 아세테이트(35중량부)가 삼단 롤에 의해 반죽되고, 다음에 테르피네올(

35중량부)이 혼합물의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 결과 혼합물에 첨가되었다.

4.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을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의 준비

(1) 실시예 1 내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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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전체 분말(100중량부), 상대 증발율 465의 메틸 에틸 케톤(70중량부), 및 1mm의 지름을 가지는 지르코니아 

그라인딩 볼(600중량부)이 볼 밀에 놓이고, 16시간동안 습식분쇄되었다. 다음에, 끓는점이 220℃이고 상대 증발율이

10 이하인 테르피네올(40중량부) 및 유기 바인더(10중량부)가 볼 밀에 첨가되고, 결과물인 혼합물이 16시간동안 더 

혼합되어, 세라믹 슬러리 혼합물이 얻어졌다.

폴리비닐 부티랄,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폴리아크릴레이트, 또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가 상기 유기 바인더로서 제공

되었다. 특정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 부티랄이 각각 70몰% 및 5몰%의 부티랄기 및 아세틸기를 함유하는 중(中)중

합물이었다. 사용되는 셀룰로오스 에스테르는 49%의 에톡실(ethoxyl)기를 함유하는 에틸 셀룰로오스이었다. 사용되

는 폴리아크릴레이트가 50,000의 분자량을 가진, 이소부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하는 폴리머이었다.

표 1에서 보이는 비율(wt.%)에서 혼합된 다른 두 유기 바인더의 혼합이 실시예 1 내지 19에서 사용되었다.

다음에, 위에서 얻어진 세라믹 슬러리 혼합물이 두 시간동안 증발기의 사용에 의해 60℃에서 열 욕조에서 감압증류되

었다. 증류를 통해서, 메틸 에틸 케톤이 슬러리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이에 의하여 세라믹 페이스트가 얻어졌다.

(2) 비교실시예 1

상기에 준비된 유전체 분말(100중량부), 220℃의 끓는점을 가지는 테르피네올(40중량부), 및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에틸 셀룰로오스 수지)(5중량부)가 자동 분쇄기에서 혼합되었다. 표 1에서의 셀룰로오스 에스테르가 유기 바인더로서

홀로 사용된다. 결과물인 혼합물이 삼단 롤 밀에 의해 반죽되고, 이에 의하여 세라믹 페이스트가 얻어졌다.

(3) 비교실시예 2 내지 5

상기에 준비된 유전체 분말(100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70중량부), 및 1mm의 지름을 가지는 지르코니아 그라인딩 

볼(600중량부)이 볼 밀에 놓이고, 16시간 동안 습식분쇄되었다. 다음에, 220℃의 끓는점을 가지고 10 이하의 상대 증

발율을 가지는 테르피네올(40중량부) 및 유기 바인더(10중량부)가 볼 밀에 첨가되고, 결과 혼합물이 16시간 동안 더 

혼합되어, 세라믹 슬러리 혼합물이 얻어졌다.

표 1에서와 같이, 단지 하나의 유기 바인더가 비교실시예 2 내지 5의 각각에 사용되었다.

다음에, 상기에서 얻어진 세라믹 슬러리 혼합물이 증발기의 사용에 의해 60℃에서 두 시간동안 열 욕조에서 감압증류

되었다. 증류를 통해서, 메틸 에틸 케톤이 슬러리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이에 의하여 세라믹 페이스트가 얻어졌다.

