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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ylene oxide (PPO)를 gelation agent로 한 졸-겔법으로 입자가 균일하고 자기적 특성이 우수한 MO․Fe12O18 (M/Ba 
and Sr)의 구조식을 가지는 M-type hexagonal ferrite를 제조하였다. 본 방법으로 얻은 졸-겔용액은 매우 안정적인 분산 
상태를 보이며, Fe3+의 겔화가 진행되고, 생성된 Fe2O3의 표면에서 Ba2+ 또는 Sr2+의 겔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어서, +3가 이하의 금속이라도 +3가 이상의 금속 존재 하에는 겔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값싼 원료를 사용하며, 반응 시간도 1 min 이내로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 본 제조법으로 얻어진 분말은 기왕
에 발표된 문헌 값과 비교하면 150 ℃ 이상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 최고의 자기적 특성을 나타냈으며, 향상된 자기적 
특성을 보였다. Sr-ferrite의 경우 최대포화자화 값 74.4 emu/g, 보자력 값 6198 Oe을, Ba-ferrite의 경우도 최대포화자화 
값 68.1 emu/g, 보자력 값 5155 Oe을 보였다. 이들은 기존에 발표된 문헌 값과 비교하면 각각 10%와 5% 이상 증가된 
보자력 값을 나타내어, 고밀도 자기기록재료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1차 건조 분말의 경우 3∼5 nm의 
입자들이 응집된 50 nm 정도의 구형입자가 생성되고, 열처리 후에는 500 nm 정도의 고른 크기를 가진 육각판상형 
입자가 생성된다.

Nano sized mixed metal hexagonal ferrite powders with improved magnetic properties have been prepared by sol-gel 
method using propylene oxide as a gelation agent. To obtain the desired ferrite, two different metal ions were used. 
One of the ions has only +2 formal charge. The key step in the processes is that hydrated Ba2+ or Sr2+ ions are 
hydrolyzed and condensed at the surface of the previously formed Fe2O3 gel. In this processes, all the reaction can be 
finished within a few minutes. The magnetic properties of the produced powder were improved by heat treatment. The 
highest values of the magnetic properties were achieved at temperature 150 ℃ lower than those of the previously 
published values. The highest observed values of coercivity and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Sr-ferrite and Ba-ferrite 
powder were 6198 Oe, 5155 Oe and 74.4 emu/g, 68.1 emu/g, respectively. The ferrite powder annealed at 700 ℃ 
showed spherical particle shapes. The resulting spheres which were formed by the aggregation of nanoparticles with size 
3∼5 nm have diameter around 50 nm. The powder treated at 800 ℃ showed hexagonal-shaped grains with crystallite 
size above 5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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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화학적 조성이 PbO․6Fe2O3 (Pb-ferrite)를 비롯한 magnetoplumbite
형 결정구조를 가진 M-ferrite (M-type hexagonal ferrite)는 1938년 V. 
Adelsköld가 그 조성과 결정구조를 밝힌 이후, J. J. Went (1952년)와 

A. Cochardt (1963년)에 의해 BaO․6Fe2O3 (Ba-ferrite), SrO․6Fe2O3 

(Sr-ferrite)가 보고되었으며, 이후 이들 하드페라이트들은 다양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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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성재료로 사용되어 왔다[1-3]. M-ferrite는 c축이 자화용이 축으

로 결정자기이방성이 큰 재료들로서, 자기적 성질이 우수하고, 비중이 

작으며, 높은 전기저항(∼108 Ωcm) 특성과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보

여줌으로써 영구자석,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 microwave용 또는 고주

파 소자, 전파 흡수체 및 전자파 차폐제 등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주조자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

능하여 오늘날 영구자석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
밀도 자기기록 매체로 이용되기 위해 이상적인 것은 분말이 singl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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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높은 포화 자기장과 적

