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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MLCC) makes acoustic noise of electronic devices. Conversed 

piezoelectric effect of dielectric substance consists of BaTiO3 causes vibration of MLCC so it must 

be analyzed to reduce the noise. Thus, finite element model for piezoelectric analysis of MLCC was 

constructed in this paper. Piezoelectric characteristics of MLCC was considered for the accurate 

simulation result. Displacement response for sinusoidal voltage signal was measured and simulation 

result was verified with test result.  

 

1. 서 론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는 크기가 매우 작고 

기판 실장이 용이하며, ESL, ESR 이 비교적 작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에 사용되는 필수 

전기 소자이다. 그러나 전기적으로 좋은 특성을 지

닌 반면에, 유전체 주 재료인 BaTiO3 (BT)는 압전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MLCC

에 전압이 인가되면 역압전효과에 의해 소자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최근 스

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음을 줄이기 위한 MLCC 소자의 구

조적 변경이나 기판 실장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소음 저감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는 소자의 구조변

경의 어려움 때문에 소자 외적으로 납땜 형상이 소

음에 미치는 영향(1) 등에 대한 연구만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에 기

반하지 않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설계변

수 연구 등을 위하여 MLCC 를 실제 제작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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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모델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압전효과를 고려한 

MLCC 의 해석모델을 구축하였으나(2), MLCC 내부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동형상이 

구현되지 않으며, 실제 거동과는 차이가 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LCC 내부구조와 입력 

전압 형태에 따른 압전 특성을 고려하여 압전 유한

요소 해석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된 해

석모델과 동일한 조건의 실험 샘플 테스트를 통해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2. 유한요소 해석모델 구축 

2.1 MLCC 구조 및 압전 특성 분석 

MLCC는 그림 1과 같이 BT로 이루어진 얇은 유

전체와 니켈로 이루어진 내부전극이 번갈아 적층되

어 있으며, 각 내부전극은 오른쪽과 왼쪽의 외부전

극에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자에 전압

이 인가되었을 때 위아래 내부전극 사이의 유전체

는 전기장 아래 놓이게 되고, 역압전효과에 의해 변

형된다.  

내부전극이 번갈아 적층된 구조에 의해 위아래로 

인접한 두 유전체는 전기장을 반대방향으로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분극되지 않은 MLCC의 각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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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MLCC structure 

 

 
Fig. 2 Poling direction formation in MLCC 

 

 
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MLCC 

 

변형은 상쇄된다. 하지만 직류전압이 인가되는 상태

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내부 유전체가 직류전압에 

의한 전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분극되었다고 가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자 전체 변형은 각 층

의 변형량이 더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유

전체 두께에 비해 길이와 폭이 충분히 넓으므로 프

린지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에 의한 변형은 

무시할 수 있다.  

 

2.2 유한요소 해석모델 

그림 3은 구축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길이, 폭, 두께가 각각 1000um, 500um, 

500um이며 1uF의 용량을 갖는 MLCC를 대상으로 

모델링되었으며, 유전체와 내부전극은 총 150층으

로 구성되었다. 니켈과 구리, BT로 구성된 내부전극, 

외부전극, 유전체에 표 1과 같은 기계적 물성을 입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FEA 

 BT Ni Cu 

Elastic moduli (GPa) 136 210 120 

Poisson’s ratio 0.29 0.31 0.33 

Density (Kg/m3) 6,400 8,880 8,930 

d31 (nm/V) 0.0035 - - 

d33 (nm/V) 0.0082 - - 

 

 

 
Fig. 4 Deformation shape of MLCC (FEA) 

 

 

Fig. 5 Top surface deformation shape of MLCC (Test) 

 

 

력하였고, 유전체에는 압전해석을 위하여 압전계수

를 적용하였다. 분극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접한 

두 유전체에는 압전계수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정하였다. 입

력 전압은 외부전극과 내부전극 노드들에 구속조건

으로 부여하였고, 외부전극 아랫면을 고정하여 기판

에 납땜된 상태를 모사하였다. 

 

 

2.3 해석모델 검증 

실제 전자제품에서 MLCC에 인가되는 전압을 고

려하여 1kHz, 5VDC, 2VPP 형태의 정현파를 입력하

였을 때, 구축된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변형형상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이는 샘플 MLCC에 동일 

신호를 입력하였을 때, scanning Laser Doppler 

Vibrometer (LDV)를 통해 측정한 그림 5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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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면 거동형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해석모델의 정량적 검증을 위하여 

MLCC에서 최대 변형이 일어나는 윗면과 외부전극

면의 중심점에서 변위응답을 LDV를 이용해 측정하

였으며, 표 2와 같이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가 1% 이내의 오차를 보임으로써, 

구축된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LCC 내부구조와 입력 전압 특성

에 의해 발생하는 압전 특성을 고려한 유한요소 해

석모델을 구축하였고, 변위응답측정 실험을 통해 해

석결과를 검증하였다. 추후 구축된 해석모델을 활용

하여 MLCC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설계변수 연구를 비롯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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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nite element model verification 

Unit: nm 

Top 

surface 

External electrode 

surface 

Experiment 5.81 2.11 

FEA 5.75 2.09 

Error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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