5.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제조

도전 페이스트가 스크린 인쇄를 통해 상기 형성된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에 도포되고, 다음에 80℃에서 10분동

안 건조되며, 이에 의하여 내부전극이 형성되었다. 내부전극의 크기, 형상, 및 위치가 하기 단계에서 제조되는 적층체 

칩에 맞게 결정된다. 다음에, 실시예 1 내지 19 및 비교실시예 1 내지 5중 하나의 세라믹 페이스트가 스크린 인쇄를 

통해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에 도포되고, 다음에 80℃에서 10분동안 건조되며, 이에 의하여 단차에 의해 특정되

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이 형성되었다. 내부전극 및 세라믹 그린층의 두께는 건조 후 1㎛이고, 소성후 0.5

㎛이었다. 다음에, 내부전극 및 세라믹 그린층(200장)을 포함하는 세라믹 그린시트가 적층되고, 다음에 적층물이 내

부전극이 포함되지 않는 수십 장의 세라믹 그린시트에 의해 끼여지고(sandwiched), 이에 의하여 그린 적층체가 형성

된다. 그린 적층체는 1,000kgf/㎠의 압력 하에 80℃에서 열 압착되었다.

다음에, 결과물인 적층체가 절단 날의 사용에 의하여 복수의 적층체 칩으로 절단되었다. 각각의 칩들의 크기는 소성후

3.2mm(길이)×1.6mm(폭)×1.6mm(두께)가 되도록 결정되었다.

다음에, 상기에서 얻어진 적층체 칩은 소량의 지르코니아 분말이 분포된 소성용 세터(setter)상에 배열되고, 상기 칩

의 온도가 실내온도에서 250℃까지 24시간 이상 상승되어, 유기 바인더가 제거되었다. 다음에, 결과물인 칩이 소성로

(爐)에 놓이고, 상기 칩이 약 20시간 동안 최대온도 1,300℃를 가지는 온도 프로파일로 소성되었다.

다음에, 각각의 결과물인 소결된 칩이 버렐(barrel)에 놓이고, 다음에 칩의 측면이 연마되었다. 이후, 외부전극이 소결

된 칩의 대향 측면에 형성되며, 이에 의하여 시료로서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가 제조되었다.

6. 특성 평가

실시예 1 내지 19 및 비교실시예 1 내지 5 각각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가 다양한 특성의 관

점에서 평가되었다. 결과는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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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1에서 보이는 특성들은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다.

분산도: 세라믹 분말의 입도분포가 광회절 입도분포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되었고, 상기 분말의 분산도가 결과 데이터

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간단하게, 상기 준비된 세라믹 분말이 초음파 균질기(homonizer)에 의해 물에서 분산되고, 

입자가 최소 크기로 감소될 때까지 입자는 초음파를 인가 받았다. 입자가 최소 크기에 도달되었을 때, 입도분포의 D9

0에서 입자 크기가 "한계 입자 크기"로서 기록되었다. 개별적으로, 세라믹 페이스트가 에탄올로 희석되었고, 입도분포

의 D90에서 입자 크기가 "페이스트 입자 크기"로 기록되었다. 세라믹 분말의 분산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분산도=(페이스트 입자 크기/한계 입자 크기)-1

분산도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값이 "0"에 근접할수록, 분말의 분산도가 높아진다. 반대로, 분산도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절대값이 커질수록 분말의 분산도가 높아졌다.

인쇄 막 두께: 세라믹 페이스트가 96% 알루미나 기판에 도포되어 50㎛의 두께를 가지는 400메시의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린의 사용에 의하여 20㎛의 세라믹 페이스트 두께를 얻었고, 결과물인 기판이 80℃에서 10분간 건조되며, 이에 

의하여 평가를 위한 인쇄 막이 형성되었다. 막 두께가 비접촉방식 레이저 표면 조도 미터에 의해 측정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어졌다.

표면 조도(Ra): 평가 목적의 인쇄 막이 상기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형성된다. 막의 표면 조도(Ra); 즉, 기복(起伏)평

균 중심선 및 조도곡선의 평균화된 절대값이 비접촉방식 레이저 표면 조도 미터에 의해 측정되는 데이터로부터 얻어

졌다.

