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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소형화를 한 Co2  페라이트의 마이크로  특성
논  문

60-12-15

Microwave Properties of Co2  Ferrite for Miniaturization of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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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Bok Ahn․Byung-Hwan Kim․Ji-Young Choi)

Abstract - The sintering behavior and microwave properties of ferrite (Ba3Co2-2xZn2xFe24O41 ceramics) were investigated 

for microwave applications. Also PIFA type antenna with ferrite was simulated. All samples were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method and sintered at 1350℃. All ceramics had relatively density above of 92% compare with theoretical 

density of Ba3Co2Fe24O41 ceramics. From the XRD pattens, the Z-type phase was existed as main phase in 

Ba3Co2-2xZn2xFe24O41 ceramics. The permittivity and permeability of Ba3Co2-2xZn2xFe24O41 ceramics were increased with Zn 

additions and decreased rapidly over frequency of 200～600 MHz. Several PIFA type antennas with ferrite and FR4 were 

simulated. All antenna structure had return loss of less than -10 dB at each resonant frequency. Simulated antenna using 

both ferrite and FR4 showed size reduction of 25% without a significant decrement of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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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이동통신 (Mobile Communication)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비약 인 발 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달, 보존을 한 자기기인 휴 폰이나 노트북 등

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기기의 소형화  사용주 수의 고주

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기의 핵심부품인 안테

나 역시 사용이 증가되면서 그 역을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주 수 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안테나의 소형

화, 고주 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소형안테나, 역 안테나 

등이 안테나 기술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1]. 

회로 설계 개발에 의한 안테나 개발은 특정 역에서 구조

인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 꾸 히 요구되는 안테나 소형

화의 근본 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안테나와 같

은 RF 부품들의 크기는 동작 주 수에서의 장 길이에 의

존한다. 이와 같이 장 길이에 의존하는 안테나의 소형화

를 하여 다양한 방법이 오랫동안 시도되어 왔으며, 이  

가장 일반 인 방법은 장의 길이를 일 수 있는 높은 유

율을 갖는 유 체 기 을 이용하는 것이다[2]. 그러나 이

는 기 의 높은 유 율로 인하여 안테나로 달되는 에 지

가 유 체 내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 패치 안테나의 용에 

있어서 임피던스 역폭이나 효율을 감소시키는 상을 나

타낸다[3]. 한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폴리머 역시 역폭 

문제로 인하여 고주 용 안테나 기 으로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페라이트와 같은 자성-

유  재료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성-유  

재료를 기 으로 사용한 안테나의 기  장 길이, 크기, 

역폭 등은 유 율()과 투자율()에 련되어 있다[4].

≈


 ≈


        (1)

여기서 ,   와 BW는 각각 자유공간  안테나에서의 

장과 역폭 (Bandwidth) 이다. 식 (1)에서 높은 유 율 

는 높은 투자율은 소자의 크기를 이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유 율과 높은 투자율은 각각 역폭

의 감소나 탄젠트 손실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 율과 

투자율  어느 하나만 큰 값을 가지는 재료는 효과 이지 

못하다. 반면 비교  높고 서로 비슷한 값의 유 율과 투자

율을 가진 자성-유  재료를 사용하면 역폭의 감소 없이 

소자의 크기를 일 수 있게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성 재료로 페라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재 표 인 RF 부품용 연자성 재료는 NiZn 페라

이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NiZn 페라이트와 같은 

스피넬 페라이트는 Snoek의 제한에 의해 사용 가능 주 수

가 제한되어 있어 고주  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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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육방정계 구조를 가지는 Ba 페라이트는 Snoek의 제한

을 뛰어넘어 수백 MHz 역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소형안테나 재료로서 응용이 가능한 페라

이트 조성을 개발하기 하여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

를 제조하여 조성  주 수에 따른 마이크로  특성을 조

사하 다. 한 안테나로의 응용 가능성을 고찰하기 하여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  우수한 마이크로  특성을 

나타내는 조성을 선택하여 PIFA (Planar Inverted-F 

Antenna) 형태의 안테나를 설계, 모의실험 하여 주 수 특

성을 고찰하 다. 

