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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는 실용상 가격 및 제조

방법등의이점때문에현재전해커패시터중에가

장 넓게 사용되고 있는 수동부품이다. 전해 커패시
터는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와탄탈륨전해커패시

터로구분되며, 알루미늄이탄탈륨에비해서우수한
자기회복능력 (Self healing action)과무가연성이라
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알루미늄전해커패시
터는 고순도 알루미늄 박 표면에 형성된 유전체로

알루미늄산화피막을 (+)전극에사용하며, (-)전극에
에칭된 알루미늄 박, 전해액, 전해지 (Separator)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적 방법으로 생성된 유전체인
알루미늄 산화피막 (Al2O3)은 매우 얇은 막으로 정
류특성을가지고있고또한고순도알루미늄박을유

효 단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해 에칭하여 사용한다.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의기본적인구조는그림 1

과같다.
전기회로부품으로쓰이는알루미늄전해커패시

터는에칭된알루미늄을양극산화시켜서알루미늄

산화피막 (γ-Al2O3)을유전체로하는구조로되어있
으며입방정{100}<001> 집합조직을가진고순도알
루미늄박을묽은염산에에칭함으로써박표면에수

직하게성장한직경 1~2 ㎛인관통형터널피트를단
위면적당 약 107개 정도 형성하여 정전용량을 극대

화시킨 것이다. 전해 커패시터 박의 표면적 확대를
극대화하려면 전해에칭 조건이 최적상태가 되어야

한다.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슬림화에 맞추어 전해
커패시터도정전용량을극대화시켜 User들의소형
화요구에대응하고있다 [1].
전해커패시터의정전용량은그림 2와같은구조

를갖는커패시터라고가정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

김성호 전문위원 ((재)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컨택센터)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구조 및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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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구조. 그림 2. 커패시터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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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커패시터에충전되어지는전하의양 (Q)

Q = CV (Coulomb)

여기서, C : 커패시터의정전용량 (F)
V : 인가전압 (V) 

여기서,
C : 정전용량 (㎌/㎠)
S : 전극의표면적 (㎠)
ε: 유전상수 (εAl2O3 = 8.8)
d : 유전체막의두께 (㎝)

위의 식에서 정전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전

극의표면적을극대화시켜야함을알수있다. 따라
서단위면적당정전용량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표

면적확대율을늘일수있는기술이요구된다. 표면
적확대는염소이온 (Cl-)을함유한전해액에서전해
에칭에의하여알루미늄박의표면적을확대시킴으

로써소형화에기여하고있다.
알루미늄박을묽은염산용액에서전해에칭하여

에칭피막의밀도를증가시켜표면적을확대하기위

해서는입방정조직 (100)<001>을갖는박을사용하
여야한다. 특히, 중•고압용알루미늄전해커패시
터 양극박의 경우 입방정 집합조직의 부피 분율은

약 80% 이상으로유지시켜야한다. 이러한알루미늄
을선택적부식특성을이용하여표면적이확대된알

루미늄박이전해커패시터의양극박으로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해콘덴서의 중•고압용 양극박으로
이용되고있는알루미늄박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

불순물은 Fe, Si, 및 Cu이다. 알루미늄에 존재하는
Cu는염소이온을함유한전해액에서부식을촉진하
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알루미늄박에존재하
는 Cu가전해액중의용존산소나환원성물질의환
원자리를제공할수있는음극으로작용하여알루미

늄 용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전위까지 분극시키기 때

문이다. 그리고 Fe는에칭후고압의양극산화중에

유전층피막의파괴를조장하기때문에알루미늄박

에함유된 Fe는가능한적게하여야한다. 이러한이
유 때문에 전해 커패시터의 양극용 알루미늄 박을

99.99% 이상의 고순도 알루미늄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중•고압용양극박의경우알루미늄의결정입
자들을 입방정 집합조직 (100)<001>이 필수적으로
형성되어관통형터널의형태로에칭이되어야하기

