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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이로 제조된 캐패시터층 및 이를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

요약

고유전율을 갖는 임베디드 캐패시터용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이로 제조된 캐패시터층 및 이를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에

관한 것이다. 열가소성 혹은 열경화성 수지 40-99vol%와 반도성 충진제 1-60vol%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및

열가소성 혹은 열경화성 수지 40-95vol%와 반도성화 강유전체 5-60vol%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로 형성된 캐패시터층 및 이를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반도성 충진제 또는 반도성화 강유전체를 포함하는 유전체 성형용 조성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유전체는 높은 유전율과 낮

은 유전손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유전율의 내장형 캐패시터층 및 인쇄회로 기판 형성에 이롭게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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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반도성 충진제, 반도성화 강유전체, 캐패시터층, 인쇄회로기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2성분 혼합물에서 Lichtenecker 방정식에 따른 유전 상수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이로부터 제조된 캐패시터층 및 이를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

하게는 고유전율을 갖는 임베디드 캐패시터용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이로 제조된 캐패시터층 및 이를 포함하는 인쇄회로

기판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상에 탑재하여 형성되어온 수동소자들은 적층형 기판의 소형화 및 고주

파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반도체에서의 급격한 임베디드(embedded)경향과 1/0수의 증가로 인하여 능동소자

주위에 많은 수동소자들이 존재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편, 이와 함께 반도체의 운용주파수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입력(input) 단자에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디커플

링(decoupling)용 캐패시터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때 캐패시터는 입력단자의 최근접 거리에 존재하여야만 고주파화에 따

른 유도 인덕턴스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형화와 고주파화의 요구에 따라 능동칩 주위에 캐패시터를 최적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방안으로 수동소자(예를들어, 캐패시터)를 기판의 활성칩 바로 아래에 내장하는 방법이나, 인쇄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

에 형성하거나 혹은 다층 인쇄회로기판등에 고유전율의 층을 형성하고 이 층을 캐패시터(capacitor)등으로 이용하는 기술

등이 이용된다.

특히, 임베디드 캐패시터로서 활성 칩아래에 하나의 층을 유전체 층으로 형성하여 활성칩을 입력 단자에서 가장 근접한 거

리에서 캐패시터에 접근되게 함으로써 도선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유도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Sanmina의 US 특

허 5079069, 5155655, 5161086 및 5162977에 개시된 바 있다.

상기 임베디드 캐패시터를 형성하기 위한 유전체층은 고유전율 및 낮은 손실값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유전층 형성에 사용

되는 재료로는 종래 열가소성 수지 혹은 열경화성 수지에 강유전체 분말, 예를들어 BaTiO3이 분산된 에폭시 수지 재질의

재료가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일본 특개평 5-57851, 일본 특개평 5-57852 및 일본특개평7-9609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수지와 강유전체 분말이 혼합된 재료는 임베디드 캐패시터 형성시 6-22.5의 낮은 유전율을 갖는다. 또한, 강

유전체 분말의 첨가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한 유전율 약 20이상, 바람직하게는 50이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BaTiO3와 같은 강유전체 분말의 체적비율에 따른 유전특성을 Lichtenecker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ichtenecker 방정식은 유전율이 다른 두가지 물질이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될 때, 유전율 값이 각 물질의 부피비와 관련

됨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직렬인 경우에는 총유전율이 작아지고, 병렬인 경우에는 총유전율이 증가한다.

실제 복합화된 기판 재료에서 유전율이 다른 두개의 물질은 직렬 혹은 병렬의 정열한 형태의 구조를 갖지 않으며, 직렬과

병렬이 혼재하는 모델을 나타낸다. 따라서, 분말상인 다른 재료와의 혼합비 및 혼합형태(직렬, 병렬 및 이들의 혼합정도)에

따라 Lichtenecker 방정식에서 지수 값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도 1에 나타내었다. 도 1에서 Kd'는 2성분 배합시 구형

입자(예를들어 충진제)의 유전율을 그리고 Km'은 매질(예를들어 수지)의 유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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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값 n이 -1인 경우가 100% 직렬인 경우이고, n값이 1인 경우가 100% 병렬의 경우이다. 분말을 랜덤하게 분산하면 이

들 둘 사이의 어떠한 지수값을 갖으며, 지수값은 직렬의 식에 가깝게 되고, 따라서, 유전율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수지와 강유전체의 혼합재료는 매트릭스가 되는 수지,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는 유전율이 매우 낮고 분말의 유전율을

향상시켜도 직렬연결의 캐패시터 형태가 형성됨으로 전체 유전율은 유전율이 낮은 에폭시 수지의 값에 지배를 받게 된다.

