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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tero junction on dielectrics and ferrite for LTCC was prepared by using NiCuZn ferrite. The shrinkage
behaviour of ferrite tapes in combination with a dielectric tape was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NiCuZn
ferrite were investigated using XRD (X-ray diffractometer), Dilatometer,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NiCuZn ferrite calcined at 700

oC had a good
apparent density and initial permeability of magnetic properties. The shrinkage rate of the NCZF700 ferrite
and dielectric material was similar. The multilayer revealed dense, uniform morphologies with excellent inter-
face quality. Diffusion of hetero junction such as dielectric and ferrite was not occuring at 9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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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자 제품들의 소형 경량화와 동시에 고기

능성이 추구되면서 소형화, 칩(Chip)화 되고 고 신

뢰성, 고 기능성을 위한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전자회로의 3대 수동부품인 L(inductor), C(capacitor),

R(resistance)의 SMD 제품으로 각각 칩인덕터(MLCI:

multi-layer chip inductor), 칩캐패시터(MLCC: multi-

layer chip capacitor), 칩 저항기(CR: chip resistor)

가 있다. 이러한 단일의 package 내에 탑재하고 시

스템으로 기능을 갖게 하는 SiC(system in chip)가

진행 되었다1,2).

현재 수동소자가 내장형 단일 패키지를 위해

Digital, RF, Optical System까지 단일 모듈상을 집

적화 시키는 SoP(system on package) 기술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기술은 MCM(multi chip module)

기술로써 이에 따른 장점으로 경박단소형 모듈제작,

전기적 성능의 극대화, 소모 전력의 감소, 신뢰성의

향상을 들 수 있다3). 페라이트의 기본 특성인 인덕

터를 이용하는 부품으로 수 MHz~수십 MHz 대역

에서 손실이 적은 저 손실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재료로 고주파 특성

이 뛰어난 NiZn 페라이트가 사용되고 이다. 치밀한

NiZn 페라이트를 소결하기 위해서는 1100oC 이상

에서 소결하기 때문에 소결온도를 낮추고자 CuO

성분을 첨가하고 있다. CuO는 페라이트 내에 확산

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페라이트 칩 인턱터 재료는 큐리온도와 손실계수

등을 고려하여 연자성 페라이트(soft ferrite)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자성 페라이트 재료는 최근 표

면실장 기술 형태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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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성 페라이트는 900oC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결

하여 LTCC(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형태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6). 이종

간의 칩 인덕터를 위한 소재는 소결시 수축거동과

냉각시 팽창계수가 유사하지 않을 경우 이종재료 간

수축률 차이에 의한 휨(warpage)과 박리(delamination)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칩 인덕터를 위한 저온소성의

페라이트와 유전체 접합을 목적으로 하소온도에 따

른 저온 소결용 NiCuZn계 페라이트를 제조하고

LTCC용 유전체와 이종접합(hetero junction)을 하여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페라이트 원료는 고순도 분말

Fe2O3, NiO, ZnO, CuO를 사용하였으며, 이종접합

을 위한 LTCC용 유전체는 T사의 재료를 사용하였

다. 실험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진행하였으며 하소

및 소결 조건은 표 1에 나타내었다. 

2.1 페라이트 및 시편제조

페라이트 조성비는 (Ni0.15Cu0.22Zn0.63)1.03(Fe2O3)0.97

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세라믹 공정을 이용하여 제

조 하였다. NiCuZn 페라이트계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분말을 각각 일정 함량이 되도록 칭량한 후

polyethylene jar내에 분말과 에탄올과 지르코니아

볼을 이용하여 6시간 혼합하여 균일하게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분말은 전기로를 이용하여 승온 속도

5oC/min으로 700, 750, 800oC에서 각각 2시간 동안

하소하였다. 하소한 분말을 250 kgf/cm2의 압력으로

성형체의 외경 18 mm, 내경 6 mm, 높이 4.5 mm의

Toroidal 형태로 제조하여 전기로에서 승온속도 5oC/

min으로 875, 900, 925oC까지 소결 하였으며 각 온

도에서 1시간 유지하였다.

