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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전체 자기 조성물 및 그것을 사용한 커패시터

요약

본 발명은 최대 비유전율이 높고,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이 우수하며, 또한 교류 파괴 전압이 높은 유전체 자기 조성물
및 그것을 사용한 커패시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르면, 유전체 자기 조성물은 조성식이 (Ba1-xCax)(Ti1-yZry)O3(단, 0＜x≤0.25, 0＜y≤0.25)로

표시되는, 티탄산 바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결정 고용체로 이루어지고, 상기 주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Y성분을
Y2O3로 환산하여 5중량부 이하(단, 0중량부를 제외함) 함유하며, 또한, Mg성분을 MgO로 환산하여 2중량부 이하

(단, 0중량부를 제외함)와, Al성분을 Al2O3로 환산하여 2.5중량부 이하(단, 0중량부를 제외함) 함유한다.

색인어

유전체 자기 조성물, 티탄산 바륨, 다결정 고용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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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유전율이고,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이 평탄하며, 또한 교류 파괴 전압이 높은 유전체 자기 조성물 및 그것
을 사용한 커패시터에 관한 것이다.

단층 세라믹 커패시터,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고주파용 세라믹 커패시터, 고압 세라믹 커패시터 등으로서 널리 이
용되고 있는 고유전율 자기 재료에는, BaO-CaO-TiO2-ZrO2계의 유전체 자기 조성물을 주성분으로 한 것이 일반

적으로 실용화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의 BaO-CaO-TiO2-ZrO2계의 유전체 자기 조성물은 비유전율이 커지면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이 나빠

지고, 또한 교류 파괴 전압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한 유전체 자기 조성물로서,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7-267732호가 제안되어 있으나, 그 실시예에
있어서의 교류 파괴 전압은 가장 높은 것이라도 4.5kV/mm인 것밖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본 발명의 목적은 최대 비유전율이 높고,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이 우수하며, 또한 교류 파괴 전압이 높은 유전
체 자기 조성물 및 그것을 사용한 커패시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있어서, 유전체 자기 조성물은 조성식이 (Ba1-xCax)(Ti1-yZry)O3(단, 0＜x≤0.25, 0＜y≤0.25)로 표시되

는 티탄산 바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결정 고용체로 이루어지고, 상기 주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Y성분을 Y2O3
로 환산하여 0중량부를 초과하여 5중량부 이하 함유하며, 또한, Mg성분을 MgO로 환산하여 0중량부를 초과하여 2
중량부 이하와, Al성분을 Al2O3로 환산하여 0중량부를 초과하여 2.5중량부 이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유전체 자기 조성물은 상기 티탄산 바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결정 고용체의 조성식을
(Ba1-xCax)a(Ti1-yZr y)bO3로 표시했을 때, 0.965≤a/b≤1.03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유전체 자기 조성물은 부성분으로서, 상기 주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Mn성분을 MnO로
환산하여 0중량부를 초과하여 2중량부 이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유전체 자기 조성물은 부성분으로서, 상기 주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Si성분을 SiO2로

환산하여 0중량부를 초과하여 2중량부 이하 첨가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유전체 자기 조성물은 부성분으로서, 상기 주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Nb성분을 Nb2O5
로 환산하여 0중량부를 초과하여 1중량부 이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커패시터는 상기 유전체 자기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유전체 자기판과, 상기 유전체 자기판
의 양면에 형성한 전극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실시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실시예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실시예)

출발 원료로서, 탄산바륨(BaCO3), 탄산칼슘(CaCO3), 산화티탄(TiO2), 산화지르코늄(ZrO2), 산화이트륨(Y2O3), 산

화마그네슘(MgO), 산화알루미늄(Al 2O3), 산화망간(MnO), 산화규소(SiO2) 및 오산화니오브(Nb2O5)를 준비하여,

이들 원료를 표 1 및 표 2에 나타내는 최종 조성물이 얻어지도록 배합하고, 볼밀로 습식 혼합한 후, 증발 건조하였
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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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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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얻어진 분말 혼합물을 1150℃에서 2시간 하소하여, 소정의 화합물 분체를 얻었다.

얻어진 화합물 분체 100중량부에 대하여, 결합제인 초산비닐계 바인더를 5중량부 첨가하고, 볼밀에 의해 습식 혼합
하였다.