한편, 재료의 유전율은 수지의 체적에 대한 분말의 체적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전율이 큰 재

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체 조성물중 강유전체 분말의 체적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분말의 체적 비율은 인쇄회로

기판 적층공정상의 허용한계로 인하여 쉽게 증가시킬 수 없으며, 그 비율을 높이면 세라믹이 브리틀(brittle)해져서 공정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갖는다. 따라서, 에폭시 수지의 고유한 플랙서블(flexible)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유전율을 향상시

키기 어렵다.

또한, 수지에 전도도가 우수한 충진제(filler),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속분말을 첨가하여 재료의 유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 이용되어 왔다. 충진제를 첨가함으로써 실재 양전극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캐패시터의 거리가 좁아진 상태

로 바뀐 것과 같은 효과를 갖으며, 따라서 겉보기 유전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금속분말과 같이 전도도가 우수한 충진제(전도체)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유전파괴가 일어나기 쉽다. 즉, 수지에 금

속분말을 첨가하는 경우, 전도체가 일정 체적비 이상으로 첨가되면, 혼합규칙에서 논의되는 퍼콜레이션(percolation)이 발

생하여 전도체막화되고, 유전체막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일정량 이상의 금속분말이 첨가되는 경우에 퍼콜레이

션 현상을 일으킴으로 금속분말등 전도체 충진제는 그 첨가량이 한정된다.

또한, 금속분말과 같은 전도체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맴돌이 전류로 인하여 손실

이 증가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수지에 금속성분을 첨가함으로써 재료의 유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2-334612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금속분말 첨가시 발생되는 퍼콜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속 분말 표면에 절연가능한 유전층을 코팅

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금속 입자들간의 퍼콜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와 유전층의 유전율을 향상시키는 효과

를 갖으나, 여전히 높은 손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의 목적은 수지와 반도성 충진제(filler)를 포함하는 유전율이 우수하고 손실이 작은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지와 반도성화 강유전체를 포함하는 유전율이 우수하고 손실이 작은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로 형성된 캐패시터층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로 형성된 캐패시터층을 갖는 인쇄회로 기판을 제공하

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1견지에 의하면,

열가소성 혹은 열경화성 수지 40-99vol%와 반도성 충진제 1-60vol%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2견지에 의하면,

열가소성 혹은 열경화성 수지 40-95vol%와 반도성화 강유전체 5-60vol%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3견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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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로 형성된 캐패시터층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4견지에 의하면,

본 발명의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로 형성된 캐패시터층을 갖는 인쇄회로기판이 제공된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종래 유전율을 확보하기 위한 복합재료로 수지와 유전체 혹은 전도성 물질이 함께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유전체는 첨가

에 따른 유전율 증대효과가 저조하고, 전도성 물질은 첨가에 따른 손실이 크며, 유전체 혹은 전도성 물질의 첨가량 또한,

물성으로 인하여 제한된다.

본 발명에 의한 수지와 반도성 재료 또는 반도성화된 강유전체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을 높은 유전율과 낮은 손

실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구현에 있어서, 수지와 함께 종래의 유전체 대신에 유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료로서, 반도성 충진제가 사용

된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에 있어서, 상기 반도성 충진제(filler)는 다른 충진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에 있어서, 상기 반도성 충진제는 손실감소를 위해 표면에 절연층을 형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에 수지로는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가소성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열경화성 수지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용될 수 있으며,이로써 한정하는 것은 아니나,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폴리 이미드 수지, 멜라민 수지, 시아네이트 수지, 비스말레이미드수지 또는 이들의 디아민 부가중합물이 사용

될 수 있다. 이러한 열경화성 수지는 단독 혹은 혼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열경화성 수지중 내열성이 우수한 것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내열성, 가공성, 가격등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에폭시 수지가 특히 바람직한 것이다.

