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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정질 금속박판 또는 연자성의 플레이크와 합성수지의 복합판을 적층하여 자심으로 하고, 이 자심에 코일을 감아서 

안테나로 한다. 이 박판형상인 안테나 2개와 소용돌이 형상인 안테나 1개를 사용하여 트랜스폰더를 구성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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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에 관한 안테나의 사시도이다.

도 2의 (A)는, 종래의 안테나를 보유하는 트랜스폰더의 평면도이다.

도 2의 (B)는, 동 사시도이다.

도 3의 (A), 도 3의 (B)는 실시예에 관한 안테나의 자심의 평면도이다.

도 4의 (A)는, 실시예에 관한 트랜스폰더의 평면도이다.

도 4의 (B)는, 동 측면도이다.

도 5의 (A)는, 자기카드겸용 트랜스폰더의 평면도이다.

도 5의 (B)는, 동 측면도이다.

도 6은, 코일의 길이, 폭 및 두께의 설명도로써, (A)는 실시예를, (B)는 비교예를 표시한다.

도 7의 (A)는, 실시예에 관한 트랜스폰더의 평면도이고, 도 7의 (B)는 동 측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6),(7),(26),(27) ------------ 안테나,

(3A),(3B),(4) -------------------- 자심,

(5),(9) -------------------------- 코일,

(8),(12),(28) -------------------- 트랜스폰더,

(16),(31) ------------------------ 회로칩.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및 트랜스폰더에 관한 것으로, 특히 40kHz∼200kHz의 주파수에 있어서, 또는 100k

Hz를 초과하는 주파수에 있어서 작동하는 ID카드용, 정기권/회수권용 등 사람이 휴대하는데 적당한 트랜스폰더용 안

테나 및 트랜스폰더에 관한 것이다.

안테나로서는 페라이트제 자심에 권선을 감은 것이나, 자심을 가지지 않는 도선만을 감은 코일이 사용되고 있다. 또 

교류자장에서 사용하는 안테나에서는 박판을 적층한 자심을 사용함으로써 와전류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

ID카드용, 정기권/회수권용 등 사람이 휴대하는 트랜스폰더에 종래의 안테나를 사용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

생한다.

페라이트는 딱딱하고, 가요성이 없어 구부렸을 때 쪼개지므로 포켓에 넣고 휴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심을 지니지 않는 코일에서는, 도 2의 (A)와 같이, 동심적인 소용돌이 형상인 코일(1)로 하는 것에 의해 얇게 할 수

는 있지만, 이 코일(1)을 보유하는 트랜스폰더(2)를 포켓 속에서 금속화폐(10)나 담배 꾸러미인 알루미늄박등이 도 2

의 (B)와 같이 코일축심과 수직이 되도록 트랜스폰더(2)에 겹친 경우, 특성이 저하된 다. 사용할 때 트랜스폰더를 포

켓으로부터 꺼내면 이러한 특성저하를 회피할 수 있지만 매우 불편하다. 또, 포켓으로부터 꺼내어서 사용하는 경우, 

물방울 또는 눈(雪) 등이 부착되어, 특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금속제의 자심을 교류로 사용하는 경우는, 서로 절연된 전기저항이 높은 자성재료의 박판을 적층하여 와전류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자성재료의 전기저항이 높고 두께가 얇을수록 이 효과는 크지만, 주파수가

수10kHz, 특히 100kHz를 초과하면 현재 양산되고 있고 공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저항이 가장 높고 두께가 

얇은 자성재료(비정질금속 전기저항: 137μΩcm, 두께:23μ)를 사용해도, 손실이 많아 사용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두께가 얇고, 가요성이 있으며, 게다가 고주파에서도 손실이 적고, 금속화폐나 포장용 알루미늄박 

등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및 이를 사용한 트랜스폰더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1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용 안테나는 직사각형의 금속제인 박판을 적층한 자심과, 상기 자심에 대하여 

긴 변과 평행방향으로 감겨진 코일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트랜스폰더용 안테나에 있어서는, 자심이 금속박판의 적층체로 이루어지므로, 얇고 가요성이 있으며, 또 고주