때문에 99.99% 이상의고순도알루미늄박을사용해
야한다 [2].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에대한유전체의성능평

가와 신뢰성등에 대한 연구 논문의발표가 있었지

만,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를 제조를 하는 방법과
그구성부품들에대한중요성들이간과되어왔다따

라서본고에서는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의제조공

정 및구조의 특이성으로 발생되는여러 가지 문제

들과개선방향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구성요소

우선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알루미늄 전해 커

패시터의구성요소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알
루미늄전해커패시터는 (+)전극박, (-)전극박, 세퍼
레이터및소자고정용테이프, 구동용전해액, 알루
미늄 케이스, 봉구재, 외부단자, 외부단자와 내부단
자의고정재, 안전장치, 케이스고정재, 케이스덮개
등으로이루어져있다.
그림 3에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를제조하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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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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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정을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그림 4와 표 1에는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를구성하는부품을나타냈

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는
(+)전극, (-)전극그리고양전극이직접접촉하지않
도록양전극사이에전극

보다약간넓은폭을세퍼

레이터 2장을 양 전극 사
이에 넣어서 두루마리와

같은 원통형 상태로 말고,
마지막에 풀리지 않도록

접착테이프로 고정시킨

다.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
터 내부 소자는 대부분의

경우 (-)전극이 (+)전극을
완전히 감싸도록 하며, 가
장 외부에는 세퍼레이터

또는 (-)전극이 보이도록
한다.

3. 양극 및
음극 전극제조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

터는가장중요한것이유

전체전극만들기즉알루

미늄 박 (Foil)의 에칭

(Etching)과 화 성

(Anodizing) 공정이다. 에
칭과 화성공정은 알루미

늄전해커패시터의제조하는공정에서다루지않고

별도로분리되어에칭박과제조와화성박제조를전

문으로 하는 별도의 업체들이 있고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에칭박과 화성박

을 구입하여 제조를하고 있는 것이 현재업체들의

현실이다.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는 (+)전극 및 (-)전극 모

두에에칭된알루미늄박을사용하고있으며, (+)전
극은두께가 40~105 ㎛정도이고, 에칭처리한후화
성 (Anodizing)이라는별도의공정을거쳐알루미늄
산화피막을표면에형성시킨알루미늄전극박이며,
(-)전극은두께가 15~60 ㎛정도이고특별한경우의
제품을빼고는알루미늄산화피막을만들지않고사

용한다. 그러나 (-)전극에 사용되고 있는 에칭 알루
미늄 박은 표면이 공기중에서 자연 산화피막이쉽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그림 4.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구성 요소.

표 1.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부품 List.

No Item Material

① Lead wire Aluminum 99.99% or 99.92%

② Terminal Tinned copper-ply wire

③ Sealing pad EPT 100% or I.I.R.

④ Case Aluminum 99.5%

⑤ Sleeve PVC (poly Vinyl Chloride)

⑥ Al-foil (anode) Formed aluminum 99.99% or 99.98%

⑦ Al-foil (cathode) Etched aluminum 99.7%, 99.4%, 98.0%

⑧ Separator (paper) Esparto + manila pulp, Kraft pulp

⑨ Adhesive tape Polypropylene film (#744)

⑩ Electrolyte Chemical

그림 5. 알루미늄 에칭박의 단면.

그림 6. 알루미늄 에칭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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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형성되지않도록안정화처리를제조공정에서별

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화 처리를 하여도
기본적으로알루미늄표면에는매우얇은산화피막

이존재하게된다. 그림 5와그림 6에알루미늄에칭
박의단면과제조공정을나타냈으며, 그림 7과그림
8에는 에칭된 알루미늄 표면에 유전체 산화피막을
성장시키는 화성박과 화성공정에 대하여 나타내었