2 .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일번 인 고상반응법을 사용하여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를 제조하 다. 출발물질로 높

은 순도로 정제된 BaCO3, CoO, ZnO, Fe2O3를 사용하 다. 

출발물질들을 Ba3Co2-2xZn2xFe24O41의 화학식량에 맞게 평량

한 후, 알코올을 분산매로 사용하여 지르코니아볼로 24시간 

동안 혼합 분쇄하 다. 혼합 분쇄한 분말을 100℃ 기오

에서 충분히 건조한 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1000℃에서 

3시간 동안 하소하 다. 하소한 Ba3Co2-2xZn2xFe24O41분말을 

도넛형 형에 넣고 단축 성형하 다. 성형한 시편을 기

로에 넣고 1350℃의 온도에서 3시간 동안 소결하 다. 하소 

 소결 시 기로의 온도 상승률은 5℃/min.으로 하 다.

하소온도  소결온도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화  고용체 

형성과정을 고찰하기 하여 X-선 회 분석을 하 다. X-

선은 CuKα1 (λ=1.542Å)을 사용하 으며, 스텝폭과 주사속

도는 각각 0.1deg.와 2deg./min.으로 하 다. 시편의 소결상

태를 알아보기 하여 아르키메데스 법을 이용하여 소결

도를 측정하 고, 자 미경으로 미세구조를 분석하 다. 

소결된 시편의 마이크로  특성은 유 율과 투자율을 동시

에 측정할 수 있는 동축선로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7]. 

마이크로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HPE5071B 네트워크 

분석기를 사용하 다.

안테나 소형화에 한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3D 자기 해석 툴인 Computer 

Simulation Technology 2010 (CST2010)를 이용하여 PIFA 

형태의 안테나를 설계, 모의실험 하 다.

3. 결과  고찰

1350℃에서 소결한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X-선 

회 패턴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1000℃에서 하소한 우

더는 Z-, Y- 그리고 W-형 상이 공존하 다. 이는 Z-형 상

의 결정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하소과정에서 단일상

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소결이 진행됨에 

따라 Y-형 상과 W-형 상의 회 강도는 감소하 고 모든 

조성에서 Z-형 상이 주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1350℃의 소

결온도에서 Z-형 상이 충분히 성장되었고, Y-형 상과 W-

형 상이 결합하여 Z-형 상으로 형성되기 때문으로 생각한

다. Zn의 첨가에 따라 시편의 회 패턴은 큰 변화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는 0.133 nm의 원자반경을 가지는 Zn이 0.125 

nm의 원자반경을 가지는 Co 자리에 치환되더라도 세라믹스

의 소결성  결정구조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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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X-선 회  패턴.

Fig. 1 XRD patterns of the Ba3Co2-2xZn2xFe24O41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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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미세구조.

Fig. 2 SEM images of the Ba3Co2-2xZn2xFe24O41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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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 1350℃에서 소결한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

스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모든 조성에서 기공이 없는 

치 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이는 충분한 열에 지의 공

으로 결정립의 성장이 진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한 복잡한 결정구조를 가지는 육방정계의 Z-형 상이 원활히 

형성되어 직사각형 모양의 결정립을 나타내었다. 

