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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MLCC는 작은 크기에 용량이 크며, 기판 위 실장

이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종류의 콘덴서들 중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MLCC

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록 

소음 레벨이 크지는 않지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사용자가 가까이에 놓고 사용하는 기기들의 경

우 이런 작은 소음이 편의성을 저감시키므로 저감

시킬 필요가 있다.  

MLCC 는 세라믹 콘덴서 중 적층되는 타입으로서 

내부 유전층에 BT 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BT

는 높은 유전율을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압전성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콘덴서에 전기장이 가해지면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구조기인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MLCC 에 의해 발생하는 소

음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저감시킬 수 있다. 

먼저 MLCC 자체의 진동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는 소음원 자체의 크기를 저감함으로서 전체 소

음을 저감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Solder 의 재

료 및 형상을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이

는 소음의 전달 경로를 변경하여 에너지가 효과적

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서 소음을 저감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기판단위에서의 수정을 

통해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판단위에서 소음을 저감하기 위

하여 기판의 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판 위 

MLCC 실장위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음이 얼마

나 저감되었는지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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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판 동특성 분석 

2.1 Impact Testing 

기판의 형상을 통일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MLCC가 실장된 기판의 지그를 제작하였다. 모달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Impact hammer를 이용

하여 가진 하였으며, 데이터는 LMS SCADAS 

Mobile을 이용하여 수집,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 Fig. 2와 같이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

들을 얻을 수 있었다.  

 
2.2 MLCC Excitation 

앞선 실험에서는 기판의 전체 모드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 중 중심에 절선 및 절점이 존재하는 모

드들은 MLCC가 가진될 때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MLCC가 현재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중심이 가진될 때 모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MLCC를 가진하여 모드를 추출하였다. 

 

 
Fig. 1 MLCC and standard circuit board  

 

 
Fig. 2 Modal test result of circuit board (impact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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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해 MLCC에 백색노이즈 신호를 입력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 Fig. 3과 같이 고유진

동수 및 고유모드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결과 기판

의 중심에 절선이 통과하는 모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심의 변형이 큰 

모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소음 저감 기법 

추출된 기판의 동특성을 바탕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앞서 관찰하였듯이, 절

선에 MLCC가 위치하게 되면 해당 모드는 나타나

지 않는 원리를 이용하여 MLCC실장 위치를 적절

히 선정하면, 소음 측정 시 나타나는 큰 공진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Fig. 4와 같이 앞서 추출한 모드들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도시하였다. 그리고 절선을 

많이 포함하는 4개의 MLCC실장점을 선정하였다.  

 

 
Fig. 3 Modal test result of circuit board (MLCC) 

 

 
Fig. 4 Nodal lines of circuit board and selected points 

 

 

 

 

 

 

 

이를 토대로 Fig. 5와 같은 MLCC실장위치 변경 

기판을 제작하였다. 

실장위치를 변경하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Fig. 6

과 같이 Total sound pressure를 측정한 결과 한 

포인트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소음의 레벨이 저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LCC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

하기 위하여 기판의 동특성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MLCC의 실장위치를 변경하여 소음을 측정

한 결과 저감효과를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삼성전기의 진원을 받아 이루어졌으

며, 이에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Fig. 5 Changed location of MLCC at circuit board 

 

 
Fig. 6 Acoustic noise level w.r.t MLCC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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