다음으로, 이 혼합물을 증발 건조하고, 정립(整粒)하여 분말 형상으로 하고, 또한, 이 분말 원료를 2.5톤/㎤의 압력
으로, 직경 15mm, 두께 1.0mm의 원판 형상으로 성형하였다.

이어서, 이 원판 형상 성형체를 전기로(電氣爐)에 의해, 표 1 및 표 2에 나타내는 온도에서 공기중에서 소성하여 자
기 소체를 얻었다. 그리고, 이들 자기 소체의 양면에 Ag페이스트를 도포한 후, 공기중에서 800℃에서 베이킹하여
전극을 형성하고, 이것에 리드선을 솔더링하여 시료로서의 자기 커패시터를 얻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각 시료에 대하여, 250V의 전압을 2분간 인가하여 절연 저항을 측정하였다.

또한, 1kHz, 1Vrms의 조건에서,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을 측정하고, 정전 용량이 최대를 나타내는 온도를 기준(0%)
으로 하여, 그곳으로부터 ±50℃ 떨어진 각 온도에 있어서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산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 의한다. 예를 들면, －25℃와 ＋85℃에 있어서의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을 나타낸
경우, 전이점이 상온 근방에 없는 것도 있다. 전이점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여, 전이점으로부터
±50℃에 있어서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을 나타내면, 각 시료의 특성 비교가 행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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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대 비유전율(εmax)은 하기의 식 1에 따라 산출하였다.

εmax＝(Cmax×T)/〔ε0×(D/2)
2×π〕…(식 1)

단, Cmax : 정전 용량 최대값(F)

T : 자기의 두께(m)

ε0 : 진공의 유전율(F/m)＝8.854×10
-12

D : 자기의 직경(m)

π : 원주율

또한, 파괴 전압은 두께 1mm당의 교류 파괴 전압으로서 산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표 1 및 표 2에 나타낸다. 또한, 표 중, 시료번호에 *표를 붙인 것은 본 발명의 범위외이다.

여기에서, 본 발명의 유전체 자기 조성물의 조성 범위를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시료번호 10 및 1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a량(x)이 0.25를 넘는 경우, 소결성이 저하되어 1400℃에서 소성하더
라도 소결 부족이 되며, 소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소성할 필요가 있어, 생산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
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Ca량(x)은 0＜x≤0.25인 것이 바람직하다.

시료번호 8 및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Zr량이 0.25를 넘는 경우, 소결성이 저하되어 1400℃에서 소성하더라도 소
결 부족이 되며, 소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소성할 필요가 있어, 생산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바람
직하지 않다. 따라서, Zr량(y)은 0＜y≤0.25인 것이 바람직하다.

Y성분의 첨가는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을 평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료번호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Y2O3량이 0

중량부인 경우, 전이점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여, 전이점으로부터 ±50℃에 있어서의 정전 용량 온
도 변화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시료번호 1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Y2O3량이 5중량부

를 넘는 경우, εmax의 저하가 커서, 600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주성분에 대한 Y2O3량은

5중량부 이하(단, 0중량부를 제외함)인 것이 바람직하다.

Mg성분의 첨가는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을 평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료번호 1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MgO량이
0중량부인 경우, 전이점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여, 전이점으로부터 ±50℃에 있어서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시료번호 2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MgO량이 2중량
부를 넘는 경우, εmax의 저하가 커서, 600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주성분에 대한 MgO량은

2중량부 이하(단, 0중량부를 제외함)인 것이 바람직하다.

Al성분의 첨가는 교류 파괴 전압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료번호 2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Al2O3량이 0중량

부인 경우, 교류 파괴 전압이 5.0kV/mm보다도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시료번호 2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Al2O3량이 2.5중량부를 넘으면, 절연 저항이 1.0×10

10보다도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주성분에 대한 Al2O3량은 2.5중량부 이하(단, 0중량부를 제외함)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첨가 성분인 Y2O3, MgO 및 Al2O3는 필수이다. 그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면, 시료번호

26∼2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이점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여, 전이점으로부터 ±50℃에 있어서
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이 －60%를 넘거나, 교류 파괴 전압이 5.0kV/mm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시료번호 3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a/b가 0.965미만이면, 절연 저항이 1.0×101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시료번호 3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a/b가 1.03을 넘으면, 절연 저항이 1.0×101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a/b는 0.965≤a/b≤1.03인 것이 바람직하다.