파 손실이 적다. 이 자심에 대하여, 코일을 긴 변의 방향으로 감은 것에 의해, 수10kHz 이상의 고주파 범위에서도 손

실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이 트랜스폰더용 안테나가 트랜스폰더에 조립된 경우, 자속은 트랜스폰더의 판면과 평행방향으로 흐르게 되므로, 트

랜스폰더의 판면에 금속화폐나 알루미늄박이 겹쳐져도, 자속은 금속화폐나 알루미늄박에 의하여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2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는 금속박판을 적층한 자심에 도선으로 이루는 코일을 감은 판형상인 안테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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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소용돌이 형상으로 도선을 감은 공심안테나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3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용 안테나는 연자성의 플레이크(flake)와 합성수지의 복합재로 된 판형상 자심

과 상기 자심에 감겨진 코일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트랜스폰더용 안테나에 있어서는, 자심이 연자성의 플레이크와 합성수지의 복합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얇

고, 가요성이 있으며, 또 고주파 손실이 작다.

이 트랜스폰더용 안테나는, 트랜스폰더에 매설된 경우, 자속은 트랜스폰더의 판면과 평행방향으로 흐르게 되므로, 트

랜스폰더의 판면에 금속화폐나 알루미늄박이 겹쳐져도, 자속은 금속화폐나 알루미늄박에 의하여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4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는 상기 제3발명에 관한 판형상인 안테나 2개 및 소용돌이 형상으로 도선을 감

은 공심안테나 1개를 보유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우선, 본 발명의 제1발명에 관한 트렌스폰더용 안테나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용 안테나의 바람직한 형태를 표시하는 사시도이다.

이 안테나(3)는 금속박판을 적층하여 이루어지는 자심(4)에 코일(5)을 감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금속박판의 재료로서는 연질 자성재료를 사용하지만, 특히 자기특성이 양호고, 고유저항이 큰 재료가 바람직하다. 예

컨대 비정질의 자심재료는 Allied Signal사제의 METAGLAS 2714A(Co-Fe-Ni-B-Si계), 2605S2(Fe-B-Si계), 26

05SC(Fe-B-Si-C계), 2826MB(Fe-Ni-Mo-B계), 철니켈합금(JIS 2531 PB PC), 규소강(JIS 2553 Z6H, RC6HL G

09 S09)등, 특히 Co-Fe-Ni-B-Si계 비정질의 자심재료가 적당하고, 금속박판의 두께는 20∼50㎛가 바람직하다.

금속박판의 적층매수는 3∼16매가 바람직하다. 금속박판은 다른 재료를 끼우지 않고 금속박판만을 적층하여도 좋지

만, 금속박판의 표면에 도료를 도포하고 산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한 금속박판을 적층하여도 좋다. 또 금속박판

상호의 절연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 고분자 재료의 필름 등의 절연재를 금속박판 사이에 끼워 적층하여도 좋

다.

이 금속박판을 적층하여 이루어지는 자심(4)의 긴 변 치수(A)와 짧은 변 치수(B)의 비(B/A)는, 1이하 특히 0.4∼1.0 

특히 0.5∼0.9가 바람직하다.

코일(5)로서는 직경 100∼200㎛의 도선을 감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 코일(5)을 형성하는 경우, 도선을 자심(4)의 긴 

변의 평행방향으로 감는다. 이 코일(5)을 감은 상태에 있어서, 안테나(3)의 두께는 0.4mm이하, 특히 0.3mm 이하인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코일의 도선으로서 보통은 원지름 단면의 도선을 사용하지만, 특히 소형화하고 싶은 경우는 직사각형 단면의 

도선을 사용한다. 또, 도선의 재료로서는 보통은 순동(純銅)을 사용하지만, 진동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크롬동을, 특히 소형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도전율이 높은 은을, 신뢰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금을, 경량화를 위하여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등, 순동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안테나는, 자심이 가요성을 보유하고 있어, 굴곡에 의한 파손이 방지된다. 또, 얇고 또한 코일축 

방향을 트랜스폰더의 판면과 평행방향으로 할 수 있으므로, 트랜스폰더에 금속화폐나 알루미늄박이 겹쳐지더도 특성

이 거의 저하되지 않는다. 이 안테나는 고주파에서의 손실이 작다.