에폭시 수지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써 한정하는 것은 아니나, 예를들어, 페놀 노블락형

에폭시수지, 크레졸 노블락형 에폭시수지, 비페닐형 에폭시수지, 비페닐 노블락형 에폭시수지, 트리스 히드록시 페닐 메탄

형 에폭시수지, 테트라 페닐 에탄형 에폭시수지, 디시클로 펜타디엔 페놀형 에폭시수지 등의 방향족환을 포함하는 에폭시

류 화합물의 수소 첨가 화합물, 지환식 에폭시 수지 혹은 시클로헥산 옥시드의 각종 유도체, 테트라브로모 비스페놀 A형

에폭시 수지등의 할로겐-함유 에폭시 수지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들은 단독 혹은 혼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수지와 반도성 충진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은 이 기술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첨가되는 경화제, 분산제 및/또는 기포제거제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의 종류 및 사용양은 이 기술분야에 일반적으로 알

려져 있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이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적합하게 선정하여 사용가능한 것이다.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가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에폭시 수지 경화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한정하는

것은 아니나, 에폭시 수지의 경화제로는 페놀 노블락등의 페놀류, 디시안 구아니딘, 디시안 디아미드, 디아미노 디페닐 메

탄, 디아미노 디페닐 술폰 등의 아민계, 무수 피로메리트산, 무수 트리메리트산, 벤조페논 테트라 카르본산 등의 산무수물

경화제가 단독 또는 혼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열가소성 수지 또한, 이 기술분야에 알려져 있는 어떠한 열가소성 수지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써 한정하는 것은 아니나,

페녹시 수지 혹은 폴리 에테르 술폰 수지가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전체 성형용 조성물은 상기 수지와 함께 유전성 증대를 위해 반도성 충진제(filler)를 포함한다. 반도성 충진제는 평균입

경이 0.01~50㎛인 것이 사용될 수 있다. 반도성 충진제의 평균입경이 0.01㎛ 미만이면, 고르게 분산시키기 어려우며, 50

㎛를 초과하면 캐패시터 제조시 성형성이 저하되고, 동공(void)이 발생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도성 충진제로는 어떠한

비화학양론적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평형상태에서 반도성을 띄는 ZnO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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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성 충진제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은 상기 수지 40-99vol%와 반도성 충진제 1-60vol%를 포함할 수

있다.

반도성 충진제의 함량이 1vol% 미만인 경우에는 종래 고유전체 충진제가 사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유전율 상승효과가 미

비하고, 손실은 상대적으로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60vo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은 손실값으로 인하여 절연성이 저하

되고 임피던스 값이 증가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상기 반도성 충진제를 포함하는 유전체 성형용 조성물은 유전율이 증대되나, 이와 동시에 유전손실이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손실 증가를 방지하여 유전손실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유전성 절연체를 반도성 충진제와 함께 사

용하거나 혹은 반도성 충진제 표면에 절연층을 형성하여 사용한다.

반도성 충진제와 함께 손실값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강유전성 절연체 충진제로는 이로써 한정하

는 것은 아니나, 예를들어, BaTiO3, PbTiO3, PMN-PT등의 Pb계, SrTiO3, CaTiO3 또는 MgTiO3등의 강유전성 절연체가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강유전성 절연체 충진제는 필요에 따라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총 체적에 대하여 최고 59vol%, 바람직하게는 10-

59vol%로 사용될 수 있다. 강유전성 충진제는 손실값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첨가되는 것으로 첨가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수지와 반도성 충진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조성물은 우수한 유전율을 나타낸다. 강유전성 첨가제가 조성

물 총 체적의 59vol%을 초과하여 첨가되면, 낮은 가공성을 나타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강유전성 절연체 충진제가 첨가되는 경우, 조성물중 총 충진제의 양은 반도성 충진제와 강유전성 절연체 충진제를 혼합 충

진제의 양이 조성물의 1-60중량%이 되도록 첨가된다.

강유전성 첨가제 또한, 반도성 첨가제와 같은 이유로 평균입경이 0.01~50㎛인 것이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반도성 첨가제의 첨가에 따른 손실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성 충진제 표면에 절연층을 형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절연층은 반도성 충진제 표면에 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형성하거나 혹은 반도성 충진제 표면을 열처리하여 산화층

을 형성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절연성 재료로는 이로써 한정하는 것은 아니나, BaTiO3 또는 Pb-계 강유전성 물질이 반도성 충진제의 유전율을 크게 낮

추지 않고 절연층을 형성할 수 있음으로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반도성 충진제 표면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는 절연성 재료를 액상 코팅법으로 반도성 충진제 표면에 코팅한 후, 열처리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절연성 재료는 반