다.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의양극에는앞에서설명

한 것처럼 알루미늄을 에칭 후 유전체 산화피막이

성장되어있는화성박을사용하며그림 9에그대표
적인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전극 및 (-)전극
구조를나타냈다. 그림 9의오른쪽은대형커패시터
를 구성하는 전극의 구조이며, 왼쪽은 소형 알루미
늄전해커패시터의전극구조이다. 그림 9에서와같
이전극의내부전극인출단자는 0.2 mm 정도의두
께를 갖는 알루미늄 리드판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리드판인 내부단자와 전극을 냉간용접 (Cold
welding) 방법또는가체법을이용하여전극과접합
을 시킨다. 냉간용접법은 여러 곳을 압착하여 용착
상태를만들어서접합시키는것이고, 가체는바늘침
이전극과리드를관통하고관통할때생긴꽃잎모

양의리드돌출부를압착시켜전극과접합시키는방

법을사용한다. 이와같은방법으로전극과내부리

드단자를 접합시킬 때 용

착 (금속결합)부가 잘 생
기도록 제조공정에서 조

건을잘설정해야하며, 만
약 접합이 잘되지 않으면

접촉 불량을 일으키는 주

요인자가된다. 전극과인
출 단자의 용접부 사진을

확대하여 그림 10에 나타
냈다. 그리고그림 11에는
(+)전극, (-)전극, 세퍼레이
터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

해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

터의 소자 분해도를 나타

냈다. 이처럼소자를제조
하는 공정에서 그림 12에

서나타낸것처럼유전체산화피막이손상되기때문

에 전해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는 에이징

(Aging) 공정을 통하여 손상된 유전체 산화피막을
일정부분회복시켜누설전류를최소화시키고있다.

Special Thema

그림 7. 알루미늄 양극 산화된 양극박의 단면.

그림 8. 알루미늄 화성 공정.

그림 9. 전극 구조도.

그림 10. 전극과 인출단자 용접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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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스 및 절연재

보통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의케이스는알루미

늄순도가 99.0% 정도인것을사용하고있다. 가격적

으로 저렴하고, 가공성이
우수하며, 전해액이 침투
되지 않고 전해액을 오염

시키지도 않는 특성을 가

지고있다. 또한상당히큰
압력에도 견디고 두께와

중량도 작으면서 열 전도

성이 우수하여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잘

방출한다. 이와같은여러
가지장점을가지고있으나단점으로는전기절연성

이없다는게가장큰단점이다.
그래서현재알루미늄케이스를절연하는용도로

는 폴리염화비닐 (Polyvinyl chloride), 폴리에스테
르,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또는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가 주
로 사용된다. 그림 13은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종류별 구성 요소를 나타냈으며, 그림 14에는 외부
절연피복형상을나타냈다.

5. 안전장치의 구조

일반적으로전해커패시터는정격범위에서사용

할 경우는 용기 내부의 압력이 폭발할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격보다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때, 높은전압에서사용할때, 허용리플전류
이상의 교류전류를 흘렸을 때, 실수로 양극과 음극
을반대로접속했을때, 오랫동안사용하지않고방
치되어품질이나빠진상태에서갑자기전압을가했

을 때, 커패시터 제조공정에서 작업실수가 있을 경
우에는수소가스가발생하고때로는산소가스도발

생할가능성이있다. 또한전해액은온도가정격온
도범위를넘는조건에서는증발하여가스가발생할

수있다. 이와같은여러가지조건에서는커패시터
내부에서기체압력이상승해서내부압력이증가하

면폭발하는아주위험한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그래서전해커패시터제조업체에서는제조자의

실수뿐만아니라사용자의실수로커패시터가폭발

하는것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안전장치를설치한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그림 11.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소자 분해도.

그림 12. 손상된 유전체 산화피막 복원 개략도.

그림 13.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종류별 구성 요소.

그림 14.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절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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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커패시터 내부에서 가스가 천천히 발생할 경우
는케이스내부에서안전장치를통하여외부로빠져

나가게 하는 것과 일정한 압력이상이 될 경우에는

리드가단락되도록하는안전장치를사용한다.

6. 전해 커패시터의
구조상 주의해야 할 것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가오랫동안안정되게역

할을할수있도록하는데중요한것은다음과같은

여러가지주의할것이있다.