합한 보자력을 가져야 하며, 고른 분산성이 요구된다[4,5]. 이들 M- 
ferrite의 제조법에는 기계적 합금법(mechanical alloying method), 화학

적 공침법(chemical coprecipitation method), 용융염법(salt-melt meth-
od) 및 졸-겔법(sol-gel method)이 있으며,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는 기계적 합금법은 생산 공정 특성상 생성물의 성분과 입자

의 불균일성 때문에 제조된 M-Ferrite의 물리 화학적 성질도 불균일하

게 된다. 이들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 공침법 및 용융염법, 
초임계수결정법(supercritical water crystallization method) 등이 새로

운 분말 합성 공정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이들 방법들은 장시간 및 고

에너지의 제조공정 및 복잡한 후처리 방법, 고가의 제조비용이 단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6]. 이들 방법 중에 Al3+, Cr3+, La2+, Co2+ 등의 여

러 금속들의 치환이 비교적 용이한 M-ferrite를 제조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성분 조절이 용이한 졸-겔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되는 금속 알콕사이드를 비롯한 금속유기 화합물은 같은 

금속의 무기 화합물에 비해 값이 비싸고, 공기 중의 탄산가스나 수분

과 급격히 반응하여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유기금속화합물을 

사용하는 졸-겔 공정은 용액상에서 금속 알콕사이드의 가수분해와 축

합반응으로 무기물을 비교적 저온에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순도, 높은 균질성, 낮은 소성온도, 균일입자 제조에 유리한 장점이 

있는 화학적 합성 경로이다. 현재 졸-겔법에 의하여 무기물의 성분 및 

나노 크기로 조절될 수 있는 두개 이상의 금속 산화물 상의 혼합 산화

물 제조가 가능하나, 알콕사이드를 이용한 졸-겔 공정에서는 개개의 

구성 성분의 다른 반응성에 기인한 반응시간의 차이 때문에 복합 산

화물 제조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 h 이상의 반응시간을 필

요로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개의 금속알콕사이드의 반응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금속알콕사이드 탄소사슬의 길이를 조절하여 

반응속도를 조절하거나, 반응 안정성을 높여주는 착물형성제의 이용, 
두 가지 금속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 금속알콕사이드의 이용, 가수

분해가 없는 졸-겔 공정을 이용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균일한 혼합 산화물 합성에 대한 새로운 화학 

반응경로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7]. 최근에 Gash는 +3가 이상의 

전이금속 및 주족 금속을 알콜에 용해시켜 propylene oxide (PPO)를 

겔화제(gelation agent)로 사용한 MxOy 형태의 겔 제조과정에서 +3가 

이상의 금속은 PPO를 이용한 졸-겔법에 의해 겔화가 진행되나, +3가 

미만의 금속은 겔화된 산화물을 제조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7]. 또
한, Cui는 알콜 용매 하에서 에폭사이드를 이용한 졸-겔법으로 Ni2+와 

Al3+의 복합산화물인 NiAl2O4를 나노크기 입자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보고하였다[8].
  본 연구는 PPO를 겔화제로 사용하는 졸-겔법으로 아직까지 시도되

지 아니한 +2가의 전하를 가진 Ba2+ 또는 Sr2+와 +3가의 Fe3+의 복합 

산화물인 Ba-ferrite 및 Sr-ferrite 입자의 합성을 처음 시도하여 값비싼 

유기금속화합물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속염 수용액에서 직접합성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본 방법으로 제조된 M-ferrite들의 

입자 및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분석 장비

  사용한 시약은 barium nitrate (Ba(NO3)2, Aldrich, 99%), strontium 
nitrate (Sr(NO3)2, Aldrich, 99%), Iron (III) nitrate nonahydrate (Fe(NO3)3․

9H2O, Aldrich, 99.99%)를 사용하여 각각 1 M의 stock solution을 제조

하였으며, 이들 stock solution은 원소분석을 통해 원소들의 농도를 보

정하여 준비하였다. 겔화제로서 PPO (C3H6O, Acros, 99.5%), 용매로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장비는 Thermal Analyzer (TA Instrument 
Inc., TA4000), X-ray diffractometer (XRD, Philips, X'pert APD), 
FT-IR spetroscopy (ATI Mattson, Resear series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4200),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VSM, LDJ Electronics, LDJ9600)를 사용하였다. 

