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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바리스터 특성과 응용

1. 서 론

현대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 기

기와 이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IoT) 등의 발전

으로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첨단과학의 

발달이 인간 생활의 저변에 편리함과 무한한 가

능성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기

들은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전자

기기의 성능이 갈수록 고기능화/고성능화 되고 

소형화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와 대기 불

안정으로 인하여 낙뢰가 여느 때보다 많이 발생

하여 전력계통이나 생활 전반에 피해를 안겨주

고 있다. 소형 첨단 모

바일 기기에서부터 전

력계통의 고전력 기기

에 이르기까지 고전압

과 낙뢰 및 고전류 방지

대책이 생활 전반에 걸

쳐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다. 또한 다양한 첨단 

전자기기간의 상호연

결이 늘어나고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회로

상의 부품의 집적도는 

높아지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노이즈 (Noise) 

및 ESD (Electro-Static Discharge)의 발생

과 유입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큰 이슈 중 하

나로 대두 되어왔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정전기 

(ESD), 서지 (surge), 낙뢰 등에 대한 대책소

자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나

온 부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ZnO 바

리스터 (Varistor)와 TVS 다이오드 (Transient 

Voltage Suppression Diode)이며, 이 두 제품

은 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

에 있지만 디스크 타입의 ZnO 바리스터는 전력

계통에서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

다 [1]. ZnO 바리스터의 주요 시장은 무선 단

말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자동차용 전장용품, 

TV, AV 기기, 가정용 전기제품, 산업용 통신 인

그림 1. 다양한 ZnO 바리스터(디스크, 칩) 및 적용제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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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및 전력계통, 특수 및 방위용품 등이다. 

여기서는 ZnO 바리스터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물성의 제어와 이를 통한 제품개발, 그 시장동

향과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림 1에는 ESD와 서지 대책소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ZnO 바리스터 제품들

을 보여주고 있다 [1].

2. ZnO 바리스터의 특성[2]

ZnO 바리스터 (Var i s tor :  var iab le 

resistor)는 비선형 전류-전압 특성을 갖는 

반도성 가변 저항소자로 순간적인 전압 동요

를 1 ns 이내에 감지하고 제한시키는 동작

을 제품의 파괴 없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전

자 세라믹 부품이다 [2]. 기능적으로 바리스

터는 back-to-back 제너 다이오드 (Zener 

diode)와 같으며, 회로나 피보호 부품과 병

렬로 연결하여 회로 혹은 피보호 부품을 ESD

나 전압 서지 (surge)로부터 보호한다 [2-8]. 

ZnO 바리스터 재료는 ZnO-Bi2O3에 각종 첨

가제 (Sb2O3, Mn3O4, Co3O4, NiO, Cr2O3, 

SiO2, TiO2 등)를 소량 첨가한 Bi계 ZnO 바

리스터 [4]와 ZnO-Pr6O11에 각종 첨가제 

(Co3O4, Cr2O3, 희토류 산화물 등)를 소량 첨

가한 Pr계 ZnO 바리스터로 크게 나눌 수 있

다 [9]. Bi계의 경우 높은 비선형성, 높은 서지 

내량, 낮은 소결온도의 장점이 있는 반면 첨가

제의 종류가 많아 복잡한 미세구조를 형성하

고 낮은 정전용량 제품일수록 ESD 내성이 낮

아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Pr계는 첨가제의 종

류가 적어 보다 단순한 미세구조를 형성하고 

ESD 내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소결

온도, 비교적 낮은 비선형성과 써지 내량을 보

인다 [10]. ZnO 칩 바리스터는 특성이 여타 

바리스터 재료보다 우수하여 주로 휴대폰, 스

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DSC), D-TV (LCD, 

LED, 스마트), HDMI, DVC, 노트북 PC 등 다

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ZnO 바리스

터의 제품 형상은 디스크 및 칩 타입을 그림 2

에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1-8]. 