①각전극에서외부단자까지의각접속부가오랫

동안안정할것

②전해액이 빠져나가 외부를 오염 시키지 않을

것

③전해액이증발해서케이스내부소자가건조해

지지않을것

④전극에변질이나부식이일어나지않을것

(1) 전극의접속부
전극박은 내부 단자와 일체이면 좋지만 보통은

내부 리드단자와 접속되어 있다. 알루미늄 전해 커
패시터의전극은그림 9의왼쪽과같이내부단자의
탭부가 리드선과직접 용접되어 있는 경우는그 접

속수를포함해서 2군데의접속부가존재한다. 리드
선모양이아닐경우에는중간에알루미늄을압착한

부분이있기때문에결국전극에서외부단자까지의

사이에는 3곳의접속부가존재한다. 그리고 (+)전극
과 (-)전극이있기때문에접속부는 2배로증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일반적인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
는 4∼6 곳의접속부가존재한다. 이접속부중한곳
이라도불안정하게되면커패시터는사용할수없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루미늄은 금속으로 전
기의양도체이므로조금만접촉되어있으면전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접속이 잘

되어있지않게되면전기적으로부도체가될수있

다는것이다. 
알루미늄과알루미늄판또는알루미늄판과다른

금속판과의사이에 확실한 접속을 할수 있기 위해

서는상호판사이에금속결합이생기도록만들어주

면 된다. 여기서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한
곳과같이판과판의접합면을금속원자가결합하는

거리까지 접근시킨 결합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합
을시키는데는용접과같이가열해서판사이를용

융하는 것이가장 좋지만 매우강한 힘으로 압착을

시키면 2개의판은용착과같은결합을한다. 2장의
알루미늄박을겹쳐서가위로자르면붙어있던부분

에서용착과같은결합이생기고, 2장의알루미늄전
극을끝이작은망치로두드려도융착이일어난다.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에있어서는전극과내부

리드와외부리드의접속방법과기술이제품의성능

을좌우하는아주중요한공정이므로접촉저항을특

별히관리해야한다.

(2) 전해액의양문제
전해커패시터의기능면에서보면전해액이많을

수록좋을것이다. 전해액의양이적으면손실이커
지고 정전용량도 작아지게 된다. 또 오랜 시간동안
사용해서전해액이증발되었을때특성이쉽게나빠

지게 된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전해액이 많으면
커패시터 용기 밖으로 새어나오기 쉽다. 내부의 액
체가 외부로나오지 않는 완전한용기와 패킹 장치

를설계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전해액양이
많이 들어있으면 커패시터 용기밖으로 내부의 전

해액이 흘러나와서 다른 부품 또는 PCB 회로 기판
을 부식시킬수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내부 소자에

너무 많지않게 적당량의 전해액을가지게 하는 것

이매우중요하다.

(3) 밀폐구조
커패시터 내부의 전해액이 새어 나오기도 하고

전해액속의수분이증발해서커패시터소자가건조

해지면곤란하기때문에커패시터용기를밀폐시켜

야 한다. 그러나 커패시터 용기를 완전히 밀폐시키
면전해커패시터를사용하는중간에미량이지만이

온전류가있고물분해에의한가스가발생하기때문

에 커패시터 내부의 압력이 점차 증가하여 위험한

상태가될수있다. 따라서이상적인밀폐는커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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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용기 내부의 압력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미량의

가스가외부로흘러나올수있도록밀폐구조를설계

해야한다. 그러나외부의습기가용기내부에침투
하거나전해액이바로건조되게해서는안된다. 즉
적당한조건이있다. 현실적으로완전밀폐는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완전히 밀폐했다고 해
도전해커패시터를고온에서수명시험을하고중량