  2.2. 시료의 제조

  선행 실험으로서, 제조된 MO․6Fe2O3가 Fe/Ba 또는 Fe/Sr의 비로 

12가 되는 적절한 비율을 얻기 위해 Fe/Ba 및 Fe/Sr의 몰 비율이 각각 

12, 11, 10이 되도록 Fe와 Ba 또는 Sr 수용액을 제조하여 800 ℃에서 

5 h 소성 후 XRD 및 원소 분석(ICP)을 수행한 결과 SrO․6Fe2O3의 

경우는 Fe/Sr 비가 10일 때, BaO․6Fe2O3의 경우는 Fe/Br의 비가 11
일 때부터 미반응 Fe2O3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실험에서 결

정된 비율에 의해 각각 Ba-ferrite와 Sr-ferrite를 제조하였다. 이들 

Ba-ferrite과 Sr- ferrite 제조에서 Ba 또는 Sr의 사용 비율이 화학양론

적인 양과 다른 이유는 연구자들에 따라 사용하는 출발물질과 용매 

등의 조건이 다르고 또한 열처리시 Ba와 Sr이 휘발되기 때문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9,10]. Ba-ferrite를 제조하기 위해 Fe/Ba 비가 11이 되

도록 1 M Ba (NO3)2 수용액 10 mL와 1 M Fe(NO3)3․9H2O 수용액 

110 mL를 상부에 환류 장치가 부착된 교반이 가능한 500 mL 반응기

에 투입하고, 자석 교반기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교반시키면서, 
0.19 M의 PPO를 10 mL/min의 속도로 한 방울씩 반응기 내에 투입하

였다. 한번에 PPO를 모두 투입하게 되면 반응열이 급격히 발생해 끓

어 넘치거나 증발의 가능성이 있다. 반응이 시작되어 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수십 초 이내에 반응이 완결되었다. 투입 완료 후, 혹시 남

아 있을 수 있는 미반응물을 완전히 반응을 시키기 위해 0.1 M의 PPO
를 더 투입 후 5 min 정도 교반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반응의 진행

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PPO 투입 전에는 맑은 황적색의 용

액이 반응이 시작되면서 흑적색으로 점점 짙어지며, 반응이 완료되면 

진한 흑갈색의 졸 용액이 생성되었다. 반응이 완료된 흑갈색의 용액

은 상온에서 장시간 방치시켜도 응집하거나 침전되지 않는다. 반응이 

완료된 용액을 자석교반기에서 가열 교반하여 용매를 일부 제거하여 

겔로 제조한 후, 건조기에서 150 ℃에서 20 h을 건조시켜 1차 산화물 

분말을 제조하였다. 상부의 환류 장치는 PPO와 Ba/Fe의 수용액이 급

격하게 반응하면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 투입된 PPO의 휘발을 방지해준

다. Sr-Ferrite의 제조는 Fe/Sr의 비를 10으로 하고 나머지는 Ba-Ferrite의 

제조 방법과 동일하다. 제조한 1차 분말을 TG-DTA로 열적 거동 특성

을 분석하여 입자의 결정화 온도를 확인하고 M-Ferrite (M=Ba, Sr)가 

생성되는 최적의 열처리(annealing) 온도를 찾아 열처리하였다.