2.1 전기적 특성

ZnO 바리스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비선

형 전류-전압 특성으로서, 전형적인 I-V 특성

과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모

식적으로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전기

적 특성은 pre-breakdown, breakdown 및 

up-turn의 적어도 3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림 2.  ZnO 바리스터 모식도 (위: 디스크/칩 타입) 
및 Bi2O3계 ZnO 바리스터 미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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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breakdown region (누설전류 영역)

일반적으로 전류 밀도가 ~10-4 A/cm2 이

하로 주어지는 저전압 영역으로 저항은 109 

Ωcm 이상으로 전류-전압 특성은 선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영역의 누설 전류는 온도 의존

성이 크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I-V 곡선은 고

전류 쪽으로 이동한다. 이 영역은 바리스터를 

회로에 장착하여 정상 상태로 사용할 때 전력 

손실량을 결정할 뿐 아니라 작동 전압의 크기

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억

셉터 (ex. Li+)를 도핑하면 누설전류는 줄어들

고, 도너 (ex. Al3+, Ga3+, In3+)를 도핑하면 증

가한다 [4]. 이 영역은 천이 금속 (Mn, Co 등)

의 영향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구간이며, 전류

는 Schottky 장벽을 넘는 전자에 의해 지배되

는 열전자 방출 (thermionic emission) 기구 

(J=J0exp(-eΦb/kT))를 따른다 [11].

(2) Breakdown region (항복영역)

비선형 영역의 전기적 성질은 ZnO 바리스

터를 평가하는 핵심으로서, 여기에서 소자는 

전압의 소폭 증가에 대해 큰 전류를 흐르게 한

다. 비선형성의 정도는 I=CVα로 표현되며, 비

선형 I-V 곡선의 평탄

도 (비선형 계수 α)로 

결정되며, α값이 클수

록 소자의 특성은 우수

하다. 비선형 계수는 전

류가 변함에 따라 변하

며, 온도와 압력에 의해 

다소 낮아지고, 전위장

벽의 인가전압에 따른 

변화율에 의존하며, 깊

은 도너 결함이 존재할 

때 낮아진다 [4,7]. 일

반적으로 이 영역은 바

리스터 제조 시 소결 온

도 및 유지 시간이 증가할수록 ZnO 입성장에 

따른 입계 수가 감소하여 항복 전압은 낮아진

다. 한편 Co3O4, Mn3O4와 같은 천이금속 산

화물의 첨가는 높은 비선형성을 얻는데 필수

적이며, 다양한 첨가제를 복합 첨가한 계에서

는 단독 첨가일 때보다 비선형성이 더 높아지

지만 성분의 함량에는 허용 한계치가 있다. 비

선형 영역을 확대시키려면 특히 고전류 영역

의 비선형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 영역의 특

성은 입계와 결정립 사이의 임피던스 차이가 

클수록 양호하므로, 선택적인 도너 도핑으로 

겉보기 ZnO 결정립 저항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 영역에서 바리스터의 전도 기구로는 hot-

electron에 의해 생성된 hole의 입계 축적 모

델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7]. 따라서 결

함의 종류와 그 농도를 제어하고 보다 높은 입

계 전위장벽을 형성하는 것이 우수한 바리스

터를 획득하는데 중요하다. 

(3) Up-turn region (반전영역)

고전류 영역(>103 A/cm2)은 반전영역이라 

하며, 전류-전압 특성이 다시 선형적으로 변

화하는 구간이며 전류는 인가전압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 영역은 

그림 3. ZnO 바리스터의 전류-전압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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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결정립의 임피던스에 의한 저항성 joule

열의 소모를 동반하며, 이 영역의 비선형성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ZnO 결정립의 저

항을 단순히 감소시키는 것뿐이다. ZnO 결정

립의 저항을 일정량의 Al, Ga, In과 같은 도

너 이온의 첨가로 낮추어 비선형 영역을 고전

류 쪽으로 확대시킬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pre-breakdown 영역의 누설 전류도 함께 증

가 시키기 때문에 ZnO의 비저항을 조절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각종 1가 또는 3가 도펀트 

(dopant)의 최적 첨가량의 확보에는 공정상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4,7].