Mn성분의 첨가는 소성 온도를 내리고, 또한,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을 평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Mn성분을 첨
가하는 경우, 시료번호 4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MnO량이 2중량부를 넘으면, 절연 저항이 1.0×1010보다도 작아
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주성분에 대한 MnO량은 2중량부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Si성분의 첨가는 소성 온도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Si성분을 첨가하는 경우, 시료번호 4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SiO2량이 2중량부를 넘으면, 절연 저항이 1.0×10

1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주성분에

대한 SiO2량은 2중량부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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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성분의 첨가는 절연 저항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Nb성분을 첨가하는 경우, 시료번호 5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Nb2O5량이 1중량부를 넘으면, 절연 저항이 1.0×10

1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주성분에 대한 Nb2O5량은 1중량부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출발 원료로서, 탄산바륨(BaCO3), 탄산칼슘(CaCO3), 산화티탄(TiO2), 산화지르코늄

(ZrO2), 산화이트륨(Y2O3), 산화마그네슘(MgO),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망간(MnO), 산화규소(SiO2) 및 오산화

니오브(Nb 2O5)를, 목적의 조성에 따라 혼합한 후에 하소하였다. 그러나, 미리, 탄산바륨(BaCO3), 탄산칼슘

(CaCO3), 산화티탄(TiO2) 및 산화지르코늄(ZrO2)을 혼합하여 하소한 것에, 산화이트륨(Y2O3), 산화마그네슘

(MgO), 산화알루미늄(Al2O3 ), 산화망간(MnO), 산화규소(SiO2) 및 오산화니오브(Nb2O5)를 첨가해도, 본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출발 원료로서, 탄산바륨(BaCO3), 탄산칼슘(CaCO3), 산화티탄(TiO2), 산화지르코늄

(ZrO2), 산화이트륨(Y2O3), 산화마그네슘(MgO),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망간(MnO), 산화규소(SiO2) 및 오산화

니오브(Nb 2O5)를 사용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들의 화합물 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탄산염, 수산

염, 수산화물, 알콕시드(alkoxide) 등을 사용해도 된다. 또한, BaTiO3, BaZrO3 , CaTiO3, CaZrO3 등의 화합물을 원

료로서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자기 소체의 양면에 전극을 형성한 자기 커패시터를 제작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하
지 않으며, 예를 들면, 복수의 적층된 유전체 자기층과, 상기 유전체 자기층 사이에 형성된 내부 전극과, 상기 내부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외부 전극으로 구성되는, 적층 커패시터에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최대 비유전율이 6000이상으로 높고, 정전 용량 온도 특성이 전이점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여, 전이점으로부터 ±50℃에 있어서의 정전 용량 온도 변화율이 －60%이내로 평탄하며, 교류 파괴 전
압이 5.0kV/mm이상으로 높은 유전체 자기 조성물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유전체 자기 조성물을 사용하여 유전체 자기로 하고, 그 양면에 전극을 형성하여 커패시터로 하면,
상기의 유전체 자기 조성물의 우수한 특성을 구비한 세라믹 커패시터를 실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조성식이 (Ba1-xCax)(Ti1-yZry)O3(단, 0＜x≤0.25, 0＜y≤0.25)로 표시되는 티탄산 바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결

정 고용체로 이루어지고, 상기 주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Y성분을 Y2O3로 환산하여 0중량부를 초과하여 5중량

부 이하 함유하며, 또한, Mg성분을 MgO로 환산하여 0중량부를 초과하여 2중량부 이하와, Al성분을 Al2O3로 환산

하여 0중량부를 초과하여 2.5중량부 이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자기 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티탄산 바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결정 고용체의 조성식을 (Ba1-xCax)a(Ti1-yZry)bO 3로 표

시했을 때, 0.965≤a/b≤1.0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자기 조성물.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부성분으로서, 상기 주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Mn성분을 MnO로 환산하여 0중량
부를 초과하여 2중량부 이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자기 조성물.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부성분으로서, 상기 주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Si성분을 SiO2로 환산하여 0중량

부를 초과하여 2중량부 이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자기 조성물.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부성분으로서, 상기 주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Nb성분을 Nb2O5로 환산하여 0중

량부를 초과하여 1중량부 이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자기 조성물.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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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기재된 유전체 자기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유전체 자기판과, 상기 유전체 자기판의 양면에 형성한 전극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등록특허 10-0475347

- 7 -


	문서
	서지사항
	요약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색인어 1
명세서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발명의 목적 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
  발명의 구성 및 작용 2
  발명의 효과 6
청구의 범위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