  2.3. 시료의 분석 방법

  M-Ferrite을 제조하여 입자의 크기 및 결정화 온도, 결정 특성, 자기

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결정화가 이루어지는 적당한 열처리 

온도 및 온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 ℃에서 1000 ℃까지 5 ℃/min
의 승온 속도로 질소분위기 하에서 TG/DTA로 열분석을 수행하고, 다
양한 온도별로 열처리한 분말의 결정상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CuKα

선으로 전압 40 kV, 전류 30 mA, 분당 0.2˚의 스캔속도로 XRD 분석

을 하였다. FT-IR로 금속산화물 및 화합물의 결합상태 및 잔존 유기

물을 확인하였으며, 분말 입자의 형상 및 크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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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G-DTA curves for Sr-ferrite 1st powder.

SEM분석을 하고, VSM 분석을 통해 보자력, 포화자화 등 자기적 성

질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r-Ferrite과 Ba-Ferrite의 1차 분말의 TG/DTA 측정결과를 Figure 1
과 2에 나타내었다. Sr-Ferrite는 TG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

이 200 ℃ 부근에서 질량감소가 급격히 시작되어 710 ℃ 영역까지 대

부분의 질량감소가 이루어졌다. 전체 질량의 51% 정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TA 곡선에서는 280 ℃와 710 ℃에서 두개의 발

열 피크(peak)가 확인되었으며, 140 ℃에서 발열 곡선이 시작되어 280 
℃ 영역의 발열 피크는 PPO에서 유도된 유기물이 분해되어 질량감소

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TGA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성된 PPO의 유도체는 1,2-propandiol과 1- 또는 2-nitrooxy- 
2-propanol 등으로 추론된다[11]. Sr-Ferrite의 TG 곡선에서 190 ℃ 정

도의 온도에서부터 급격한 질량 감소를 보이는 것은 끓는 점이 186 
℃ 정도의 1,2-propandiol이 졸-겔화 과정에서 다수 생성되어 남아 있

음을 보여준다. 약 650 ℃는 대부분의 질량 감소가 완료되면서 Sr- 
Ferrite의 결정생성이 시작되는 온도로 예측된다. 719 ℃에 나타난 미

약한 발열 피크는 Sr-Ferrite의 결정생성이 완료되는 온도 또는 나노 

크기의 개개 입자들이 응집(aggregation)되어 결정화되기 시작하는 온

도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Sr-Ferrite의 제조에서 900 ℃ 이상의 열처

리를 해야 하는 기계적 합금법이나 낮은 열처리 온도 영역을 가지는 

졸-젤법 또는 수열합성법을 비롯한 저온 열처리가 가능한 합성법의 

일반적 처리온도인 700～800 ℃과 비교해봤을 때, PPO를 사용한 졸-
겔법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열처리 온도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5,12].
  Ba-Ferrite는 Sr-Ferrite의 TG/DTA 곡선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

며 650 ℃ 영역까지 10% 정도의 점진적인 질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DTA 곡선에서 277 ℃, 335 ℃와 767 ℃에서 세 개의 발열 피크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650 ℃ 이상에서부터 결정성장이 시작되는 것을 

DTA 결과로부터 예측하였다. 762 ℃에서 미약한 발열 피크는 결정 

성장이 완료되는 온도 또는 개개의 입자들이 응집되어 결정화되는 온

도로 생각된다. 알려진 문헌에 따르면 열처리 조건과 분말의 응집상

태에 따라 자기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압력이 수반된 

결정화 온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가장 낮은 결정화 온도는 

수열합성법, 용융염법, 졸-겔법의 경우 약 950 ℃, 마이크로파(micro-

Figure 2. TG-DTA curves for Ba-ferrite 1st powder.