2.2 물리화학적 특성

ZnO 바리스터의 비선형성은 입계현상에

서 발현하며 그 기구 (mechanism)는 DSB 

(Double Schottky Barrier) 모델을 적용한 

다수 캐리어인 열전자 (hot electron)에 의

한 홀 (hole) 유도형 항복 모델이다 [7,11]. 

간단히 설명하자면 ZnO 바리스터에는 다

양한 첨가제가 들어감에 따라 높은 도핑 농

도 (~1017 cm-3)와 전위장벽의 형성으로 공

핍층에는 큰 전기장 (~1 MV/cm)이 생성

되어 입계에서 뜨거워진 다수 캐리어 (hot 

majority carriers) 전자는 공핍층 내 valence 

state와 acceptor state의 순간적인 이온화 

(impact ionization)가 진행되어 소수 캐리어 

(minority carriers) 홀을 만들어 내고 전하 운

반은 강한 비선형성을 갖는 원리이다. 따라서 

높은 비선형성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도

핑 농도, 높은 인가전압, 높은 전위장벽을 형

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순수한 ZnO는 선형 I-V 거동을 갖는 

비화학양론적인 n-type 반도체이다. 비선형

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첨가제 산화물이 쓰

이며 특별히 Bi2O3(Pr6O11)는 조성에 따라 액

상소결조제로 작용하고 다른 첨가제 산화물과 

상호작용하여 원자적 결함들을 결정립과 입계

에 형성한다. 공핍층에는 도너형 결함 (Donor 

or donor-like defects)이, 입계에는 억셉터

형 결함 (acceptor or acceptor-like defects)

이 지배적으로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결함들

로는 ' " ', , , , , , ,Zn Zn O O i i Zn iV V V V Zn Zn D D⋅ ⋅⋅ ⋅ ⋅⋅ ⋅  등이 있으

며, 계에 도너의 도핑 농도가 DZn≈1018 cm-3

이면 입계는 소결 온도에서 냉각하는 동안 VZn 

농도는 풍부해지고, VO 농도는 낮아짐에 따라 

공핍층에 장벽(장벽높이 >0.6 eV)을 야기하여 

바리스터 특성을 갖게 한다 [4]. 따라서 어떠

한 도너 첨가제 산화물을 사용할 것인지 또 그 

농도는 얼마나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각 첨가

제를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또는 억제 효과를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있을 때 가장 

우수한 바리스터 특성을 갖는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3 미세구조 제어

ZnO 바리스터의 미세구조는 조성에 따라 

Bi2O3를 첨가한 Bi계와 Pr6O11을 첨가한 Pr계

로 대략 구분되는데 Bi계의 경우 Pr계 보다 복

잡한 미세조구를 나타낸다. Bi계는 대부분 소

결 중 ZnO의 균일한 입성장과 균일한 미세구

조를 얻기 위하여 Sb2O3가 필수적인데 가열 

및 냉각 중 ZnO와 Bi2O3와 반응하여 스피넬 

(Zn7Sb2O12)과 파이로클로어 (Zn2Bi3Sb3O14)

를 생성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미세구조를 

형성하지만, Pr계는 보다 단순한 미세구조를 

갖는다 [2,7,9-11].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Bi

계는 소결온도가 1,000℃ 부근으로 내부전극

을 Ag:Pd(7:3)을 사용하지만 Pr계는 1,200℃ 

부근에서 소결하므로 내부전극을 100% Pd 전

극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통 ZnO 평균입경은 

2~30 ㎛ 정도이며, 재료의 단위 두께 당 항복

전압과 유전율을 결정한다. ZnO 바리스터의 

정전용량 (C)은 재료의 유전율 (εr)과 두께 (t) 

및 단면적 (A)으로부터 계산되며, 칩 제품 설

계 시에는 적층수 (n)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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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재료의 유전율은 블럭 모델에 의하면 

ZnO의 평균입경 (d)과 공핍층의 두께 (W)에 

의존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12]. 

