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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적층세라믹 커패시터 개발  및  
신뢰성 현황

 

1. 서 론

자동차용 세라믹 수동부품은 자동차 오디

오에서 출발하여 전자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

라 파워 트레인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시스

템, ECU(electronic control unit)를 중심으

로 폭넓게 채용되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

한 운송 수단을 넘어 하나의 개인 공간으로 발

전하고 있으며 무선 통신과 스마트폰이 급속

하게 발전함에 따라 차량의 내/외부 장치를 네

트워크과 연동해서 차량의 내부 혹은 외부 장

치로 부터 받은 차량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

고 심지어 제어까지 할 수 있는 In-Vehicle 

Infotainment (IVI)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1]. 또한, 자동차의 경쟁 요소가 주행 성능, 내

구성에서 운행 안전, 편의성, 고연비 효율, 환

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HEV), 전기 자

동차 (EV), 연료전지 자동차(FCEV)와 같은 친

환경 자동차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는 자동차의 안전성은 차재 프레임의 강성 강

화 및 충돌 시의 충격 흡수, 탑승자에 대한 에

어백 동작 등, 위기 발생 ‘사후’에 대한 대책이

었지만 최근에는 전자기기 성능 향상으로 위기 

발생 전의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에는 자율주행차의 근간이 되는 첨단운전자지

원시템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자동차 카메라 및 센서 정밀도, 동

작 신뢰성의 향상 및 안전시스템의 기능 강화 

따라 IT 반도체, 통신 등 전자기술과 융합되

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2,3]. 자동차에 전

자기기의 탑재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기계 

제어가 대부분이던 시대보다 전자제어·전동

화기기의 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

한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부품의 원가 비중

이 50%를 상회하면서 전장부품의 원가 경쟁

력이 완성차의 원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

다. 전장부품에서 세라믹을 적용한 부품으로

는 그림 1과 같이 절연체, 유전체, 압전체, 저

항체, 자성체등을 있으며 ECU 적용되는 LTCC 

기판, 안테나, PTC 발열체, 압력 센서, NTC 써

미스터, 통신 모듈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수동

부품인 커패시터의 경우 자동차 1 대당 사용되

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가 1,000 ~ 3,000개

에 이른다 [4-7]. 전자세라믹를 이용한 수동부

품 (Inductor, Capacitor, Resistor) 평범한 수

동부품이지만 최첨단 전자기기에 꼭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에서는 최첨단 반도체 소자와 함

께 세라믹 커패시터와 인덕터 반도체 소자 및 

회로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호 

노이즈, 성능 열화의 원인이 되는 과전압이나 

과전류를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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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자동차의 제어시스템 중에 사용되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는 고신뢰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재료 및 제품의 설계를 비롯하

여 최종적인 시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신뢰성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8].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수

동 부품인 적층 칩 세라믹 커패시터 개발 동

향 및 요구 신뢰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자동차용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 Muti-Layer Ceramic 

capacitor)
 

2.1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개요 [9,10]

적층세라믹 커패시터 (MLCC)는 Mult i 

Layer Ceramic Capacitor의 약자로서 전하

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는 기능

을 하는 적층형 구조의 세라믹 커패시터이다. 

세라믹스 유전체 소재 기술, 전극 기술을 적용

하여 후막을 형성하고 적층한 후 환원분위기

에서 동시 소결하는 소재기술의 총화로서 그

림 2에 적층세라믹 커패시터의 내부 구조를 나

타내었다. 구성은 유전체 층, 내부전극 층, 외

부전극 및 도금 층으로 구성되며 단위 커패시

터를 적층한 수만큼 병렬 연결함으로써 주어

진 부피에서 용량을 최대화한 구조로서 아래

의 식으로 용량이 구현된다.

여기서 εo, εr은 공기 및 유전체의 비유전율

을, n은 내부 유전체 적층수, d는 내부전극간 

거리 혹은 유전체 두께, A는 유효 전극 면적을 

나타낸다. Ni 내부 전극을 적용하는 유전체로

는 온도보상용은 유전율이 30 ~ 40을 가지는 

CaZrO3계가 주로 적용되며 높은 온도 안전성

릉 가지는 고유전율계는 BaTiO3 원료를 주로 

사용한다. 