특히, 뒤에 설명하는 실시예의 도 3에 표시하듯이, 자심의 모서리 가장자리부를 비스듬히 절단한 형상 또는 원호상의 

형상으로 함으로써 고주파에서의 손실을 더욱 작게 할 수 있다. 즉, 금속박판의 적층체가 되는 자심에 대하여 코일을 

긴 변 방향으로 감아서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안테나에서는 수십 kHz의 고주파 범위에서도 손실이 현저하게 저하되

지만, 이 손실의 대부분은 자심의 모서리 가장자리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서리 가장자리부를 도 3의 (A)

의 자심(3A)과 같이 비스듬히 절단한 형상으로 하거나, 또는, 도 3의 (B)의 자심(3B)과 같이 원호형상(R형상)으로 함

으로써 손실을 저하시킬 수 있다.

비스듬히 커트하는 경우, 커트하는 변의 길이(도 3의 (A)의 치수(a))가 2∼12mm, 특히 3∼10mm, 그 중에서도 4∼8

mm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호형상으로 하는 경우, 곡률변경(R)이 2∼15mm, 특히 3∼12mm, 그 중에서

도 4∼10mm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다음에,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용 안테나를 사용한 본 발명의 제2 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에 대하여 설명한

다.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는,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용 안테나(3)를 회로칩과 아울러 합성수지 속에 매설하여 구성된다. 

이 트랜스폰더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과 동등하게 폭은 54mm, 길이는 86mm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것보다 크면 휴대하기에 불편하며, 이것보다 작으면 분실하기 쉽고, 취급하기에 불편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두께는 신용카드 등과 동등하게 0.76mm 또는, 그 이하의 두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박판형상인 안테나(6,7) 2개를 코일축심선방향(안테나의 축방향)

을 교차시켜서 판형상인 트랜스폰더(8)내에 배치하고, 또한 트랜스폰더(8)내에 공심의 소용돌이 형상인 코일(9)로 이

루어지는 공심안테나를 그 축심방향이 판형상 트랜스폰더의 판면과 교차방향이 되도록 배치한 것이다. 또한, 안테나(

6,7)와 코일(9)로 된 안테나와의 축심방향은 직교하는 3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부호 11은 칩형상인 회

로를 표시한다.

트랜스폰더를 ID카드, 자동개찰정기권 등으로서 포켓 등에 수납한 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문기의 안테나와 트랜

스폰더 방향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트랜스폰더는 어느 방향의 전파에도 감응할 필요가 있다. 판상 트랜스폰더에 축이

직교하 는 판형상 안테나를 2개 설치하면, 판면에 평행한 어느 방향에도 감응하도록 할 수 있지만, 면에 수직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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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응시킬 수는 없다. 또 소용돌이 형상인 안테나에서는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감응시킬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하

여, 도 4의 판형상 트랜스폰더에서는 그 트랜스폰더의 지향방향에 관계없이 전방위로부터의 전파에 감응시킬 수 있다

. 즉, X방향의 전파에 대해서는 안테나(7)가 감응되고, Y방향의 전파에 대해서는 안테나(6)가 감응되며, Z방향의 전파

에 대해서는 공심안테나(코일)(9)가 감응한다.

도 5와 같이, 트랜스폰더(12)의 표면에 자기줄(magnetic stripe)(13) 등의 자기기록층을 설치하고, 내부에 본 발명의

안테나(14)를 설치해도 좋다. 이 트랜스폰더(12)는, 접촉식 및 비접촉식의 어느 것으로도 공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기

기록이 없는 표면에는 목시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쇄를 실시하여도 좋다. 또, 안테나, 회로 또는 자기기

록층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엠보싱가공(15)을 실시하여 인쇄를 보다 명료하게 하고, 또한 바꿔쓰기, 마

모에 대한 내구성을 높일 수도 있다. 도면부호 16은 회로칩을 표시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용 안테나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3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용 안테나의 플레이크를 구성하는 연자성 재료로서는 순철, 규소강, 퍼어멀로이

(Fe-Ni합금), 철계/코발트계 비정질합금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코발트계(Co-Fe-Ni-B-Si계) 비정질 합금이 

적합하다. 비정질합금은 고주파특성이 양호하며, 또 용탕류를 기류에 의하여 용적으로 하여 수냉한 구리의 표면과 접

촉시킴으로써 급냉하여 제조한 플레이크형상인 비정질을 쉽게 입수할 수 있다.