( 여기서, ε0=8.854×10-14 F/cm, εr=바리

스터 유전율, t=내부전극간 거리 (두께), 

A=내부전극 유효면적, n=적층수 (칩 타

입), d=ZnO 평균입경, W=공핍층 두께, 

εg=ZnO 유전율 8.5)

공핍층의 두께는 10~100 nm 정도이고 

ZnO의 평균입경은 2~30 ㎛ 정도이므로 ZnO

의 평균입경을 제어하는 것이 재료의 유전율

을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일반적인 ZnO 바리스터의 미세구

조를 나타낸 것으로 디스크 타입의 경우 높은 

정전용량과 서지내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ZnO

의 평균입경이 큰 반면 칩 타입의 경우, 1,005 

mm 크기로 내부에 바리스터 층을 여러 개 쌓

아야하므로 가능하면 ZnO 평균입경이 작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미

세구조를 갖게 할 수 있다.

Bi계는 입계층을 형성하는 Bi-rich상에 의

해 칩 바리스터의 특성이 거의 좌우된다. 이 

상에는 다양한 천이금속 원소들(Zn, Mn, Co, 

Cr, Ni 등)이 녹아 있기 때문에 Bi-rich상의 

제어는 소결과 냉각 시 균일한 ZnO 입성장과 

입계 전위장벽을 유도하고 입계 절연저항을 

높여 누설전류를 낮추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하다. Pr계에서는 Pr6O11이 Bi2O3의 역할을 보

다 고온에서 수행하며, 상용 제품의 경우 Bi계

보다 유전율이 2배 정도 높아 이를 낮추기 위

하여 SiO2를 첨가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MgO

의 첨가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ZnO 바리스터의 입계는 입계당 

2~4 V의 항복전압을 갖는데 균일한 입계 전

위장벽을 형성하지 못하면 장벽이 낮은 쪽으

로 항복이 일어나 바리스터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바리스터의 성능향상과 저전

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균일한 미세구

조를 확보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3. ZnO 칩 바리스터의 제조 및 응용.

ZnO 바리스터를 제조하는 공정은 일반적

인 세라믹 소재를 만드는 공정과 거의 일치한

다. 그림 5는 일반적인 ZnO 바리스터 제조 공

정도(디스크 타입 및 칩 타입)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디스크 타입의 경우, 주재료인 

ZnO 분말에 각종 천이금속 산화물 분말을 소

정의 비율에 따라 칭량하여 수계 또는 용매계

로 mixing/milling을 거친 후 스프레이 드라

잉 (spray drying)법으로 granule (50~150

㎛)을 제조하고 이를 일정한 모양과 형상으

0 0 0
( 1) ( 1)

2r r g
A A n d A nC
t t W t

ε ε ε ε ε ε− − = = =  
 

그림 4.  ZnO 바리스터의 미세구조 ((a) 디스크 타입, 
(b) 칩 타입).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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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형 (pressing)한 후 1,000℃ 전후로 소결 

(sintering)을 진행한다. 소결체는 약 600℃로 

양면에 Ag 전극 처리하며 그 표면 위에 납땜

으로 리드선을 붙이고 도장재 (에폭시류)로 소

체를 절연화 시킨 후 바리스터의 다양한 특성 

(바리스터 전압, 정전용량, 누설전류, 비선형 

계수, 제한 전압, 서지내량 등)을 확인 한 후 

제품 사양에 맞게 표시하여 포장하게 된다. 