( 1)
o r

n AC
d

ε ε −
=

그림 1.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자세라믹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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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동차용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개발 방향

자동차용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응용품 중에서 일반적으로 네비게이

션, 오디오와 같은 인포테인먼트 기기나 정보

기기 등에는 범용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많지만 파워 트레인계, 안전계, 제어계에는 

자동차용으로 특화된 커패시터가 요구된다. 

그림 3에 자동차용에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특

성을 나타낸 것으로 엔진룸에 적용시 필요한 

고온 특성, EV/HEV의 전력 변환에 회로에 필

요한 대용량, 고압화 특성이 요구되며 ECU/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Power management와 같은 회로에는 소형, 

고용량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1) 고온화

일반용 적층 칩 세라믹 커패시터의 사용 온

도범위는 유전특성과 절연저항 유지되면서 그

림 4와 같이 X5R, X7R 온도 범위를 가지는 

제품이 주로 적용되었다. 반면, 자동차에서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가 엔진이나 변속기 등

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온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적용 회로에 따라 소형, 고용

량이면서도 150℃까지 사용할 수 있는 X8R, 

X8L 특성의 제품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EV/

HEV와 같이 친환경 자동차의 전력전자 모듈

에 적용되는 SiC 반도체 소자에 부합하는 용도

로서 고온용이 필요하며 특수 용도로는 200℃

까지도 보증할 수 있는 C0G 제품도 사용되

고 있다. 고용량 커패시터에서 고온에서의 온

도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유전체 조성의 개발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용량 세라믹 커

패시터의 원료로 사용되는 BaTiO3는 120 ~ 

130℃ 부근에서 상유전, 강유전상 전이온도

가 급격히 저하하는데, 이 상전이온도(큐리 온

도)를 고온화 할 수 있다면 온도의존성이 우수

그림 2. MLCC 구조. 

그림 3. 자동차용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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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전체 재료의 실현이 가능하다. 온도특성 

조절은 shifter (큐리온도를 이동시키는 첨가

제)와 Depressor(유전율의 온도 의존성을 작

게하는 첨가제)를 이용하는 데 Ni-내부전극을 

이용한 적층 칩 커패시터에서는 BaTiO3에 Ca

를 첨가하여 큐리점을 상승시키거나 온도의존

성이 적게 하는 것으로는 Y, Ho, Er, Dy등의 

희토류 첨가양의 조절을 통하여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도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Dy2O3 및 MgO를 첨

가(Ba1-xCax)TiO3-Dy2O3-MgO-MnO-SiO2

계 세라믹 조성을 들 수 있다 [11,12]. 

(2) 고용량화

그림 5는 일반용, 전장용 적층 칩 커패시터

의 제품 크기 방향으로 전장용 제품의 경우 일

반용제품에 비하여 소형화 요구는 적은 편이

다. 반면, ECU, TPMS, 통신용 모듈과 같이 공

간적 제약을 받는 경우 소형화 및 고용량화의 

요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형화 및 1005 

사이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제품의 고용량

화에서 유전체 재료 개발, 유전체 박층화, 전극 

평탄화 공정 기술 및 소결 기술이 필요하다. 주

요 핵심재료로는 유전체를 구성하는 유전체 재

료와 Ni 내부전극 그리고 Cu-외부전극이 있

으며 유전체 재료와 Ni 내부전극은 경우 균일

한 형상의 입자를 가지면서도 수십 나노 수준

을 원료를 적용하고 있다. Ni 내부전극을 내부

전극으로 사용하는 적층 칩 세라믹 커패시터

의 유전체 재료는 CaZrO3, BaTiO3가 사용되

고 있으며 고유전율 BaTiO3계는 강유전성을 

나타내는 코어(core)와 희토류 원소 등이 확산

한 쉘 (shell)상이 한 개의 결정립 내에 공존하

고 있는 형태를 형성한다. 희토류 원소는 코어

상과 쉘상의 체적비를 조정하여 유전율 온도의

존성을 평탄화하며 고온, 고전계에서 산소공공

의 이동이 억제시켜 신뢰성이 향상하고 있다. 