스크린 인쇄성: 스크린 인쇄 동안에, 스크린으로부터 세라믹 페이스트를 용이하에 박리할 수 있고, 세라믹 페이스트가

문제없이 연속적으로 인쇄될 수 있는 경우에, "0" 등급이 지정되고; 세라믹 페이스트가 연속적으로 인쇄될 수 없는 경

우에, "X"등급이 지정되며; 세라믹 페이스트가 인쇄될 수 있지만 다소의 문제점을 포함하는 경우에, "△" 등급이 지정

되었다.

시트 밀착성: 세라믹 페이스트부터 형성된 시트가 적층되고, 다음에 80℃로 압착된다. 압력은 1,000kgf/㎠(최대) 까

지 상승되며, 시트가 서로 밀착되는 압력이 결정된다. 압력이 300kgf/㎠미만이면, "O" 등급이 지정되고; 압력이 300k

gf/㎠이상이고 700kgf/㎠미만이면, "△" 등급이 지정되고; 압력이 700kgf/㎠이상이면, "X"등급이 지정되었다.

구조적 결함의 비율: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를 제조하기 위한 결과물인 소결된 칩이 외관 검사되었고, 초음파 현

미경으로 다소의 예외적인 부분이 관찰되는 경우에, 칩의 내부 구조 결함이 칩의 연마후 확인되었다. 구조적 결함의 

비율은 다음 관계를 기준으로 얻어졌다: (구조적 결함을 가지는 소결된 칩의 수량 / 소결된 칩의 전체 수량).

표 1에서 명확하게, 실시예 1 내지 19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커패시터가 비교실시예 1 내지 5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커패시터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실시예 1 내지 19간의 비교는,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다른 두 바인더의 혼합 비율이 10wt.%/90wt.%~90wt.%/1

0wt.%에 해당되는 실시예 2 내지 4, 7 내지 9, 12 내지 14, 및 16 내지 18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커패시터가,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다른 두 바인더의 혼합 비율이 상기 범위밖에 해당되는 실시예 1, 5, 6, 10, 11, 15, 및 19의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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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페이스트 및 커패시터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냄을 밝히고 있다.

비교실시예 2 내지 5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커패시터는 비교실시예 1과 비교 하여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

나, 폴리비닐 부티랄을 함유하는 비교실시예 2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주성분으로서(즉, 50wt.% 이상으로) 폴리비닐 

부티랄을 함유하는 실시예 1 내지 3 및 13 내지 17의 세라믹 페이스트와의 비교; 셀룰로오스 에스테르를 함유하는 비

교실시예 3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주성분으로서(즉, 50wt.% 이상으로) 셀룰로오스 에스테르를 함유하는 실시예 3 내

지 8의 세라믹 페이스트와의 비교; 아크릴레이트를 함유하는 비교실시예 3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주성분으로서(즉, 5

0wt.% 이상으로) 아크릴레이트를 함유하는 실시예 8 내지 10 및 17 내지 19의 세라믹 페이스트와의 비교; 및 폴리비

닐 아세테이트를 함유하는 비교실시예 5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주성분으로서(즉, 50wt.% 이상으로) 폴리비닐 아세테

이트를 함유하는 실시예 11 내지 13의 세라믹 페이스트와의 비교는, 실시예 1 내지 19의 세라믹 페이스트, 특별히 실

시예 2 내지 4, 7 내지 9, 12 내지 14, 및 16 내지 18의 세라믹 페이스트와 비교하여, 비교실시예 2 내지 5의 세라믹 

페이스트가 분산성, 인쇄 막 두께, 표면 조도, 스크린 인쇄성, 시트 밀착성, 또는 구조적 결함의 비율에서 여전히 개선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실험 실시예 2

실험 실시예 2에서,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을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가 준비

된 경우, 세라믹 페이스트에 사용되는 유기 바인더가 알킬 아세테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하는

혼성 중합체이다. 실험 실시예 2에서, 이러한 혼성 중합체의 효과가 확인된다.

"4.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을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의 준비" 단계가 하기와 

같이 실시되어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가 제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험 실시예 1이 반복되었다.