 한편, ZnO 칩 바리스터를 제조하는 공

정은 이미 잘 알려진 MLCC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 공정에 준한다 

[12]. ZnO 칩 바리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은 우

선 바리스터 원료를 지

르코니아 볼과 혼합하

여 슬러리를 제작한 후 

tape casting 법으로 

수십 ㎛ 두께의 세라믹 

시트를 제작한다. 그 

시트 위에 Ag:Pd(7:3) 

혹은 Pd 전극 paste를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인쇄하여 제품의 스펙

에 맞게 다층으로 적층

하여 칩으로 절단한 후 

소정의 소결 프로파일

을 적용하여 소결한 후 

Ag 외부전극으로 단

자를 형성하고 그 위

에 Ni와 Sn을 도금하

여 얻는다. 특별히 외

부 단자 전극을 형성하

기 전에 칩 몸체 자체

가 약산에도 부식이 잘

되는 ZnO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질 

절연 코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딥 코팅 (Dip 

coating)이나 졸 코팅

법 등이 활용된다. 

각 공정마다 세부적인 최적의 기술력이 활용

되며 미세구조 제어를 위하여 혼합 단계에서 

원료의 입도 미세화와 균일성 확보로 시트 두

께를 수 ㎛ 이하로 낮추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림 6에는 ZnO 칩 바리스터의 응용에 대

한 모식도, ESD 감쇄 효과 및 USB 인터페이

스단에 적용된 사례를 함께 나타내었다 [2]. 

ZnO 바리스터는 보호하고자 하는 회로 또

는 소자에 대하여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한

다. 다양한 첨단기기의 키패드, A/V 단자, I/

O라인, 파워라인 등에 적용된다 [1,2]. 실제

적으로 바리스터의 스펙에 따라 다양한 응용

그림 5.  일반적인 ZnO 바리스터 제조 공정도 (위: 디스크 타입, 아래: 칩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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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바리스터 전압 Vn  

(Breakdown voltage at 1 mA), Vdc (Rated 

voltage), Vc (Clamping voltage, 8/20㎲), 

Ip (Peak current, 8/20㎲), C (Capacitance 

at 1 kHz or 1 MHz)의 항목들이 요구되며, 

칩 바리스터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은 Vn이 

6.8 ~ 120 V와 정전용량은 0.5 ~ 800 pF이

며, 디스크 타입은 Vn이 12 ~ 1,800 V와 100 

pF ~ 수 nF까지, 그리고 피뢰기용 등 전력계

통에는 수 kA의 전류내량이 요구된다 [1]. 

다양한 스펙을 갖고 있는 ZnO 칩 바리스

터는 회로적으로 고속 데이터 전송라인이나 

interface (Ethernet, IEEE1394, USB 3.0, 

DVI, HDMI 1.4 등)에는 정전용량이 낮은 

0.5~5 pF 제품이 사용되며, 10~480 pF 제

품은 범용 입출력단과 키패드, 키보드, 시리얼 

포트, xSDN, PS/2 등에 사용된다. ZnO 칩 바

리스터 제품의 개발은 0402 mm 크기까지 완

성되었으나 회로기판에 적용이 쉽지 않아 아

직까지는 0603 mm와 1005 mm 크기의 칩이 

주로 사용된다. TVS 다이오드와 경쟁하기 위

해서는 적층구조에서 내부전극 사이의 박층화

와 미세구조의 제어를 통하여 소형/저전압화 

및 고성능/고신뢰성화가 필수적이다. 

4. 시장 동향

ZnO 바리스터 시장은 칩 타입과 디스크 타

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디스크 타입

의 경우, 각종 자동차용 모듈 내의 한 부품이

나 가정용 백색 가전, 송배전용 전력계통 등

에서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으며 칩 바리스터 시장의 ~30% 정도인 

것으로 통상 이해되고 있다. 칩 타입의 경우, 

ZnO 칩 바리스터와 TVS 다이오드는 ESD 대

책 부품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서로 시장을 잠

식하는 관계에 있지만 점차 첨단기기에서 요

구하는 고성능/고신뢰성으로 인하여 TVS 

다이오드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ZnO 바리스터를 개발·판매하는 주요 업체로