코어쉘 구조의 유전체재료에서 쉘상에 확산시

키는 희토류원소 종류에 따라 신뢰성 및 수명

시간을 향상 할 수 있다. 제조공정 측면에서는 

유전체 분말 및 Ni 전극의 나노화에 따른 균일

한 분산, 응집 억제가 중요하며 박막화에서 유

전체 막 및 전극막의 두께 제어 및 균일성이 핵

심 요소 기술이 되고 있다. 소결공정에서는 입

자성장을 균일하게 하면서도 내부전극과 유전

체간의 수축율 제어를 통한 커버리지 확보도 

중요한 공정 기술에 포함된다.

 

(3) 고압화 및 High C-V 특성

세라믹 커패시터는 다른 종류 유전체 커패

시터에 비하여 매우 높은 유전율을 갖는 세

라믹을 재료로서 소형 대용량에는 유리하지

만 DC-Bias에 따른 용량 저하와 상대적으로 

큰 유전 손실에 의한 발열등으로 인하여 자동

그림 4. MLCC 온도특성. 

그림 5.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응용별 size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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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력전자시스템의 DC-link 커패시터 용도

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특히, EV/

HEV의 전력 변환에 회로에서 모터 구동용 인

버터의 입출력회로 평활용 커패시터는 고전압 

하에서 큰 정전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High 

C-V특성을 가지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격 전압

이 수백 V이면서 수십 uF의 용량을 가지는 대

용량 커패시터가 개발되고 있다 [13,14]. 그림 

6에 대용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450 V, 640 uF의 용량의 가지는 EV/HEV용 

커패시터 모듈을 적용하여 제작하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고압화의 경우 절연파괴전압이 높은 유전체

재료를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내부전극의 패

턴은 내전압을 향상시키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Float 형태의 내부전극설계를 적용하여 

고압화를 진행하지만 최근에는 그림 7의 개념

을 도입하여 표면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여 내전압 향상 하거나 세라믹 표면 코팅을 통

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4]. 

(4) Fail safe 

자동차용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경우 차

체의 진동에 견딜 수 있는 높은 휨강도특성

과 고온내습 환경에서 견디면서 crack 발생

이 없는 고신뢰성 제품이 요구되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격렬한 진동이나 125℃이상의 고

온, 가혹한 사용 환경에 사용이 가능하고 만

일의 고장 시에도 인명을 보호해주는 높은 안

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라믹 커패시

터의 약점인 진동, 충격에 의하여 PCB board

상에 장착된 적층 칩 커패시터의 단자와 세

라믹 접속부에서 그림 8과 같이 균열이 발생

하고 이로 인해 단자 사이가 단락하여 전류

가 흐르게 되어 소손 및 발화가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림 9는 fail safe를 고

려한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구조로서 Soft 

Termination Type, Open Mode Type, 

그림 6.  적층세라믹 커패시터를 이용한 EV/HEV용 커
패시터 모듈. 

그림 7. 표면방전을 고려한 고전압 제품 개념. 

그림 8. MLCC crack 형상. 

그림 9. Fail safe를 고려한 MLCC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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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Mode Type, Float Mode Type에 

Soft Termination을 한 구조를 적용하고 있

으며 각각의 구조는 용량, 정격 전압, 안정성

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Open Mode Type은 

그림 9에서 보듯이 대향전극의 크기를 줄여서 

설계한 것으로 실장 및 사용시 크랙이 발생하

더라도 short mode로 진행되지 않도록 만든 

구조로서 고용량화는 어렵지만 크랙에 의한 

불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Soft-Termination Type은 그림 10과 같

은 구조로서 일반적인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의 구조는 세라믹 양단의 Cu전극에 직접 Sn/