도성 충진제의 체적을 기준으로 70-95vol%, 바람직하게는 80-90vol%로 반도성 충진제의 표면에 코팅한다. 절연성 재료

함량이 70vol% 미만인 경우에는 액상의 절연성 재료가 반도성 충진제 파우더 입자에 충분히 웨팅(wetting) 및 코팅되지

않으며, 95vol%를 초과하면 코팅된 파우더 형성시 파우더의 결정성이 저조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액상 코팅법으로는 졸-겔 코팅법 및 분무법등이 이용될 수 있다. 액상 코팅후에 산화분위기하에서 700∼1300℃로 30분

∼2시간, 바람직하게는 30분-1시간동안 열처리한다. 700℃미만으로 열처리시에는 절연성 재료가 반도성 충진제의 베이

컨시(vacancy)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1300℃를 초과하여 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치밀화가 일어나

물성이 변화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열처리시간이 30분 미만이면 절연층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며, 2시간을 초과하면

절연층이 두꺼워져 유전율이 저하된다.

반도성 충진제의 절연층은 또한, 반도성 충진제를 열처리함으로써 표면을 산화시켜 형성할 수 있다. 열처리는 산화분위기

에서 700~1300℃로 30분-2시간, 바람직하게는 30분-1시간동안 행할 수 있다. 700℃미만으로 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산

소가 반도성 충진제의 베이컨시에 충분히 확산되지 않아 표면 산화층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으며, 1300℃를 초과하여 열

처리하는 경우에는 열처리에 의한 입성장 등의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열처리시간이 30분 미만이면

절연층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며, 2시간을 초과하면 절연층이 두꺼워져 유전율이 저하된다. 표면 열처리에 의해 형성된

산화물층이 절연층으로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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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층이 형성된 반도성 충진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의 경우, 조성물은 수지 40-95vol%와 절연층이 형성된 반도성 충진제

5-60vol%를 포함할 수 있다. 반도성 충진제 표면의 산화 혹은 절연성 처리로 인하여, 표면처리되지 않은 반도성 충진제에

비하여 유전율이 다소 감소함으로 절연층을 갖는 반도성 충진제가 5vol% 미만으로 함유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유전율 값

을 얻지 못한다. 또한 60vol%를 초과하는 양으로 배합되는 경우 성형성이 저하되어 시트(sheet)를 제조하기 어렵다.

절연층이 형성된 반도성 충진제 또한, 평균입경 0.01~50㎛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입경이 0.01㎛ 미만이

면, 고르게 분산시키기 어려우며, 50㎛를 초과하면 캐패시터 제조시 성형성이 저하되고, 동공(void)이 발생함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 수지와 절연층이 형성된 반도성 충진제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에 강유전성 절연체 충진제가 상기

배합비로 또한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수지와 반도성 충진제를 상기 비율로 포함하는 조성물의 경우, 20이상, 바람직하게는 50이상의 유전율 그리고 5이하, 바

람직하게는 1이하의 유전손실을 나타내는 유전체를 형성한다. 또한, 수지와 반도성 충진제를 포함하는 상기 본 발명의 유

전체 성형용 조성물은 고유전율의 내장형 캐패시터층 및 이를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에 이롭게 이용가능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에 있어서, 수지 및 반도성화 강유전체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

강유전체는 반도성화 처리되어 유전물질로 사용된다.

상기 수지와 반도성화 강유전체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에서 수지로는 상기 수지와 반도성 충진제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경화제, 분산제

및/또는 기포제거제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강유전체는 강유전체를 열처리하거나 혹은 강유전체 표면에 특정한 첨가제를 도핑한 다음 열처리하여 반도성화할 수 있

다. 반도성화 강유전체를 사용함으로서 종래의 강유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전율은 상승하나, 유전손실은 증가

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한다.

강유전체로는 BaTiO3, PbTiO3, PMN-PT 등의 Pb-계, SrTiO3, CaTiO3 또는 MgTiO3등이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즉, 강유전체를 산화분위기, 환원분위기 혹은 진공분위기하에서 800~1300℃, 바람직하게는 1000∼1300℃에서 30분-2

시간동안 열처리하여 산소 베이컨시를 증가시킴으로써 반도성화할 수 있다.