와전류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레이크의 두께는 30㎛이하, 바람직하게는 10㎛이하가 적당하다. 복합재의 투자

율(透磁率)을 올려 자심의 크기를 작게 하는데는 플레이크의 지름이 클수록 좋지만, 플레이크의 지름이 지나치게 크

면, 자심의 재질을 균일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플레이크의 지름은 50∼2000㎛, 바람직하게는 100

∼1000㎛인 것이 적당하다.

합성수지로서는, 열경화성의 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우레아수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디아크릴프탈레이트수지, 

멜라닌수지, 실리콘수지, 폴리우레탄수지, 열가소성의 폴리에틸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염화비닐수지, 불소수지, 

메타크릴수지, 폴리스티렌수지, AS수지, ABS수지, ABA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폴리아세탈수지, 폴리이미드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복합재중의 합성수지의 양이 많아질수록 복합재의 가요성은 증가되고, 형상 부여도 쉽게 된다. 또 합성수지의 양이 

지나치게 작으면 복합재의 강도가 저하된다. 이 관점에서는 합성수지의 양은 많을수록 양호하다. 그러나 합성 수지의

양이 증가하면 투자율이 내려간다. 이 때문에 합성수지의 양은 복합재에 대하여 3∼50중량%, 바람직하게는 10∼40

중량%인 것이 적당하다.

성형법은 사출성형, 압축성형, 압연법, 독터블레이드법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압축성형, 압연법, 독터블레이드법 등

을 사용하면 플레이크의 면이 복합재의 면방향으로 늘어서며 자기특성이 우수한 복합재가 얻어진다. 휴대에 적합하

며, 소정의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두께는 0.3∼2mm, 폭, 길이는 100mm이하가 적당하다. 특히, 두께 0.3∼1mm, 폭 

10∼25mm, 길이는 60∼80mm가 바람직하다.

코일을 형성하는 권선의 선지름은 지나치게 굵으면, 안테나 전체가 두꺼워지며, 지나치게 가늘면, 저항이 커지므로 1

00∼200mm가 적당하다.

또한, 이 안테나에서는, 긴 변과 수직하게 코일을 감는, 즉, 코일의 축을 긴변과 평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용 안테나는, 두께가 작고, 가요성이 있으며, 게다가 100kHz을 초과하는 고주파에서

도 손실이 작고, 금속화폐나 포장용 알루미늄박 등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는 우수한 효과를 보유한다.

다음에,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용 안테나를 사용한 본 발명의 제4 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에 대하여 설명한

다.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는, 트랜스폰더를 포켓 등에 넣은 채 자동개찰기 등에서 사용하는 판독기의 자속의 방향으로 트

랜스폰더의 안테나 축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술한 제2발명에 관한 트랜스폰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3발명에 관한 판형상 안테나 2개를 직교시켜서 배치하고, 더욱이 소용돌이 형상으로 

도선을 감은 공심안테나 1개를 배치한다. 즉,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는, 도 7과 같이 본 발명의 박판형상 안테나(26,27

) 2개를 코일축심선방향(안테나의 축방향)을 교차시켜서 판형상 트랜스폰더(28)내로 배치하고, 또한 이 트랜스폰더(

28)내에 공심의 소용돌이 형상인 코일(29)로 된 공심안테나를 그 축심방향이 판형상 트랜스폰더의 판면과 교차방향

이 되도록 배치한 것이다. 또한, 안테나(26,27)와 코일(29)로 이루어지는 안테나와의 축심방향은 직교3방향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부호 31은 칩형상인 회로를 표시한다.

트랜스폰더를 ID카드, 자동개찰정기권 등으로서 포켓 등에 수납된 채로 사용하는 경우는, 질문기의 안테나와 트랜스

폰더 방향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트랜스폰더는 어느 방향의 전파에도 감응할 수 있는 것일 필요가 있다. 판 형상 트랜

스폰더에 축이 직교하는 판형상 안테나를 2개 설치하면 판면에 평행한 어느 방향에도 감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감응시킬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하여, 도 7의 판형상 트랜스폰더에서는, 그 트랜스폰더의 지향 

방향에 관계없이, 전방위로부터의 전파에 감응시킬 수 있다. 즉, X방향의 전파에 대해서는 안테나(27)가 감응되고, Y

방향의 전파에 대해서는 안테나(26)가 감응되고, Z방향의 전파에 대해서는 공심안테나(코일)(29)가 감응된다.