Ni 도금을 실시하지만, Soft Termination 

Type의 경우 세라믹 양단에 있는 전극을 금

속(Ag 또는 Cu)등이 포함된 도전성수지로 형

성하고, 형성된 단자 표면에 Sn/Ni 도금한 구

조이다 [15]. Soft Termination Type 제품

은 그림 10에서 보듯이 PCB 변형이나 열충격

에 의해 단자에 응력이 걸려도 균열발생 전에 

도전성수지와 금속전극이 박리하여 변형에 따

른 short circuit failure를 방지 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면서 고용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loat Mode Type은 내부전극 설계에서 다

수의 직렬 커패시터를 형성하도록 구성함으

로서 고압화가 가능하며 crack에 불량 발생

시에도 전극 간의 단락을 최소화 할 수는 장

점이 있다. 단점으로 고용량화가 어렵다는 점

이 있으며 최근에는 고안정성을 위하여 soft 

termination 구조를 함께 적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5) 금속단자 부착한 대형 MLCC

대 형  M LCC 의  경 우  그 림  1 1 과  같 이 

soldering 공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온도 변

화에 의하여 크랙이 발생하거나 PCB board 

신축, 팽창에 의한 응력 또는 취급시 bending

에 의한 크랙이 발생한다. 또한, 장시간의 열

충격 조건하에서는 PCB 단자와 외부 단자간

에 균열, 진동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

하는 크랙을 줄이기 위하여 그림 12와 같이 탄

성작용이 있는 금속단자를 붙여 균열 발생 자

체를 제어하는 구조도 적용되고 있다. 금속단

자 부착된 적층 칩 커패시터는 대전류가 요구

되는 전력변환 회로로 적용되며 압전효과에 

의해 발생되는 세라믹 소자의 소음도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3 자동차용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신뢰성 

2.3.1 AEC-Q200 [16]

자동차용 전자부품 신뢰성 시험 규격인" 

그림 10.  Fail safe를 고려한 soft termination type 
MLCC. 

그림 11. 금속단자 부착 MLCC 장점.

그림 12. 금속단자 부착 MLCC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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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Q100/101/200"은 자동차 전자부품 협

회(Automotive Electronic Council)에서 자

동차에 공급되는 전자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규격을 통과한 전자 부

품은 가혹한 자동차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한 신뢰성과 높은 품질을 갖춘 부품으로 인정

되고 있다. AEC-Q10

은  집 적 회 로  ( I C ) , 

AEC-Q101은 디스크

리트 반도체 부품 (트랜

지스터, 다이오드 등) 

,AEC-Q200은 수동 부

품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 등)에 대한 고온 

고습, 내열 충격, 내구

성 등에 대한 규격이다. 

특히, AEC-Q200은 

Capacitor, Inductor, 

Resistor와 같은 수동

소자 평가를 위한 규격

으로서 각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온도 범

위를 표 1과 규정하고 

있으며, Flammability, 

Lead Integrity와 같

은 수동소자 특성을 고

려 한  시 험 들 로  구 성

되어 있다. 표 2에는 

AEC-200에 근거하여 

일반용과 자동차용 적

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신뢰성 측정 항목, 샘

플 수, 방법을 나타내

었다. 자동차용 커패시

터의 신뢰성 시험에서 

temperature cycle, 

biased Humidity, 휨

강도, vibration test 

조건이 일반용에 비하

여 가혹한 조건으로 되어있다. 또한, 자동차용

의 경우 높은 신뢰성 측면에서 정전기 (ESD), 

Terminal strength Beam load, Mechanical 

Shock, Thermal Shock, High Temperature 

Exposure, Moisture Resistance 시험이 추가

되었다.

표 1.  AEC-Q200적용되는 제품의 요구되는 최소온도 범위.

표 2.  일반용과 자동차용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신뢰성 시험 항목.