(1) 실시예 20 내지 25

상기 유전체 분말(100중량부), 끓는점이 220℃인 테르피네올(40중량부), 및 유기 바인더(5중량부)가 자동 교반기에

서 혼합되고, 결과 혼합물이 산단 롤에 의해 반죽되어 세라믹 페이스트가 얻어졌다.

유기 바인더는 주성분으로서 작용하는 알킬(메타)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및 혼성 중합성분으로서 작용하는, 카르복실

기, 알킬렌 옥사이드기(RO)  n , 하이드록실기, 글리시딜기, 아미노기, 또는 아미도기를 포함하는 반응성이 좋은 모노

머를 함유하였다.

특정적으로,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실시예 20 내지 25에서, 이소부틸 메타크릴레이트가 알킬(메타)아크

릴레이트 모노머로서 작용되고, 90몰%의 양으로 각각의 유기 바인더에 함유되었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른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가 실시예 20 내지 25에서 10몰%의 양으로 각각의 유기 바인더에 함유되었다.

상기의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가 자세히 설명된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이 실시예 20에서 카르복실산

-함유 모노머로서 사용되었다; 에틸렌 옥사이드 메타크릴레이트가 실시예 21에서 알킬렌 옥사이드기-함유 알킬 (메

타)아크릴레이트로서 사용되었다; 2-하이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가 실시예 22에서 하이 드록실기-함유 알킬 (메

타)아크릴레이트로서 사용되었다;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가 실시예 23에서 글리시딜기-함유 알킬 (메타)아크릴레

이트로서 사용되었다; 디메틸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트가 실시예 24에서 아미노기-함유 알킬 (메타)아크릴레이트

로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N-메틸올아크릴아미드가 실시예 25에서 아미도기-함유 알킬 (메타)아크릴레이트로서 사

용되었다.

(2) 실시예 26 내지 31

상기에 준비된 유전체 분말(100중량부), 메틸 에틸 케톤(70중량부), 및 1mm의 지름을 가지는 지르코니아 그라인딩 

볼(600중량부)가 볼 밀에 놓이고, 16시간 동안 습식분쇄되었다. 다음에, 220℃의 끓는점을 가지는 테르피네올(40중

량부) 및 유기 바인더(10중량부)가 볼 밀에 첨가되고, 결과 혼합물이 16시간 동안 더 혼합되어, 세라믹 슬러리 혼합물

이 얻어졌다.

도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시예 26에서 사용되는 유기 바인더는 실시예 20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실

시예 27에서 사용되는 유기 바인더는 실시예 2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실시예 28에서 사용되는 유기 바

인더는 실시예 22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실시예 29에서 사용되는 유기 바인더는 실시예 23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실시예 30에서 사용되는 유기 바인더는 실시예 24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시예 31에서 사용되는 유기 바인더는 실시예 25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다음에, 상기에서 얻어진 세라믹 슬러리 혼합물이 증발기의 사용에 의해 60℃에서 두 시간동안 열 욕조에서 감압증류

되었다. 증류를 통해서, 메틸 에틸 케톤 이 슬러리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이에 의하여 세라믹 페이스트가 얻어졌다.

실시예 20 내지 31의 각각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가 다양한 특성을 위해 평가되었다. 그 결

과는 표 2에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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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 2에서 보이는 특성평가의 방법은 표 1에서의 항목에 대해 사용된 것들과 유사하다.

표 2로부터 명확하게, 실시예 20 내지 31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커패시터가 표 1의 비교실시예 1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커패시터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실시예 20 내지 31간의 비교는, 실시예 26 내지 31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커패시터가, 실시예 20 내지 25의 세라믹 

페이스트 및 커패시터와 비교하여, 분산성, 표면 조도, 및 구조적 결함의 비율 항목의 특성이 더 우수함을 밝히고 있다

. 이는, 세라믹 페이스트가 실시예 26 내지 31에서 제조되는 경우에, 제 1및 제2분산단계가 실시되고, 유기 바인더가 

제2분산단계중에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상기의 실험 실시예에서, 유전체 세라믹 분말이 본 발명의 세라믹 페이스트로 병합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세라믹 