<실험예1>
자심재료로서 폭 50mm, 두께 25㎛의 얼라이드 시그널(Allied Signal)사제 MRTAGLAS 2714A로 된 시트 형상 소재

를 사용하고, 이것을 표1에 표시하는 치수로 절단하고, 대기중에서 250℃로 10분간 가열한 후, 급냉시켰다. 이것을 

표1에 표시하는 두께로 되는 매수만 적층하여 자심으로 하였다. 직경 0.15mm의 절연도선을 코일의 L이 대략 3mH로

되는 회수만큼 자심에 감었다. 실시예에 있어서는, 도선을 자심의 긴 변과 평행방향으로 감았고, 비교예에 있어서는, 

도선을 자심의 짧은 변과 평행방향으로 감았다.

이와 같이 하여 제조된 안테나에 대하여, 요코가와 휴렛 팩커드사제 LCR측정기 4284A를 사용하여 저항(R)을 측정하

고, 아래식에 의하여 자심에 기인하는 저항 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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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 = R - R 2

R 1 : 자심에 의한 저항, R : 측정된 저항, R 2 : 코일의 직류저항

결과를 표1에 표시한다. 표1에서, 자심의 긴쪽 방향과 평행방향으로 코일을 감음으로써 저항이 현저하게 작아지는 것

이 명확하다.

또한, 도 6에 표시하듯이, 코일의 축방향에 수직인 자심의 치수를 A, 코일의 축방향에 평행한 자심의 치수를 B, 면AB

에 수직인 자심의 치수를 C로 한다.

표 1

A: 코일의 축방향에 수직인 자심의 치수

B : 코일의 축방향에 평행한 자심의 치수

C : 두께

<실험예2>
얼라이드시그널사제 METAGLAS 2714A 폭 50mm, 두께 0.025mm의 시이트형상인 소재를 50mm×25mm로 절단

하였다. 또한, 실시예A에 있어서는, 4개의 모서리 가장자리부를 도 3의 (A)와 같이 비스듬하게 절단하였다(a=6mm). 

실시예B에서는 4개의 모서리 가장자리부를 도 3의 (B)와 같이 원호형상으로 되도록 커트하였다(R=6mm). 실시예C

에 있어서는, 모서리 가장자리부는 직각인 채로 하였다. 다음에, 대기중에서 250℃로 10분간 가열한 후, 급냉시켰다. 

이것을 3매 겹쳐서 자심으로 하였다. 이 자심의 긴 변과 평행방향으로 직경 0.15mm의 절연도선을 85회/단으로서 2

단 감기를 하여 안테나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 코일의 직류전기저항은 20.4Ω였다.

각 안테나에 대하여, 자심에 기인하는 저항을 실험예1과 마찬가지로 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2에 표시한다. 표2와

같이, 자심의 모서리 가장자리부를 절단함으로써 저항이 상당히 작아진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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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예3>
(실시예)

얼라이드시그널사제 METAGLAS 2714A로서 폭 50mm, 두께 0.025mm인 시이트형상인 소재를 50mm×25mm로 

절단하고, 대기중에서 250℃로 10분간 가열한 후 급냉하여, 3매 겹쳐서 자심으로 하였다.

이 자심에 긴변과 평행방향으로 직경 0.16mm의 절연도선을 180회 감았다.

(비교예)

한편, 직경 0.16mm의 도선을 400회 권회한 공심코일로 된 안테나를 제작하였다.

(측정)

이들의 안테나에 대하여, 도 2의 (B)와 같이 코일중심에 10엔의 금속화폐를 얹어서 자심저항을 실험예1,2와 마찬가

지로 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3에 표시한다. 표 3과 같이, 트랜스폰더로서 실용주파수 영역인 40∼200kHz에 있

어서, 실시예의 안테나는 저항이 작은 것이 명확하다.

표 3

<실험예4>
(실시예)

No.1

평균두께 5㎛, 평균지름 500㎛의 Co계 비정질금속 플레이크에 에폭시계 수지를 10중량%(플레이크와 수지의 합계에

대한 수지의 비율) 혼합하고, 160℃, 200kg/ ㎠로 압축성형하여 자심재료로 하였다. 그 자심재료를 두께 0.6mm, 폭 

25mm, 길이 80mm로 절단하고 지름 0.15mm의 도선을 폭방향으로 평행하게 L이 3mH로 되는 만큼 감았다.