2.2 Green sheet 제조와 이종접합 

Sheet 제조를 위하여 polyethylene jar내에 분말과

용매를 넣은 후 지르코니아 볼을 이용하여 24시간

혼합하였다. 이때 사용한 바인더는 PVB(Poly vinyl

butyral)와 분산제(KD1), 가소제(DOP)를 이용하였다.

제조된 슬러리는 탈포 용기에서 10분간 탈포 후

tape caster를 이용하여 두께 50 µm sheet로 제작하

여 페라이트와 유전체를 적층하여 10 × 10 cm의 크

기로 한 후 온도 90oC, 압력 15 ton의 조건에서 30

초간 유지하여 sandwich 구조로 시편을 제작 하였

다. 접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작된 시편을

10 × 10 mm를 크기로 하였으며 승온속도 5oC/min

으로 875, 900, 925oC에서 1시간 동안 각각 소성

하였다.

2.3 특성분석

NiCuZn 페라이트의 하소온도에 따른 결정상을 조

사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기(XRD: D/Max-

2500V, Rigaku, Japan)를 이용하였다. 소결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결 밀도는 archimedes법으로 측

정 하였으며 미세구조는 파단면을 전계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FE-SEM: JSM-6701F, JEOL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시편의 투자율을 측정하기 위

하여 LCR meter(HP44275, Aglient, USA)로 측정

하였으며 제작된 toroidal 샘플은 Cu wire를 10회

감아서 LCR meter를 이용하여 L 값을 측정한 후

환산하여 투자율을 측정하였다. 

이종접합을 위해 페라이트와 유전체의 수축과정은

열팽창계수 측정기(Dilatometer: Unitherm model-1161,

Anter Co., USA)로 5oC/min의 승온속도로 900oC까

지 측정 하였으며, 이종접합 한 시편의 미세구조와

화학성분은 FE-SEM과 에너지분산형 엑스선분석기

(EDS: X-Max, Oxford, England)를 이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specimen

Specimen
Calcination 
Temp./Time

Sintering
Temp./Time

NCZF700 700/2 hr

875, 900, 925/1 hrNCZF750 750/2 hr

NCZF800 800/2 hr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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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NiCuZn 페라이트의 특성 

하소온도에 따른 NiCuZn 페라이트계의 결정상을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하소온도에서 NiCuZn

페라이트계 스피넬상의 피크가 보이고 있다. 일반

적으로 NiZn 페라이트계는 최초에 600oC 부근에서

페라이트가 생성되기 시작하며 약 1000oC에서 미

반응물 NiO가 소멸된다. 그리고 ZnO 페라이트를

포함하는 경우 페라이트의 생성에 팽창이 일어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 NiZn 페라이트계에서는 약

700~800oC 부근에서 최대 팽창률을 나타내며 페라

이트 생성 반응이 완료되는 1050~1100oC 부근에서

수축이 시작된다7). 그러나 NiCuZn 페라이트계는

500~750oC에서 고상반응이 시작되어 (Ni, Cu, Zn)

Fe2O4 스피넬상의 결정상이 나타나며 이는 Cu가 치

환됨으로써 저온에서도 스피넬상이 형성된다고 하

였다8,9). 또한 하소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피넬상

의 피크 intensity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온도 증가와 함께 결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소 온도와 소결 온도에 따른 소결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시편의 밀도를 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

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소결 밀도는 4.2~5 g/cm3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소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하소 온도가

높아질수록 하소과정에서 충분한 입자성장이 진행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3. Density of (a) NCZF700, (b) NCZF750 and (c)

NCZF800 specimen sintered at 875oC, 900oC,

925oC with calcination conditions. 

Fig. 4. FE-SEM image of (a) NCZF700, (b) NCZF750 and (c) NCZF800 specimen sintered at 875oC with calcination

conditions (700oC, 750oC, 800oC).

Fig. 5. FE-SEM image of (a) NCZF700, (b) NCZF750 and NCZF800 specimen sintered at 900oC with calcination

conditions (700oC, 750oC, 800oC).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NCZF700, (b)

NCZF750 and (c) NCZF800 specimen calcinated

at 700oC, 750oC, 800oC temperature (JCPDS

No. 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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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온도와 소결 온도에 따른 소결특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미세구조를 관찰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

림 4와 그림 5에 각각 나타내었다. 하소 온도 증가

와 함께 입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스피넬 입자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된다. NCZF800

와 NCZF750의 페라이트는 기공이 일부 존재하며

NCZF700은 조대하게 성장된 입자들을 볼 수 있다.