800℃보다 낮은 온도 혹은 30분미만으로 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산소 베이컨시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며,

1300℃를 초과하거나 2시간이상 열처리하는 경우에는 베이컨시 형성 후, 입성장이 일어나 오히려 유전율이 감소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열처리는 산화분위기, 환원분위기 혹은 진공분위기에서 행할 수 있다.

산화분위기 열처리는 N2 가스, H2 가스, 혹은 N2 가스와 H2 가스를 혼합하여 산소 분압을 조절하거나, 공기중에서 혹은 산

소 가스를 주입한 다음 상기 온도 범위로 열처리하는 것이다. 산화분위기에서는 강유전체의 내부에서 외부로의 확산에 의

해 내부에 베이컨시가 형성된다.

환원분위기 열처리는 N2 가스, H2 가스, 혹은 N2 가스와 H2 가스를 혼합하여 산소 분압을 조절한 다음 상기 온도 범위로

열처리하는 것이다. 상기 온도범위에서 열처리함으로써 낮은 산소분압으로 인하여 산소 베이컨시가 발생하고, 이러한 산

소 베이컨시가 강유전성 재료에 반도성을 부여한다.

진공분위기에서의 열처리는 진공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산소 베이컨시의 생성량을 조절한다. 진공분위기에서 열처리하면

산소 베이컨시가 증가하여 반도성을 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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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강유전체의 반도체화는 강유전체에 첨가제를 도핑한 다음 상기한 바와 같이 강유전체를 산화분위기, 환원분위

기 혹은 진공분위기하에서 800~1300℃, 바람직하게는 1000∼1300℃에서 30분-2시간동안 열처리하여 반도성화할 수

있다.

도핑되는 첨가제(이하, '도핑첨가제'라 한다.)로는 Mn, Mg, Sr, Ca, Y, Nb 등의 2+, 3+, 5+ 산화물, 또는 Ce, Dy, Ho,

Yb, Nd 등 란탄계 원소의 산화물이 단독 혹은 혼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도핑첨가제는 강유전체 1mol당 0.01mol%-5mol%, 보다 바람직하게는 1-2mol%로 첨가될 수 있다. 도핑첨가제 함

량이 0.01mol%미만이면 유전율 상승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 베이컨시등의 결함양이 적어 유전율 상승 효과가 미미하

고, 5mol%를 초과하면 2상 형성으로 오히려 유전율이 감소한다. 도핑첨가제 첨가 후 열처리는 상기 강유전체의 열처리와

동일한 방법을 행할 수 있다.

수지와 반도성화된 강유전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은 수지 40-95vol%와 반도성화 강유전체 5-60vol%를 포함한다. 바람직

하게는 수지 50-70vol%와 반도성화 강유전체 30~50vol%를 포함한다. 상기 반도성화 강유전체 함량이 5vol% 미만이면

유전율값이 작으며, 60vol%를 초과하면 성형성이 저하된다.

수지와 반도성화 강유전체를 상기 비율로 포함하는 조성물의 경우, 20이상, 바람직하게는 50이상의 유전율 그리고 1이하,

바람직하게는 0.1이하,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0.05이하의 유전손실을 나타내는 유전층을 형성하며, 특히 고유전율의 내장

형 캐패시터층 및 이를 포함하는 인쇄회로 기판 형성에 이롭게 사용될 수 있다.

열처리 혹은 도핑첨가제 첨가후 열처리하여 반도성화한 강유전체의 경우, 유전율은 강유전체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약 2배정도 증가하며, 손실은 오히려 감소됨으로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내장형 유전체 필름의 제조에 이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상기 수지와 반도성화된 강유전체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내장형(imbedded) 캐패시터용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 50

(1kHz)이상의 고유전율 재료가 얻어진다.

상기 온도처리하여 반도성화된 유전체를 포함하는 유전체 성형용 조성물로 절연필름을 형성하는 경우, 50이상의 유전율

및 0.05 이하의 유전손실을 갖는 우수한 절연 필름을 생성할 수 있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에서는 충진제로서 하기 표 1의 강유전체(BaTiO3), 금속분말(Cu, Ni) 또는 반도성 충진제(ZnO)와 비스페놀 A

를 이용하여 유전체 슬러리를 제조하고, 슬러리로 고유전율 복합재료의 경화체로서 캐패시터층을 제작하여 첨가제 변화에

따른 유전특성을 평가하였다.