는 TDK, TDK-EPC, EPCOS, AMOTECH, 

INNOCHIPS, LITTELFUSE, VISHAY, 

INPAQ 등이 있지만 여타 군소업체들도 많

이 있으므로 대략 알려진 기업들을 ABC 순서

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ZnO 바리스터 제조

업체들: AEM, AMOTECH, AVX, CENTRA 

SCIENCE, CKE, EPCOS, HIEL, HONGZHI, 

HYPER-SENSE, INPAQ, INNOCHIPS, 

ISHIZUKA(SEMITEC), JOYIN, KEKO, 

KOA, LATTRON, LITTELFUSE, MAIDA, 

MATSUO, MERSEN-GCL, OHIZUMI, 

O K AYA ,  O T O W A ,  PA N A S O N I C , 

SAMHWA, SHINDENGEN, TA-I, TAIYO 

YUDEN, TDK, THINKING ELECTRONIC, 

TONZE, UPPERMOST, VATRONICS, 

VISHAY, WALSIN. 

그림 7은 Fuji Kimera 硏 (2011년 판)에서 

ZnO 칩 바리스터 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

=일본, 해외=일본에서 해외로 판매한 내용임)

[13]. 2011년 자료이지만 전세계적으로 2008

년부터 2015년 (예상치)까지 평균 ~1조3천

억엔 규모의 ZnO 칩 바리스터 시장을 형성하

고 하고 있으며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

그림 6. ZnO 바리스터의 응용 및 ESD 감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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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 ZnO 칩 바리스터 시장이 포화된 상태

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변화와 성능 및 신뢰성

의 개선을 통하여 TVS 다이오드가 점유한 시

장을 잠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

설하는 것이다. 현재 모바일 기기들 중 스마트

폰은 금속성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대세로 

바뀌면서 오히려 고용량의 capacitor의 사용

이 증가하여 바리스터 시장이 위축되는 계기

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바리스터의 시장 환경은 

전자부품의 탑재 개수 감소, 가격하락, 고성능 

및 고신뢰성 요구환경 등이 더해져 수요가 다

분히 냉각되었고, 특히 유럽쪽의 고기능 기기

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2010년 이

후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에서의 수

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플러

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격적인 시장회복은 사물인터넷 (IoT) 등과 같

은 ESD 대책용 부품의 사용처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신규시장 진입 및 점유 여부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향과 비슷하게 TVS 다이오드와 

ESD suppressor 등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

여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은 ZnO 칩 바리스터의 주요 제조회

사와 각 단품의 크기별 점유율 (%)과 판매지

역 (%)을 나타낸 것이다 [13]. 2010년 업체 

시장 점유율 최고는 TDK (TDK-EPS)로 4

억4,000만개의 점유율 31.3%를 차지하였다. 

TDK는 휴대전화 분야에서 높은 수입 실적을 

보이며 여기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점유율 2위는 AMOTECH으로 2010년 2억

3,100만개, 점유율 16.4%로 나타나며, 3위는 

(Fuji Kimera 硏 추정, 2011)
그림 7. ZnO 칩 바리스터 시장.

(Fuji Kimera 硏, 2011)
그림 8.  ZnO 칩 바리스터의 제조회사별 점유율(%), 

크기별 점유율(%), 판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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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라/AVX, 4위는 Littelfuse이다. 제품 타

입별 점유율은 휴대전화 (점유율 ~65%)에 가

장 많이 탑재되며, 1005가 가장 높다. 각 디지

털 기기의 소형화로 전자부품의 소형화도 병

행되고 있으며, 0603 타입은 주로 아이폰에 

탑재되고 있다. 1608 타입은 자동차용으로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

아 지역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판매지역은 휴대전화의 조립 거점인 중

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될 것이며, 두 지역이 

갖는 전체 점유율은 87%로 압도적으로 크다.