페이스트의 특성이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의 전기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

성체 세라믹 분말, 절연체 세라믹 분말, 또는 압전체 세라믹 분말을 함유하는 세라믹 페이스트가 유전체 세라믹 분말

을 함유하는 세라믹 페이스트의 특성들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유기 바인더로서, 폴리비닐 부티랄과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혼합물, 폴리아크릴레

이트와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혼합물, 폴리비닐 부티랄과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의 혼합물, 또는 폴리비닐 부티랄과 

폴리아크릴레이트의 혼합물과 같이 다른 두 유기 바인더를 물리적으로 혼합하여 형성된 혼합물을 세라믹 페이스트가

유기 바인더로서 함유한다. 선택적으로,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포함하는 혼성 중합

체를 세라믹 페이스트가 유기 바인더로서 포함한다. 따라서,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이 향상

될 수 있고, 따라서 세라믹 페이스트가 높은 패턴 정밀도로 매우 얇은 세라믹 그린층을 형성하기 위해 유리하게 사용

된다.

본 발명에 따라, 내부전극이 형성되지 않은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 영역 상에 세라믹 그린층을 형성하기 위해 세

라믹 페이스트가 사용되어, 막에 의해 형성 된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

인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이 크랙킹 및 델라미네이션과 같은 구조적 결함을 가지지 않으며, 높은 신뢰성을 나타낸

다.

본 발명에 따라,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크기 및 무게가 만족할만하게 감소될 수 잇다. 따라서, 본 발명이 모놀

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에 적용되는 경우에,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의 크기는 유리하게 감소되고, 그 용량이 유리하

게 증가된다. 더욱이, 본 발명이 모놀리식 인덕터에 적용되는 경우에, 상기 인덕터의 크기가 유리하게 감소되고, 그 인

덕턴스는 유리하게 증가된다.

본 발명에서, 세라믹 페이스트는 다음 단계를 통해 제조된다: 세라믹 분말 및 제1유기용제를 함유한 제1혼합물이 제1

분산을 실행하기 위한 공정을 받는 제1분산단계; 유기 바인더 및 제1분산단계를 받은 제1혼합물을 함유하는 제2혼합

물이 제2분산을 실행하기 위한 공정을 받는 제2분산단계; 제1유기용제보다 상대 증발율이 더 낮은 제2유기용제가 제

1혼합물 및/또는 제2혼합물에 첨가되는 단계; 및 제2혼합물을 가열함으로써 제2혼합물로부터 제1유기용제를 선택적

으로 제거하기 위한 단계. 그 결과,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의 분산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에서, 세라믹 그린시트를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슬러리에 함유된 세

라믹 분말이 세라믹 그린층을 형성하기 위한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의 조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

성을 가지는 경우에, 세라믹 그린시트 및 단차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이 균일하게 소결될 수

있다. 세라믹 그린시트 및 세라믹 그린층이 균일하게 소결되는 경우에, 크랙킹이나 델라미네이션이 방지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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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세라믹 슬러리, 도전 페이스트, 및 세라믹 페이스트를 준비하는 단계;

상기 세라믹 슬러리를 성형하여 제조된 세라믹 그린시트, 상기 도전 페이스트를 상기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상에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상기 세라믹 그린시트의 두께에 따른 단차가 제공되도록 형성된 내부회로요소 막, 및 상기 단차

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상기 내부회로요소 막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상의 영역에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를 도포함으로써 형성되는 세라믹 그린층으로서, 상기 단차에 의해 특정되

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복합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복합 구조물을 적층함으로써 그린 적층체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그린 적층체를 소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는 세라믹 분말, 유기 용제, 및 유기 바인더를 포함하고,

상기 유기 바인더는 시트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폴리비닐부티랄과 폴리아크릴레이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