항  목 일반용 자동차용

용량 (Capacitance) ±10% ±10%

손실 (DF) 12.50% 12.50%

절연저항 (IR) 500 ΩF 500 ΩF

내압 (BDV)
정격전압 × 250% 이상 

견딜 것
정격전압 × 250% 이상 

견딜 것

Resistance to Soldering 
Heat

260℃, 10 sec 260℃, 10 sec

Operational Life
125℃, W.V × 200%, 

1000 hrs
125℃, W.V × 200%, 

1,000 + 48 hrs

Biased Humidity
40℃, 90~95%, W.V, 

500 hrs
85℃, 80~85%, W.V, 

1,000 + 48 hrs

휨 강도 (Board Flex) 1 mm, 1 mm/sec, 5 sec 2 mm, 2 mm/sec, 5 sec

Vibration
10~55 Hz, 2 hrs/

direction, 3directions

10~2,000 Hz, 
20 min/cycle, 12 cycle, 

3directions

Solder ability Over 75％ Over 95％

Temperature Cycle
-55℃/ 30 min, 25℃/ 2~3 
min, 125℃/30min, 25℃/ 

2~3 min, 5 cycle

-55℃/ 5 min, 25℃/ 1 
min, 125℃/15 min,

25℃/ 1 min, 1,000 cycle

정전기 (ESD)

N/A

Level confirmed

Terminal strength 18 N, 60 sec

Beam load Over 20 N

Mechanical Shock
Half-sine, 0.5 ms,1500 G, 

4.7 m/s

Thermal Shock
-55℃/ 5 min ~125℃/15 

min, 300 cycle

High Temperature 
Exposure

150℃, 1,000 hrs

Moisture Resistance
25~65℃, 80~98%, 24hrs/

cycle, 10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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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MLCC 열화 및 고장 메커니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마모고장의 주요 인

자로는 절연 열화 현상으로 intrinsic 열화 메

커니즘은 크게 두가지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2.3.2.1 환원 모델 메커니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주 원료인 BaTiO3

를 낮은 산소분압, 고온에서 소결 할 경우 산

소의 휘발에 의해 전자가 발생하여 반도성

을 가진다. 이를 억제

하기 위하여 acceptor 

물 질 을  첨 가 하 여  산

소 빈 자 리  ( o x y g e n 

vacancy, VO..)를 형성

시켜 BaTiO3의 환원되

는 영역을 더 낮은 산소

분압으로 이동시킨다. 

acceptor에 의한 산소빈

자리 형성은 신뢰성에 치

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유

전체 재료 내에 포함되

어 있는 불순물이나 첨

가물로 첨가된 donor/

acceptor의 농도에 따

라 그 농도가 달라지지

만, 유전체 내 본질적으

로 일정 양의 산소 빈자

리가 형성된다. 이 산소 

결함은 격자점에 상대

적으로 + charge를 띠

고 있어, 직류 전계 하에

서 cathode 쪽으로 전기

적 migration을 일으켜 

공간 전하 분극 (space 

charge polarization)

을  형 성 할  수  있 다 . 

이  결 과  결 정  입 계 

(grain boundary) 및 전극 계면 (electrode 

interface)에 강한 내부 전계(internal field)

를 만들고 이에 따라 누설전류가 증가되어 절

연파괴가 일어난다고 모델로서 그림 13에 환

원 모델 메커니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2.3.2.2 입계 (grain boundary) 모델 메커니즘

입계 모델은 직류 전계에 의해 유발된 결정

입계의 열화가 절연저항을 낮게 만든다는 모

델이다. Chazono 등은 그림 14와 같은 모델

그림 13. 환원 모델 메커니즘 개념도.

그림 14. 입계 모델 메커니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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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Ni - MLCC의 절연저항 열화를 

전극 계면의 저항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

며 임피던스 분석을 통해 core, shell, grain 

boundary와 유전체/전극 계면 (ceramic/

internal electrode interface)의 4가지 저항

으로 분류하였다 [17]. 저항 중에서, 유전체/전

극 계면의 저항감소가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에

서의 절연저항 열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3. 결 론 
 

 자동차용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는 네비게이

션, 오디오와 같은 인포테인먼트 기기나 정보

기기, 파워 트레인계, 안전계, 제어계 사용량

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자용차의 경우 열악

한 실외사용 환경과 안전성이라는 특성을 감

안한 고신뢰성 제품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

히. 자동차용에서 적용하는 적층 세라믹 커패

시터 개발에 있어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부분에 사용되는 경우 가혹한 사용

환경에도 내부단락에 의한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재 개발 ,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정. 

출하검사까지 강건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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