Figure 3. XRD patterns for Sr-ferrite powders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s for 5 h in air : (a) 150 ℃, (b) 700 ℃ and (c) 800 ℃.

wave)를 이용한 연소합성법의 경우 약 900 ℃인데 비하여, 본 실험에

서는 열처리 온도를 약 150 ℃ 정도 크게 낮추어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5,13,14]. 이와 같은 결과는 아래에 나타낸 XRD 결과에서 확

인할 수 있다.
  TG/DTA 분석 결과를 토대로 Sr-Ferrite과 Ba-Ferrite의 결정성장 완

료 또는 입자의 응집상태가 달라지는 719 ℃와 762 ℃를 기준으로 700 
℃와 800 ℃에서 열처리하여 두 조건에서의 물성 차이를 확인하고, 또
한, 최대 자성값을 얻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

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제조된 시료를 150 ℃, 700 ℃, 800 ℃에서 

열처리한 Sr-Ferrite과 Ba-Ferrite의 XRD 분석 결과를 Figure 3과 4에 

나타내었다. Sr-Ferrite과 Ba-Ferrite 두 종류 모두 같은 열처리 온도에

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50 ℃에서 열처리한 것은 두 종류 

모두 γ-Fe2O3의 결정상만이 관찰되었으며, Sr2+ 또는 Ba2+의 질화물 형

태가 없는 것으로 무정형상의 M-O-M 또는 M-O 형태로 존재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700 ℃에서 열처리한 것은 대부분이 Sr- Ferrite과 

Ba-Ferrite의 결정상으로 존재하였으며, 미소한 γ-Fe2O3의 결정 패턴과 

함께 γ-Fe2O3의 열적인 상변화에 의해서 2θ= 33.2°에서 약한 α- 
Fe2O3상이 관찰되었다. 800 ℃에서 열처리 결과를 보면, γ-Fe2O3와 α- 
Fe2O3상 등의 불순물 피크(peak)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으며, 완전한 

Sr-Ferrite과 Ba-Ferrite의 결정상만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XRD 분
석 결과는 TG-DTA의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Sr-Ferrite과 Ba-Ferrite의 

단일상 결정 성장 완료 온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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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patterns for Ba-ferrite powders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s for 5 h in air: (a) 150 ℃, (b) 700 ℃, and (c) 800 ℃.

Figure 5. FT-IR spectra of thermally treated Ba-ferrite and 
Sr-ferrite: Ba-ferrite at (a) 150 ℃ (b) 800 ℃. Sr-ferrite at (c) 150 
℃ (d) 800 ℃.

  제조된 Ba-ferrite와 Sr-ferrite 분말의 결합상태와 잔류 유기물의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50 ℃에서 건조한 1차 분말과 800 ℃에서 열

처리된 분말에 대하여 FT-IR 분석을 수행하여 Figure 5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스펙트럼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 흡수 peak를 살펴보

면, 150 ℃에서 건조한 분말의 경우, 3,400 cm-1 부근에서의 넓은 peak
는 1,2-propandiol의 O-H peak와 금속산화물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분

석되며, 1,400 cm-1과 800 cm-1 부근의 peak는 NO3
- 이온의 특징적 

흡수 peak로서 출발물질인 NO3
-이온이 잔존하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

다. 1,650 cm-1 부근의 peak은 M-O-M과 M(OH)x, M(OR)x 등의 복잡

한 금속화합물과 1-nitrooxy-2-propanol 또는 2-nitrooxy-2-propanol의 

propylene oxide 유도체로 해석된다. 1,050～1,150 cm-1에 나타난 미약

한 peak은 1,2-propandiol의 특성 peak이며, 700～400 cm-1 범위의 특

징적인 M-O peak은 γ-Fe2O3, α-Fe2O3와 같이 일부 결정화된 철산화

물로 분석되었다. 이들 결과를 XRD의 결과와 비교하면 150 ℃에서 

열처리된 시료의 경우 결정상의 BaO 또는 SrO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γ-Fe2O3으로 분석된다. 이들 흡수 peak의 분석은 Duraes와 

Santilli 등이 450 cm-1과 700 cm-1에서 두 흡수 peak는 산화철과 ox-
yhydroxide의 Fe-O 결합으로, 575 cm-1에 나타나는 넓은 peak은 적철