제품 용도별 점유율을 보면, 휴대전화용이 1

위 (2010년: 8억6300만개, 61.3%)로 0603 타

입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위는 디지

털 카메라 (DSC)로 2010년 8700만개 (6.2%)

이며, 1005 타입의 탑재비율이 높다. 그 다음

으로는 TV (~3.2%), 노트북PC (~1.4%), 기

타 (~27.9%) 순이다.

칩 바리스터의 제품 가격은 평균 0.8 엔/개

로 예상되며, 각 타입과 용도별로 차이가 나지

만 대략 1608 (1.1 엔/개), 1005 (0.5 엔/개), 

0603 (0.6~0.9 엔/개)로 예상되지만 업체들 

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

래에 수익을 내고 있는 제품까지도 그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 기술개발 동향

ZnO 바리스터는 원재료적인 측면에서 ZnO

가 갖는 특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여타 반

도성 세라믹스인 SnO2와 SrTiO3 보다 첨가제

에 따른 바리스터 특성 개선과 제조기술의 개

발이 가장 앞서있다. 또한 제조기술이 거의 평

준화되어 있어 제조공정상 수율 향상으로 단

가를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첨단기기의 출현

에 따른 발빠른 마케팅과 적용으로 시장선점

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큰 시장인 휴대용 기

기의 소형화와 고기능화에 따라 제품의 소형

화와 고성능화가 계속 요구되고 있으며, 특별

히 TVS 다이오드와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

고 또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 단

가를 낮추고 제품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우수한 바리스터 조성의 개발이 절실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리스터 원료의 결정

립을 미세화·균일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

여 보다 낮은 항복전압을 구현하되 균일한 전

위장벽이 형성되도록 미세구조를 제어하는 기

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TVS 다이오드 혹

은 제너 다이오드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ESD 

제한 전압비를 낮추는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인

데 이를 위하여 ZnO 결정립 자체 비저항을 

크게 낮추는 연구와 병행하여 누설전류가 낮

고 절연 저항이 높은 바리스터 조성개발이 진

행 중이다. 이러한 특성의 구현을 위해서 반드

시 병행되어야 할 제조 공정이 박층화 후막기

술에서 박막기술로의 전환기술이다. 현재까지 

MLCC의 박층화 기술은 후막기술에 의존하여 

원료와 제조공정에 따라 현재 최고수준은 유

전체층이 0.6 ㎛, 내부전극 두께가 ~0.5 ㎛ 정

도로 발전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이 ZnO 

칩 바리스터를 제조하는 공정기술에도 도입되

어 제품의 단가 경쟁과 제품 특성 경쟁에서 우

위에 설 필요가 있다 [12]. 현재까지 개발된 가

장 작은 ZnO 칩 바리스터는 0402 mm 사이

즈이지만 내부전극 배열과 외부전극 단자 형

성 기술에서 보다 더 정교해 질 필요가 있다

[1,2].

6. 결 론

ZnO계 바리스터는 저항기 (resistor) 제품

군에 속하며 인가전압 변화에 의해 그 저항값

이 변하는 전자부품으로 각종 정전기 (ESD) 

및 서지 (Surge) 보호용 소자로 널리 사용된

다. 다만 바리스터에 대한 줄기찬 연구개발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ZnO 

201604학회지-1.indd‥‥‥20 2016-04-07‥‥‥오전‥10:45:29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4호 (2016년 4월)   21

테마기획  _ 전자세라믹
S p e c i a l 
T h e m a

바리스터가 주로 사용되는 영역은 TVS 다이

오드나 제너 다이오드가 사용되는 고가의 고

품질/고신뢰성 분야나 SrTiO3계 바리스터가 

사용되는 고용량 (높은 정전용량) 분야를 제

외한 범용 제품군으로 일정부분 한정되어가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시장

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조성의 개발과 

함께 후막 (thick-film)기술을 박막 (thin-

film)화하는 기술의 개발이 절실하며, 각 제

조공정의 최적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TVS 다이오드 혹

은 제너 다이오드 대비 장점인 단가 경쟁력과 

소형화 및 복합화 능력 (R, L, C 성분 적용 제

품)을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 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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