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LCC에서 발생하는 소음 메커니즘 분석 

Analysis of Acoustic Noise Generation Mechanism of M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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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들의 급속한 발

전에 따라 전자제품들에 대한 제품 경쟁력이 우수

한 구조를 가지는 MLCC 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다. MLCC 는 세라믹 콘덴서의 일종으로서 

안정한 유전특성과 저손실이 특징이다. 특히 매우 

작은 크기에 대용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MLCC 는 최대한 크기를 작게 만들면서 큰 용량

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MLCC 의 내부

는 유전층과 전극층이 교대로 번갈아 가며 쌓여 있

는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내부 유전층 및 전극층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제작하면 제한된 높이 내에 더 

많은 층을 쌓을 수 있으므로 용량을 늘릴 수 있다.   

용량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유전율이 높은 재

료를 사용하는 것인데, 현재 MLCC 에는 고유전율 

재료인 BaTiO3(BT)가 사용되고 있다. BT 는 압전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MLCC에 전압이 

인가되면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구

조적 변형은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구조기인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휴대폰이나 노트

북 등에서 MLCC 에 의해 발생하는 본 소음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떨어트리므로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LCC 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확

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perational Deflection 

Shape(ODS)관찰 실험 및 MLCC 에 관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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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 해석 

2.1 MLCC 모델링 

먼저 MLCC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1

과 같이 실제 모델에 의거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유전체 및 전극의 물성은 문헌을 참고

하여 대입하였다. 해석에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

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다.  

구축된 모델의 모달해석 결과 Fig. 2와 같이 

MLCC의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을 얻을 수 있었

다. 결과 MLCC의 1차 고유진동수가 수MHz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MLCC자체의 공진은 소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1 Finite element model of MLCC 
 

 

1
st

mode : 1.46MHz 2
nd

 mode : 1.47MHz 

3
rd

mode : 1.48MHz 4
th

  mode : 2.27MHz  
Fig. 2 Modal analysis result of FE model of M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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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해석 

3.1 기판 모달 테스트 

다음으로 기판의 모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MLCC가 실장되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므로 변인통

제를 위하여 Fig. 3과 같은 형상의 표준기판을 제작

하여 그에 대한 모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모달 테

스트 시 MLCC의 가진에 의한 모드만을 관찰하기 

위하여 MLCC에 White noise신호를 입력하여 모드

를 추출하였다.  

실험 결과 Fig. 4와 같이 기판의 고유진동수와 모

드형상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기판의 양 끝단이 고

정되어있고, 가운데 MLCC에 의해 가진되는 모드형

상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관찰되는 모드들이 가청대

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소음 테스트  

MLCC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무향실에 표준기판 및 지그를 설치하

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MLCC에 입력되는 신호는 

실제 제품들에서 많이 사용되며, 여러 주파수를 가

진할 수 있는 Fig. 6와 같은 펄스파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Fig. 7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

으며, 이는 앞선 기판의 모드들과 일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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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ndard circuit board with M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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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of CB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MLCC에 의해 발생하

는 소음은 MLCC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MLCC에서 발생하는 가진력이 기판으로 전달되어 

기판의 공진점을 가진함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LCC에서 발생하는 소음 메커니

즘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구축,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표준 기판을 제작하여 모달테

스트 및 소음을 측정하였다. 결과 소음이 MLCC자

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판의 공진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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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input pul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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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coustic noise measurement equipment 

 
Fig. 7 Pulse response of circui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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