광(hematite)와 침철광(goethite)의 특성 peak로, 1,500～1,690 cm-1의 

peak을 1-nitrooxy-2-propanol 또는 2-nitrooxy-2-propanol의 -CONO2기

Table 2. Saturation Magnetization, And Coercivity of M-ferrite 
(M=Sr, Ba)

Annealing
Temperature (℃)

Sr-ferrite Ba-ferrite

MS

(emu/g)
HC

(Oe)
MS

(emu/g)
HC

(Oe)

150 50.1 138 47.9 190

700 61.5 4,067 61.9 3,180

800 63.2 6,198 62.3 5,155

900 57.0 5,756 58.7 5,555

1,000 69.5 3,023 65.0 4,748

1,100 74.4 2,414 68.1 2,589

1,200 71.4 1,340 67.0 2,372

의 특성 peak으로, 1,050～1,150 cm-1을 1,2-propandiol의 특성 peak으

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더 뚜렷이 증명된다[11,15]. 800 ℃에서 

열처리된 분말은 4,000～800 cm-1 사이의 peak이 모두 없어지고, 70
0～400 cm-1 범위에서는 Ba-ferrite와 Sr-ferrite의 전형적인 M-O 결합

에 관련된 특성 peak들이 나타남으로서 보여주고 있어, 열처리 이후 

기타 유기물의 완전한 분해와 함께 여러 금속화합물들이 모두 

M-ferrite의 금속산화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 150 ℃, 700 ℃, 800 ℃에서 열처리한 Sr-ferrite과 Ba-ferrite의 

SEM 분석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두 가지 모두 1차 입자 건

조 조건인 150 ℃에서의 입자 크기와 모양이 700 ℃에서 열처리한 것

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자 크기는 3～5 nm 수준의 

1차 입자들이 뭉쳐진 50 nm 미만의 구형입자 형태를 가지며 평균 입

경은 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00 ℃에서는 입자들이 서로 응집해 

서 M-ferrite의 전형적인 결정 형태인 500 nm 정도 크기의 육각판상구

조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결정의 생성 온

도가 기존의 졸-겔법에서의 열처리 온도보다 150 ℃ 정도 낮아진 결

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TG/DTA의 결과와 일치한다.
  각각 150 ℃, 700 ℃, 800 ℃에서 열처리한 Sr-ferrite과 Ba-ferrite를 

VSM으로 분석한 자기이력곡선(hysteresis)을 Figure 7과 8에서 나타

내었다. 9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보자력과 포화자화 값이 800 ℃의 

자기이력곡선 패턴과 유사하다. VSM 분석은 상온에서 최대 인가자장 

15 KOe에서 수행하였다. 각 온도별 최대 포화자장(Ms)과 보자력(Hc)
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150 ℃에서의 Sr-ferrite와 Ba-ferrite의 결

과는 최대포화자화 값이 50.1 emu/g, 47.9 emu/g, 보자력 값이 138 Oe, 
190 Oe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값들은 Sr-ferrite와 Ba-ferrite 상들의 측

정치가 아닌 무정형의 금속산화물과 일부 결정화가 된 γ-Fe2O3의 자

기측정값으로 볼 수 있다. Sr-ferrite의 열처리 온도가 700 ℃에서 800 
℃로 증가되었을 때 보자력 값이 급격히 증가하여 최대포화자화 값은 

61.5 emu/g에서 63.2 emu/g로 보자력 값은 4,067 Oe에서 6,198 Oe으
로 증가되었다. Ba-ferrite의 경우도 열처리 온도가 700 ℃에서 800 ℃
로 증가되었을 때 보자력 값이 급격히 증가하여 최대포화자화 값은 

61.9 emu/g에서 62.3 emu/g로 보자력 값은 3,180 Oe에서 5,155 Oe으
로 증가되었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포화자화 값은 700 ℃와 800 ℃에