No.2

평균두께 5㎛, 평균지름 500㎛의 Co계 비정질금속 플레이크에 에폭시계 수지를 20중량%(플레이크와 수지의 합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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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지의 비율) 혼합하고, 160℃, 200kg/㎠로 압축성형하여 자심재료로 하였다. 그 자심재료를 두께 0.6mm, 폭 2

5mm, 길이 80mm로 절단하여 지름 0.15mm의 도선을 폭방향으로 평행하게 L이 3mH로 될만큼 감았다.

No.3

평균두께 5㎛, 평균지름 500㎛의 Co계 비정질금속 플레이크에 에폭시계 수지를 30중량%(플레이크와 수지의 합계에

대한 수지의 비율) 혼합하고, 160℃, 200kg/㎠로 압축성형하여 자심재료로 하였다. 그 자심재료를 두께 0.6mm, 폭 2

5mm, 길이 80mm로 절단하여 지름 0.15mm의 도선을 폭방향으로 평행하게 L이 3mH로 될만큼 감았다.

No.4

평균두께 5㎛, 평균지름 500㎛의 Co계 비정질금속 플레이크에 에폭시계 수지를 40중량%(플레이크와 수지의 합계에

대한 수지의 비율) 혼합하고, 160℃, 200kg/㎠로 압축성형하여 자심재료로 하였다. 그 자심재료를 두께 0.6mm, 폭 2

5mm, 길이 80mm로 절단하고 지름 0.15mm의 도선을 폭방향으로 평행하게 L이 3mH로 될만큼 감 았다.

No.5

평균두께 5㎛, 평균지름 300㎛의 Co계 비정질금속 플레이크에 에폭시계 수지를 20중량%(플레이크와 수지의 합계에

대한 수지의 비율) 혼합하고, 160℃, 200kg/㎠로 압축성형하여 자심재료로 하였다. 그 자심재료를 두께 0.6mm, 폭 2

5mm, 길이 80mm로 절단하고 지름 0.15mm의 도선을 폭방향으로 평행하게 L이 3mH로 될만큼 감았다.

No.6

평균두께 10㎛, 평균지름 500㎛의 Co계 비정질금속 플레이크에 에폭시계 수지를 20중량%(플레이크와 수지의 합계

에 대한 수지의 비율) 혼합하고, 160℃, 200kg/㎠로 압축성형하여 자심재료로 하였다. 그 자심재료를 두께 0.6mm, 

폭 25mm, 길이 80mm로 절단하고 지름 0.15mm의 도선을 폭방향으로 평행하게 L이 3mH로 될만큼 감았다.

No.7

평균두께 5㎛, 평균지름 500㎛의 Co계 비정질금속 플레이크에 우레탄계 수지와 에폭시계 수지의 혼합수지를 20중량

%(플레이크와 수지의 합계에 대한 수지의 비율) 혼합하고, 160℃, 200kg/㎠로 압축성형하여 자심재료로 하였다. 그 

자심재료를 두께 0.6mm, 폭 25mm, 길이 80mm로 절단하고, 지름 0.15mm의 도선을 폭방향으로 평행하게 L이 3mH

로 될만큼 감았다.

(비교예1)

No.1

자심재료로서는 두께 20㎛의 얼라이드케미컬사제 METAGLAS 2714A를 폭 25mm, 길이 50mm의 직사각형으로 절

단하고, 12매 겹친두께 0.3mm의 자심으로하여 지름 0.15mm의 도선을 폭방향으로 평행하게 L이 3mH로 될만큼 감

았다.

(측정)

각각의 코일의 특성을 요코가와 휴렛 팩커드사제 LCR측정기를 사용하여 저항(R)(손실)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표시한다.

표 4에서, 본 발명의 안테나는, 100kHz를 초과하는 고주파에서는 손실이 작은 것이 명확하다.