소결온도에 따른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소결

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조성에서 1350℃의 소결온도

에서 최 값을 나타내었다. 이 상은 XRD 패턴 (그림 1)과 

미세구조 결과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1350℃의 온도에서 

치 화가 증진되어 결정립이 성장하고 기공이 감소하 기 때

문으로 생각한다. 1350℃에서 소결된 Ba3Co2-2xZn2xFe24O41 세

라믹스는 Ba3Co2Fe24O41 세라믹스의 이론 도에 (5.356 g/cm3) 

비하여 약 92%의 상 도를 나타내었다. Co자리에 분자량이 

다른 Zn을 치환하 기 때문에 Ba3Co2Fe24O41 세라믹스에 한 

상 도는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소결성을 단하

는 직 인 요인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X-선 회  분석 결

과로부터 Zn의 치환에 따른 결정구조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Ba3Co2-2xZn2xFe24O41 세라

믹스가 충분히 소결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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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소결 도.

Fig. 3 Bulk densities of the Ba3Co2-2xZn2xFe24O41 ceramics.

1350℃에서 소결한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주

수에 따른 유 율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주 수가 증가함

에 따라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유 율은 감소하

다. 이는 다른 세라믹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주 수 

증가에 따라 유 분산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Zn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 율은 증가하 다. 그림 2의 미

세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는 

1350℃의 소결온도에서 모두 치 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조성에 따른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유 율 

증가는 기공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치환되는 Zn의 향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림 5에 조성  주 수에 따른 Ba3Co2-2xZn2xFe24O41 세

라믹스의 투자율을 나타내었다.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

스의 투자율은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이는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성 분산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

각한다. 투자율이 격히 감소하는 주 수 역은 조성에 

따라 약 200～400 MHz 역으로 나타났으며, 이 주 수 

역이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자기공진주 수 역

으로 생각된다. Zn을 첨가함에 따라 투자율이 약간 증가하

다. 이는 Zn과 Co의 자성모멘트의 차이로 (Zn : 0.875 μ/μ

N, Co : 4.627 μ/μN) 인하여 결정구조 내의 강자성 이온들 

간의 서로 상쇄되는 스핀 양을 임으로써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자기 모멘텀에 향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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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유 율.

Fig. 4 Permittivities of the Ba3Co2-2xZn2xFe24O41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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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투자율.

Fig. 5 Permeabilities of the Ba3Co2-2xZn2xFe24O41 ceramics.

식 (1)에서 안테나의 소형화와 넓은 역폭을 하여 사용

되는 재료의 투자율은 클수록 유리하다. 본 실험을 통하여 

x=0.5의 조성에서 가장 큰 투자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x=0.5에서 자기공진주 수는 약 200 MHz이다. 일반 으로 

자기공진주 수 이상의 역에서는 투자특성이 격히 나빠

지기 때문에 x=0.5의 조성을 안테나에 용한다면 고주 에

서 좋은 안테나 특성을 기 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

서 페라이트를 용시킨 안테나의 소형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하여 Ba3Co1.6Zn0.4Fe24O41 세라믹스를 (x=0.2) 선택하여 모

의실험을 진행하 다. Ba3Co1.6Zn0.4Fe24O41 세라믹스의 유 율

과 투자율은 410 MHz에서 각각 16.593과 16.356이었다. 

페라이트를 용시킨 안테나의 소형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하여 PIFA 형태의 안테나를 설계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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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4 (b) Ferrtie (c) Ferrite + FR4 (d) Suggested structure

그림 6 페라이트를 용한 PIFA 형태 안테나 구조.

Fig. 6 Structure of PIFA type antenna with Ba3Co2-2xZn2xFe24O41 ceramics.

(a) FR4 (b) Ferrite

(c) Ferrite+FR4 (d) Suggested structure

그림 7 모의실험한 PIFA 형태 안테나의 반사손실특성.

Fig. 7 Return losses of simulated PIFA type antenna.

다. 설계된 안테나의 지면의 크기는 90 x 50 x 1 mm3

이며, 안테나의 크기는10 x 50 x 3 mm3 이다. 안테나의 구

조를 FR4, 페라이트, 페라이트+FR4의 3가지 구조로 설계하

으며 안테나 구조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FR4의 유 율과 투자율은 각각 4.4와 1이다. 