페라이트 소결체의 미세구조는 전자파 흡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인 투자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결체의 입자 사이에 생성된 기공은 소결밀도를

저하 시키며 입계간의 자벽 이동이나 자화 회전을

방해하는 반자계 효과(demagnetic effect)를 유발하

여 투자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입

자가 규칙적으로 성장하여 기공의 발생이 최소화될

경우 향상된 투자율을 보이게 된다10).

시편의 투자율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하소온도

가 낮고 소결온도가 증가 할수록 모든 시편의 투자

율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소결밀도

와 미세구조 관찰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소결시편 중 NCZF700이 가장 높은 투자율 값을 나

타났으며, 이는 결정이 커지면 기공들의 수가 감소

하여 자벽(domain wall)의 이동이 용이해지기 때문

에 투자율이 증가한다11).

3.2 페라이트와 유전체의 이종접합 특성

페라이트와 LTCC용 유전체 시편의 소결에 따른

수축거동에 대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모

든 시편이 700oC 부근에서 수축이 시작하고 있으

며 페라이트(NCZF700)보다 유전체의 경우 일찍 수

축 진행이 나타났다. 그러나 온도의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수축거동을 나타났다. 소결온도에서 수축거

동이 유사하지 않을 경우 이종재료간 수축률 차이

에 의한 휨(warpage)과 박리(delamination) 현상이

나타난다. 수축률 차이가 1~2% 정도만 되어도

수% 이상의 휨이 나타나게 된다. 최종 수축률이 같

아도 수축거동이 달라지면 이종재료 간에 서로 소

결제한(constraint sintering)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소결 수축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

다12). 그리고 소결과정에서 다른 수축률과 냉각과

정에서 열팽창 계수차이에 의해서도 박리 현상을

Fig. 6. Permeability of (a) NCZF700, (b) NCZF750 and

NCZF 800 specimen sintered at various tem-

peratures with calcination conditions (700oC,

750oC, 800oC).

Fig. 7. Linear shrinkag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the NCZF700 ferrite and dielectric material

(heating rate, 5oC/min).

Fig. 8. FE-SEM image and EDS spectrum of NCZF700 ferrite and dielectric interface sintered at 87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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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한다13). 그러므로 이종재료 간 접합 동시소성

을 위해서는 분말 자체가 가지는 소결 수축거동을

매칭(matching)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재료의 접합 동시 소결 시편의 계면특성을 조

사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8과 그림 9에 각각 나

타내었다. 시편 모두 접합이 잘 이루어졌으며 일부

소결온도가 높은 경우 유전체의 일부 이온이 페라

이트에 확산이 일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소결 수축거동에서 LTCC용 유전체의 소결 수축이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되어 액상화된 이온들이 페

라이트 입자 사이로 확산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편 중 NCZF700에서 900oC 소성시편의 경

우 확산정도가 거의 없는 우수한 특성이 나타났다. 

5. 결 론

하소온도에 따른 NiCuZn계 페라이트를 제조하여

LTCC용을 위한 페라이트와 유전체의 이종접합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모든 하소온도에서 스피넬상의 NiCuZn 페라이

트계가 합성 되었으며 700oC에서 하소한 시편을 소

결한 것이 가장 높은 밀도와 투자율을 나타냈다. 

2. 하소온도 증가와 함께 입자가 감소하였으며 스

피넬 입자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종접합을

위한 수축은 700oC에서 하소한 NCZF700 ferrite계

가 유전체와 유사한 수축거동이 나타났다. 

3. 이종접합은 모든 시편에서 잘 진행되었으며 일

부 유전체의 이온들이 페라이트 쪽으로 확산이 진

행되었으며 NCZF700계를 900oC에서 이종접합하여

소결한 시편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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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E-SEM image and EDS spectrum of NCZF700 ferrite and dielectric interface sintered at 900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