서 비슷하나 보자력 값은 800 ℃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700 ℃와 

800 ℃에서 열처리한 결정상을 비교했을 때, XRD 결과에서 보듯이 

peak 패턴의 변화는 없으나, SEM의 결과에서 보면 열처리 후 입자들

이 서로 응집하여 육각판상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열처리 온도에 따른 포화자화 값은 결정

상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보자력 값은 입자 응집으로 육각판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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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Ferrite 150 ℃                      Ba-Ferrite 150 ℃    

                                     Sr-Ferrite 700 ℃                      Ba-Ferrite 700 ℃

                                     Sr-Ferrite 800 ℃                      Br-Ferrite 800 ℃
Figure 6. SEM photographs with M-ferrites(M=Sr, Ba)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s. 

형성 유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자 

크기에 따른 보자력은 큰 입자에서는 자기 경계벽(domain wall)이 존

재하여 이에 따른 열자기반전(thermal magnetization reversal)이 발생

할 때까지는 보자력이 감소하므로 입자크기가 증가할 때 보자력은 감

소하는 경향을 가지며 입자의 직경이 아주 작아졌을 때는 다른 양상

을 보인다. 보자력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의 임계 직경은 약 80 ∼ 100 
nm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16]. 800 ℃에서 열처리한 Sr-ferrite과 Ba- 
ferrite 분말들은 응집해서 큰 덩어리로 보이긴 하나 수 나노미터 수준

의 입자들이 단순히 응집해 있는 것으로 SEM에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조된 M-ferrite의 TG/DTA, SEM, XRD 분석 등을 

통하여, 800 ℃에서의 열처리한 시료의 보자력 값은 Sr-ferrite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 또는 제조된 것들의 값에 비해 약 10% 
이상 높고, 열처리 온도 또한 약 150 ℃ 이상 낮출 수 있었다. 
Ba-ferrite 또한 기존 발표된 값에 비해 보자력이 5% 이상 증가되었으

며, 열처리 온도 또한 150 ℃ 이상 낮출 수 있었다. 또한, Sr-ferrite에
서 최대 포화자화 값은 1,100 ℃를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보자력은 

800 ℃를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1,100 ℃에서 74.4 emu/g, 최대 보자

력 값은 800 ℃에서 6,198 Oe였다. Ba-ferrite에서는 최대 포화자화 값

은 1,100 ℃를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보자력은 900 ℃를 정점으로 감

소하였으며, 최대 포화자화 값은 1,100 ℃에서 68.1 emu/g, 최대 보자

력 값은 900 ℃에서 5,555 Oe를 가짐을 Table 1의 결과로 확인하였다.

4.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는 PPO를 이용한 졸-겔법으로 아직 알려져 있지 

아니한 +2가 전하를 가진 Ba2+와 Sr2+가 포함된 +3가 Fe3+의 복합산화

물인 Ba-ferrite와 Sr-ferrite의 합성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가와 +3
가 금속이 혼합된 용액에서의 졸-겔 반응은 +2가와 +3가 금속이 같은 

속도로 겔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가 금속이 먼저 겔화과정에

서 금속산화물을 생성하고, 생성된 +3가 금속의 금속산화물 표면에서 

+2가 금속의 가수분해와 축합반응으로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2가의 Ba2+ 또는 Sr2+이 단독으로는 겔화가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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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agnetic hysteresis curve for the Sr-ferrite powders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s.: (a) 150 ℃, (b) 700 ℃, and (c) 
800 ℃.

Figure 8. Magnetic hysteresis curve for the Ba-ferrite powders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s: (a) 150 ℃, (b) 700 ℃, and (c) 
800 ℃.