모의실험한 안테나 구조들의 반사손실특성을 그림 7에 나

타내었다. FR4 신 페라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안테나 

크기에서 공진주 수가 200 MHz정도 감소하 다. FR4와 

페라이트를 같이 사용한 구조의 공진주 수도 약 650 MHz

로 페라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공진주 수가 감소하 다. 공

진주 수의 감소로부터 페라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안테나의 

크기를 소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페라이

트를 사용함으로써 반사손실이 증가하 다. 하지만 모든 구

조에서 -10 dB 이하의 낮은 반사손실을 나타내었다. -10 

dB의 반사손실은 정재 비 (Voltage Standing Wave Ratio, 

VSWR) 특성이 1:2 되는 지 으로, -10 dB 이하의 반사손

실에서 안테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페라이트

를 용한 안테나는 크기의 소형화와 함께 안테나로 동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1에 모의실험한 안테나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FR4와 

페라이트만을 사용하 을 경우, 역폭과 효율은 각각 46 

MHz, 70% 그리고 39 MHz, 17%를 나타내었다. FR4 신 

페라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역폭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효율이 크게 감소하 다. 페라이트 용 시 나타나는 효율

감소를 보완하기 하여 페라이트와 FR4를 같이 사용하여 

안테나를 설계하 다 (그림 7-(c)). 이때 페라이트를 계가 

가장 강한 open단에(b) 치시킬 경우 효율은 26%로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 FR4를 open단, 페라이트를 계가 약한 

부분(a)에 치시킴으로 42%의 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7-(d)에 안테나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하여 페라이

트와 FR4를 이용하여 제안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FR4만을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크기를 25%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제안된 구조의 안테나는 44 MHz의 역폭과 51%의 효율을 

나타내었다. 페라이트와 FR4를 트별로 나 어서 사용함으

로써 안테나의 크기 감소와 함께 효율 감소를 억제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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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의실험한 PIFA 형태 안테나의 안테나 특성

T ab l e 1 Antenna properties of simulated PIFA type antenna.

구조 공진주 수 역폭 효율

FR4 770 MHz
46 MHz 

(5.9%)
70%

Ferrite 541 MHz
39 MHz 

(7.2%)
17%

FR4 + Ferrite 629 MHz
31 MHz 

(4.9%)
26%

Ferrite + FR4 650 MHz
37 MHz 

(5.6%)
42%

Suggested

structure
768 MHz

44 MHz 

(5.7%)
51%

본 연구를 통하여, 기본 인 Ba 페라이트에 Zn을 치환함

으로써 비교  높은 주 수 역까지 유 율과 투자율을 유

지하는 페라이트 조성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조성을 안테나로 용하여 모의실험한 결

과 안테나 크기의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

과로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는 안테나 재료로 응용가

능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성  주 수에 따른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구조  특성과 마이크로  특성을 조사하 다. 소

결 도는 1350℃의 소결온도에서 최 값을 나타내었다. X-

선 회 분석 결과, 치 화가 충분히 진행된 1350℃의 소결온

도에서 Z-형 상의 단일상이 나타났다.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 율과 투자율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200～600 

MHz 이상에서 격히 감소하 다. 한 Zn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유 율과 투자율은 약간 증가하 다. 투자특성

을 분석한 결과, Ba3Co2-2xZn2xFe24O41 세라믹스의 자기공진

주 수는 약 200～400 MHz 역인 것으로 확인하 다. 

1350℃에서 소결된 Ba3Co1.6Zn0.4Fe24O41 세라믹스의 유 율과 

투자율은 410 MHz에서 각각 16.593과 16.356이었다. 페라이

트와 FR4를 트별로 나 어 사용하여 설계한 안테나는 

25%의 안테나 크기 감소와 함께 효율 감소를 억제하 다. 

제안된 안테나 구조의 공진주 수, 역폭, 효율은 각각 768 

MHz, 44 MHz(5.7%), 5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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