을 측정해보면 대부분 중량 감소가 일어난다. 아무
리밀폐를완전히한커패시터라도전해액의일부가

패킹고무와알루미늄케이스사이및리드단자통

과부에기밀성이불완전한부분을통하여외부로빠

져나간다는것을의미한다.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의고장모드및메커니즘

본문에서는실제로많은전자제품에사용되는가장

기본적인부품인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를시료로

하여 부하경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는피막복귀성능이우수한전해액을이용

하고 있다. 따라서 피막의 결점부에 대해서 신속하
게피막을 생성하기 때문에쇼트 또는 파손이란 파

국적인 고장에 이르는 것은 드물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전해액이서서히밀봉고무에서투과되면서특

성불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불량은정전용량

이점차감소하는열화적고장이대부분이다.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고장 메커니즘, 즉 열

화에의한정전용량의감소는전해액의증발이가장

큰요인이다.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의양극이알

루미늄판과전해액에의한산화피막이되므로단면

적은알루미늄판에전해액이얼마나확산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전해액의 양이 적을수록 확산
되는 면적은 작아지고, 이것은 정전용량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정전용량의 감소, 즉 전해액의 Dry
up 이주고장메커니즘이라할수있으며, 확산메
커니즘은그림 15에나타내었다. 

(1)의경우밀봉고무체속으로의투과이며, 
(2)는밀봉고무와리드선틈새에서의누설, 
(3)의경우는밀봉고무와알루미늄케이스틈새에
서의누설로써

확산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고장분석결과, 주요고장모드는정전용
량의감소, 그주된메커니즘은전해액의 Dry up이
다.

(4) 전극단자들의변질과부식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를오랫동안사용하게되

면전극, 내부단자, 리벳등에서부식이발생하여고
장의 원인이 된다. 이것들은 사용 중에는 정전위가
되기때문에표면에양호한산화피막을가질필요가

있다. 그러나 리벳을 사전에 화성하기는 곤란하며
내부단자도 화성한 후에 가공하여 흠집이 생긴다.
마찬가지로전극도피막이없는절단면을가지고있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그림 15.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Dry-up 메카니즘. 그림 16. 전해액과 반응하여 부식된 박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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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보호피막이 없는 부분에 피막을 만들어

주려면조립후에해야한다. 따라서조립을완료할
때까지전극, 내부단자, 리벳등이산화피막이만들
어지기쉽게사전에전처리를해주어야하고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염소이온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전극이
변질과 부식은 전극표면에서 전해액과의 반응으로

생긴다. 그림 16은 전해액과 반응하여 표면이 부식
된알루미늄전극박의표면사진이다.

7. 결 론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는유전체로알루미늄산

화피막을사용하고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를제조

하는 공정 중에서 유전체 산화피막이 손상을 입게

되어 누설전류 및손실 등이 다른 커패시터에비해

높은수준이다. 제조공정중에발생하게되는유전
체산화피막을복원시키는전해액을제조하는기술

과에이징공정조건등이주요설계인자이며, 또한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에사용되고있는대부분의

전해액들은 유전체 산화피막을 복원시켜주는 역할

도 하는 반면 알루미늄 금속을 부식시키는 역할도

동시에하고있기때문에전해액을어떻게제조하고

pH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매우중요한인
자이다.
또한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의전해액은커패시

터가 회로 중에 사용되는 중에는 충•방전에 따른

발열및전기화학반응으로수소또는산소 gas화되
어밀폐용기를통하여커패시터외부로조금씩유출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패시
터내부에서전해액과알루미늄전극과의반응을억

제하는방법과내부에서발열이발생하지않도록접

촉저항을최대한줄일수있는제조방법을개선해야

한다. 특히 단자 전극과 내부단자의 접촉저항과 외
부로전극인출하는외부단자의접촉부의접촉저항

을최대한작게하는것이주요인자이다. 중압용전
해커패시터에있어서는전류의흐름이크기때문에

소형전해커패시터보다접촉부의접촉저항을최소

화할수있는방안을고려하여야한다.

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가전자기기의수명을결

정하는부품으로평가하고있는것도다른부품들에

비해수명이짧기때문이므로전해커패시터의보증

수명을 보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전극, 전
해액, 및 제조공정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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