충진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각 처리한 후, 평균입경이 약 0.2㎛이 되도록 분쇄하여 20vol%로 비스페놀 A 수지와 혼합

하였다. 한편, 비스페놀 A를 경화제 및 분산제와 함께 아세톤에서 혼합하고 이를 상기 충진제와 배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하

였다. 경화제로는 디시안 구아니딘를 비스페놀 A:경화제가 62:8.5중량비가 되도록 그리고 분산제로는 포스페이트 에스테

르를 조성물의 0.01vol%로 배합하였다.

상기 제조된 각 슬러리를 두께 35㎛인 동판상에 두께 100㎛로 도포하고, 170℃로 20분간 경화하여 유전체층을 제작하고

그 위에 전극을 형성하여 캐패시터층을 제작하였다. 그 후, 1㎑에서 유전체층의 유전율 및 손실값을 임피던스 애널라이즈

(HP4294A)를 이용하여, IPC-TM-650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한편, 각 시험에서 사용된 충진제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1) BaTiO3

(2) 진공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승시킨 후, 110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하여 반도성화한 BaTiO3.

등록특허 10-0586963

- 7 -



(3) CaO를 액상으로 2mol% 도핑한 후, 진공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1100℃에서 1시간동

안 열처리하여 반도성화한 BaTiO3.

(4) CaO를 고상으로 2mol% 도핑한 후, 산화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1100℃에서 1시간동

안 열처리한 다음 진공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110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하여 반도성

화한 BaTiO3.

(5) CaO를 액상으로 2mol% 도핑한 후, 산화분위기에서 790℃로 1시간동안 1차 하소한 후, 진공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1100℃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반도성화한 BaTiO3.

(6) CaO를 액상으로 2mol% 도핑한 후, 산화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1100℃에서 1시간동

안 열처리한 다음 진공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110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하여 반도성

화한 BaTiO3.

(7) Cu분말.

(8)금속분말의 총부피에 대하여 부피비로 90vol%이 되도록 BT를 도핑하고 산화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

를 상승시키고 110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한 Cu 분말.

(9) 금속분말의 총부피에 대하여 부피비로 90vol%이 되도록 BT를 도핑하고 산화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

를 상승시키고 110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한 Ni 분말.

(10) ZnO 2.5vol%와 BCT 17.5vol%

(11) ZnO 5.0vol%와 BCT 15.0vol%

(12) ZnO 7.5vol%와 BCT 12.5vol%

(13) ZnO 10.0vol%와 BCT 10.0vol%

(14) 산화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1100℃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표면 산화절연층을 형성

한 ZnO 분말

[표 1]

   열처리(1100℃)  첨가제  유전특성

 진공  산화  환원  CaO  BCT①  BT②  유전율,K  손실,Df

 (1)  BaTiO3        13  0.05

 (2)  BaTiO3  ○       18.5  0.04

 (3)  BaTiO3  ○    ○    13.4  0.04

 (4)  BaTiO3  ○  ○   ○    17.6  0.04

 (5)  BaTiO3  ○  ○   ○    18.4  0.04

 (6)  BaTiO3  ○  ○   ○    19.1  0.04

 (7)  Cu        쇼트  -

 (8)  Cu   ○     ○  75  2.08

 (9)  Ni   ○     ○  20  0.17

 (10)  ZnO      ○   54.37  0.51

 (11)  ZnO      ○   143.30  3.17

 (12)  ZnO      ○   182.19  1.28

 (13)  ZnO      ○   144.75  1.45

 (14)  ZnO   ○      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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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CT는 Ba(1-x)CaxTiO3(x=0.02)이며,

② BT는 BaTiO3이다.

상기 시험중 본 발명의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충진제를 사용한 (1), (7)내지 (9)의 경우에 있어서, (1)의 경우에는 유전율

이 저조하고, (7)의 경우에는 쇼트가 발생하였으며, (8)의 경우에는 큰 손실값을 나타내며, (9)의 경우에는 손실값에 비하

여 적은 유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전체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본 발명의 방법으로 처리된 첨가제를 포함하는 슬러리를 이용하여 형성한 캐패시터층은 큰 유전율과 작은 손실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11)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손실값을 나타내나, 이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큰 유전율을 나타냄으로 그 전기적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조성물로 제조된 유전체의 유전율은 충진제가 40vol%이상 첨가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나, 본 실

시예에서 얻어진 유전율은 첨가제를 20vol%로 첨가한 슬러리를 이용하여 제조한 캐패시터층에서 얻어진 값으로 충진제

가 40vol%이상 첨가되는 경우, 실시예에서의 유전율 보다 큰, 구체적으로는 2배이상의 유전율을 나타낼 것임을 알 수 있

다.