표 4



등록특허  10-0459839

- 8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두께가 얇고, 가요성이 있으며, 게다가 고주파에서도 손실이 작고, 금속화폐나 포장용 알루미늄박 등의 영

향을 받기 어려운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및 그것을 사용한 트랜스폰더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사각형의 금속제인 박판을 적층한 자심과, 상기 자심에 대하여 긴변과 평행방향으로 감겨진 코일을 구비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박판의 모서리 가장자리부를 비스듬히 절단한 형상 또는 만곡된 형상으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박판이 비정질 자성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박판의 두께가 20∼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박판의 적층매수가 3∼16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자심의 긴변의 치수(A)와 짧은 변의 치수(B)의 비(B/A)는 1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용 안테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자심의 긴변의 치수(A)와 짧은 변의 치수(B)의 비(B/A)는 0.5∼0.9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

더용 안테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표면을 산화시켜서 절연된 박판을 적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코일이 선지름이 100∼2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안테나의 두께가 0.4mm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40∼200kHz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ID카드, 정기권/회수권용 등 사람이 휴대하기에 적당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12.
금속박판을 적층한 자심에 도선을 감은 판형상인 안테나 2개 및 소용돌이 형상으로 도선을 감은 공심안테나 1개를 보

유하여 판형상으로 이루어지고, 3개의 안테나의 축방향이 직교 3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

폰더.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판형상의 안테나 2개를 코일축심선방향(안테나의 축방향)을 교차시켜서 판형상의 트랜스폰더 내에

배치하고, 또한 이 트랜스폰더 내에 공심의 소용돌이 형상인 코일로 되는 공심 안테나를, 그 축심방향이 판형상 트랜

스폰더의 판면과 교차방향이 되도록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트랜스폰더의 표면에 자기줄 등의 자기기록층을 설치하고, 내부에 안테나를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표면에 인쇄를 실시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안테나, 회로 또는 자기기록층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엠보싱가공을 실시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40∼200kHz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ID카드, 정기권/회수권용 등 사람이 휴대하기에 적당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18.
연자성의 플레이크와 합성수지의 복합재로 이루어지는 판형상의 자심과, 상기 자심에 감겨진 코일을 구비하여 이루

어진 복합재를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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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플레이크를 구성하는 연자성재료가 순철, 규소강, 퍼어멀로이(Fe-Ni합금) 또는 철계/코발트계 비

정질합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플레이크를 구성하는 연자성재료가 코발트계(Co-Fe-Ni-B-Si계) 비정질합금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플레이크는 두께가 30㎛이하이고, 지름이 50∼20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

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플레이크는 두께가 10㎛이하이고, 지름이 100∼10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

나.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합성수지가, 열경화성 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우레아수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디아크릴프탈

레이트수지, 멜라닌수지, 실리콘수지, 폴리우레탄수지, 열가소성의 폴리에틸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염화비닐수지

, 불소수지, 메타크릴수지, 폴리스티렌수지, AS수지, ABS수지, ABA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폴리아세탈수지 또는

폴리이미드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복합재중의 합성수지의 양이 3∼50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플레이크가 코발트계 비정질합금으로 이루어지며, 합성수지가 에폭시수지이고, 복합재중의 합성수

지의 양이 10∼40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26.
제18항에 있어서, 자심의 두께가 0.3∼2mm이고, 폭 및 길이가 100mm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

테나.

청구항 27.
제18항에 있어서, 자심의 두께가 0.3∼1mm, 폭이 10∼25mm, 길이가 60∼80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용 안테나.

청구항 28.
제18항에 있어서, 코일의 지름이 100∼200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29.
제18항에 있어서, 코일을 자심의 긴 변과 수직으로 감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30.
제18항에 있어서, 100kHz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ID카드, 정기권/ 회수권용 등 사람이 휴대하기에 적당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용 안테나.

청구항 31.
제18항에 기재된 판 형상의 안테나 2개 및 소용돌이 형상으로 도선을 감은 공심 안테나 1개를 보유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2개 또는 3개의 안테나의 축방향이 서로 직교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판형상의 안테나 2개를 코일축심선방향(안테나의 축방향)을 교차시켜서 판형상 트랜스폰더 내에 

배치하고, 또한 이 트랜스폰더 내에 공심의 소용돌이 형상인 코일로 된 공심안테나를 그 축심방향이 판형상 트랜스폰

더의 판면과 교차방향으로 되도록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100kHz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ID카드, 정기권/회수권용 등 사람이 휴대하기에 적당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폰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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