BaO 또는 SrO 겔을 형성할 수 없으나, 수용액에서 먼저 합성된 γ- 
Fe2O3 겔에서 겔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졸-겔
법에 비해서 반응완결 속도가 매우 빨라 +3가 금속의 겔 생성과 동시

에 +2가 금속의 겔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700 ℃ 이상의 

열처리 온도에서 Ba2+ 또는 Sr2+가 γ-Fe2O3 또는 α-Fe2O3와 M-ferrite 
결정상을 형성하면서 완전한 BaO 또는 SrO의 산화물 형태를 이루는 

것을 XRD 결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PPO를 이용한 졸-겔법은 +2
가 금속 단독으로는  산화물 상태의 겔을 제조할 수 없지만, 반응성이 

좋은 +3가 이상의 금속과 혼합물을 만들게 되면 +2가 금속이 포함된 

복합 산화물 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좋은 예로서, 자기적 

성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속으로 치환된 M-ferrite 치환체 제조 연구

에도 유용하게 이용되리라 보여진다. 본 방법으로 제조된 M-ferrite의 

포화자화값과 보자력값은 기존에 발표된 문헌과 비교하면 5～10% 이
상 증가된 보자력 값을 나타내며, 영구 자석 및 고밀도 기록재료로의 

활용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5-6,11-18]. 순수한 M-ferrite를 얻기 위한 

열처리 온도 또한 150 ℃ 이상 낮출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합성한 

M-ferrite 분말의 평균 입자 크기는 약 3～5 nm, 육각판상의 크기는 

0.5 µm 정도였다. 본 제조방법은 기존의 유기 금속화합물을 이용하는 

졸-겔법에 비교하여, 제조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으며, 나
노 수준 입자 크기의 M-ferrite와 같은 복합 금속 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1. V. Adelskӧld, Arkiv fӧr kemi Mineralogi och Geologi, A-12(29), 
1 (1938).

2. J. J. Went and H. P. J. Wijn, Philips Tech. Rev., 13, 194 (1952).
3. A. Cochardt, J. Appl. Phys., 34, 1273 (1963).
4. P. Gerard, E. Lacroix, G. Marest, B. Blanchard, G. Rolland, B. 

Rolland, and B. Bechevet, Solid State Commu., 71, 57 (1989).
5. S. W. Lee, S. Y. An, S. J. Kim, I. Shim, and C. S. Kim,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39, 5 (2003).
6. S. C. Nam and G. J. Kim, J. Korean Ind. Eng. Chem., 15, 183 

(2004).
7. H. Cui, M. Zayat, and D. Levy, Journal of Non-crystalline Solids, 

285, 2102 (2005).
8. A. E. Gash, T. M, Tillotson, J. H. Satcher Jr., L. W. Hrubesh, and 

R. L. Simpson, Journal of Non-crystalline Solids, 285, 22 (2001).
9. W. Zhong, J. Magn. Magn. Mater., 168, 196 (1997). 

10. M. Matsumoto, A. Morisako, T. Hawiwa, K. Naruse, and T. 
Karasawa, IEEE Trans. Magn., 6, 648 (1991).

11. L. Duraes, B. F. O. Costa, J. Vasques, J. Campos, and A. Portugal, 
Materials Letters, 59, 859 (2005).

12. H. W. Kwon and J. W. Bae, J. Magn., 118, 8 (2003).
13. Y. P. Fu, C. H. Lin, and K. Y. Pan, Jpn. J. Appl. Phys, 42, 2681 

(2003).
14. S. Y. Ahn, S. W. Lee, D. H. Choe, and C. S. Kim, J. Kor. Mag. 

Soc., 13, 4 (2003).
15. C. V. Santilli, M. Onillon, and J. P. Bonnet, Ceram. Int. 16, 89 

(1990).
16. H. Kojima, Ferromagnetic Materials, North-Holland, Amsterdam, 3, 

335 (1982).
18. G. Mendoza-Suárez, M. C. Cisneros-Morales, M. M. Cisneros- 

Guerrero, K. K. Johal, H. Mancha-Molinar, O. E. Ayala- 
Valenzuela, and J. I. Escalante-García, Materials Chemistry and 
Physics, 77, 796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