실시예 2

본 실시예에서 반도성화한 강유전체 재료 A 및 B를 평균입경이 약 1㎛이 되도록 분쇄하여 44vol%로 수지와 배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슬러리 및 캐패시터층을 제조하고 유전율 및 손실을 측정였으며, 그 결과를 하기

표 2에 나타내었다.

상기 재료 A로는 CaO를 강유전체 1mol당 2mol%로 도핑한 후, 진공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승시킨

후, 110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한 BaTiO3 분말을 그리고, 재료 B는 진공분위기에서 1100℃까지 5℃/min로 온도를 상

승시킨 후, 110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한 BaTiO3 분말을 사용하였다.

[표2]

  유전율, K  유전손실, Df

 A  57  0.04

 B  52  0.05

본 발명의 방법으로 처리된 재료 A 및 B를 44vol%로 사용한 경우 50이상의 우수한 유전율 및 작은 유전손실을 나타내었

다.

발명의 효과

반도성 충진제 또는 반도성화 강유전체를 40vol%이상 포함하는 유전체 성형용 조성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유전체는 높은

유전율을 나타낸 뿐만 아니라, 낮은 손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유전율의 내장형 캐패시터층 및 인쇄회로 기판 형성에 이롭

게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열가소성 혹은 열경화성 수지 40-99vol%와 반도성 충진제 1-60vol%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2.

등록특허 10-0586963

- 9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성 충진제는 비화학양론적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성 충진제는 ZnO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는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폴리 이미드 수지, 멜라민 수지, 시아네이트 수지, 비스

말레이미드 수지 또는 이들의 디아민 부가 중합물이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

물.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수지로는 페녹시 수지 혹은 폴리 에테르 술폰 수지가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성 충진제는 표면에 절연층이 형성된 반도성 충진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은 반도성 충진제가 산화분위기하에서 700∼1300℃로 30분-2시간 열처리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은 BaTiO3 또는 Pb-계 강유전성 물질이 액상코팅된 반도성 충진제가 산화분위기하에서

700∼1300℃로 30분-2시간 열처리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수지 40-95vol%와 절연층이 형성된 반도성 충진제 5-60vol%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

용 조성물.

청구항 10.

제 1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나아가 BaTiO3, PbTiO3, PMN-PT, SrTiO3, CaTiO3 및 MgTiO3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최소 일종의 강유전성 충진제를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총 체적의 최고 59vol%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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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성 충진제 및 절연층이 형성된 반도성 충진제는 평균입경이 0.01~50㎛임을 특징

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12.

열가소성 혹은 열경화성 수지 40-95vol%와 반도성화 강유전체 5-60vol%를 포함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체는 BaTiO3, PbTiO3, PMN-PT, SrTiO3, CaTiO3 및 MgTiO3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성화 강유전체는 진공분위기, 산화분위기 혹은 환원분위기에서 800-1300℃로 30분-2시간

열처리된 강유전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성화 강유전체는 강유전체 1mol당 Mn, Mg, Sr, Ca, Y, Nb의 2+,3+,5+ 산화물, Ce, Dy,

Ho, Yb, Nd 란탄계 원소의 산화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최소 일종의 도핑첨가제가 0.01mlo%-5mol%로 첨가

되고, 진공분위기, 산화분위기 혹은 환원분위기에서 800-1300℃로 30분-2시간 동안 열처리된 강유전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성화 강유전체는 평균입경이 0.01~50㎛임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는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폴리 이미드 수지, 멜라민 수지, 시아네이트 수지, 비

스말레이미드수지 또는 이들의 디아민 부가 중합물이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

성물.

청구항 18.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수지로는 페녹시 수지 혹은 폴리 에테르 술폰 수지가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

청구항 19.

청구항 1항, 6항 또는 12항의 유전체 형성용 조성물로 형성된 캐패시터층.

등록특허 10-058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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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청구항 19항의 캐패시터층을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86963

- 1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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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도면1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9
청구의 범위 9
도면 12
 도면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