나의 물질, 및 스크린 인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폴리비닐부티랄, 폴리아크릴레이트, 셀룰로오스에스테르, 그리고 

폴리비닐아세테이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물질을 포함하며,

상기 시트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물질과 상기 스크린 인쇄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물질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물질은 서로 다르며, 그 혼합비가 10 wt% / 90 wt% ~ 90 wt% / 10 wt%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세라믹 슬러리, 도전 페이스트, 및 세라믹 페이스트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세라믹 슬러리를 성형하여 제조된 세라믹 그린시트, 상기 도전 페이스트를 상기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상에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상기 세라믹 그린시트의 두께에 따른 단차가 제공되도록 형성된 내부회로요소 막, 및 상기 단차

에 의해 특정되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상기 내부회로요소 막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세라믹 그린시트의 

주 표면상의 영역에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를 도포함으로써 형성되는 세라믹 그린층으로서, 상기 단차에 의해 특정되

는 공간을 보상하는 세라믹 그린층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복합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복합 구조물을 적층함으로써 그린 적층체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그린 적층체를 소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가 세라믹 분말, 유기 용제, 및 유기 바인더를 포함하고, 상기 유기 바인더가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하는 혼성 중합체(copolymer)이며,

상기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하는 혼성 중합체가, 혼성 중합 요소로서, 카르복

실 기, 알킬렌 옥사이드 기 (RO)  n , 하이드록실 기, 글리시딜 기, 아미노 기, 또는 아미도 기를 가지는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1항 또는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세라믹 슬러리가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에 함유되는 상기 세라믹 분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세라

믹 분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1항 또는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세라믹 슬러리 및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의 각각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이 유전체 세라믹 분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따른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내부회로요소 막이 상기 내부회로요소 막 사이에 정전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배열되고,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이 모놀리식 세라믹 커패시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

청구항 11.
제 1항 또는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세라믹 슬러리 및 상기 세라믹 페이스트의 각각에 함유된 세라믹 분말이 자성체 세라믹 분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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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따른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내부회로요소 막이 고리-형상의 도전체 막이고,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이 모놀리식 인덕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 1항 또는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의 제조방법을 통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모놀리식 세라믹 전자부품.

청구항 14.
세라믹 분말, 유기 용제, 및 유기 바인더를 포함하는 세라믹 페이스트로서,

상기 유기 바인더는 시트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폴리비닐부티랄과 폴리아크릴레이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

나의 물질, 및 스크린 인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폴리비닐부티랄, 폴리아크릴레이트, 셀룰로오스에스테르, 그리고 

폴리비닐아세테이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물질을 포함하며,

상기 시트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물질과 상기 스크린 인쇄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물질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물질은 서로 다르며, 그 혼합비가 10 wt% / 90 wt% ~ 90 wt% / 10 wt%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 페이스트.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세라믹 분말, 유기 용제, 및 유기 바인더를 포함하는 세라믹 페이스트로서,

상기 유기 바인더가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하는 혼성 중합체를 포함하며,

상기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또는 알킬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로 함유하는 혼성 중합체가, 혼성 중합 요소로서, 카르복

실 기, 알킬렌 옥사이드 기 (RO)  n , 하이드록실 기, 글리시딜 기, 아미노 기, 또는 아미도 기를 가지는 반응성이 좋은 

모노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 페이스트.

청구항 20.
제 14항 또는 제 1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세라믹 페이스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분말 및 제1유기용제를 함유한 제1혼합물을 분산 처리하는 제1분산단계;

상기 유기 바인더 및 상기 제1분산단계가 실시된 제1혼합물을 함유하는 제2혼합물을 분산 처리하는 제2분산단계;

상기 제1유기용제보다 상대 증발율이 더 낮은 제2유기용제가 상기 제1혼합물 및/또는 상기 제2혼합물에 첨가되는 단

계; 및

상기 제2혼합물의 가열처리를 통하여 상기 제2혼합물로부터 상기 제1유기용제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 페이스트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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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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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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