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r Paper

22

J. KIEEME
Vol. 27, No. 1, pp. 22-26 January 2014
DOI: http://dx.doi.org/10.4313/JKEM.2014.27.1.22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Ba0.85Ca0.15)(Ti0.9Zr0.1)O3 세라믹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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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0.85Ca0.15)(Ti0.9Zr0.1)O3 + 0.04 wt% CeO2 lead-free ceramics were prepared by conventional
oxide-mixed method and the effect of sintering temperature on microstructure, dielectric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Improved piezoelectric properties have been observed at 1,400℃ sintering
temperature which show the optimal electrical properties, kp∼0.412, d33∼316 pC/N, Qm∼144, εr∼3,345 and
Tc∼85℃.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intering tempera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iezoelectr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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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카이트 구조의 강유전체 화합물이지만 이는 인체에 치

압전 세라믹스 재료는 압전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로
서 전기·전자 소자 분야에 LCD 백라이트용 트랜스포

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압전 세라믹스 재료의 개발에 대한 관

머, 초정밀 액츄에이터, 초음파 모터, 센서와 energy

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연 압전

harvesting 소자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어 지
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3]. 현재,

세라믹스 (BNT, NKN)의 압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명적인 중독 문제를 야기시키며 납의 휘발은 환경오염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압전

세라믹스

재료는

Pb(Zr,Ti)O3계 [PZT]로서 납을 기본으로 한 페로브스

압전 특성은 PZT계 압전 세라믹스의 압전 특성과

비교하

여 여전히 낮은 값 (d33= 100∼200 pC/N)을 보인다.
Liu와 Ren에 의해 새로이 발견된 BCTZ계 무연 압전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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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지며, 비교적 높은 전기기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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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수 (kp)와 압전상수 (d33)를 나타내는 (Ba,Ca)(Ti,Zr)O3
계 무연 압전 세라믹스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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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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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압전세라믹 소재는 원료의 조성과 소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소결조제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라 전기적 특성
및 소결 특성이 변한다. 액상 소결은 소성온도를 감소

그림 1은 소결온도의 변화에 따른 시편의 XRD패턴

시키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액상에 의한
그래인 경계에서 윤활 작용으로 밀도화를 촉진시키는

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시편에서 단일 페로브스카이
트 구조를 보이며, 2차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구조는

방법이다. 대다수 계

사방정 (orthorhombic) 상을 나타내었으며,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상구조는 현저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성과 전기전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0.85Ca0.15)(Ti0.9Zr0.1)O3 조
성에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0.04 wt% CeO2 첨가
하여 소결온도의 변화가 시편의 미세구조와 압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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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아래의 조성식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Ba0.85Ca0.15)(Ti0.9Zr0.1)O3 + 0.04

wt% CeO2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pecimen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a)

(b)

(c)

(d)

99% 이상의 순도를 가지는 원료를 사용하여 조성
식에 따라 10-4 g까지 칭량하였으며 아세톤을 분산매로
하여 24시간 지르코니아 볼을 사용하여 볼밀하였다. 8
0℃에서 12시간 이상 건조 후 건조된 시료를 1,200℃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하소하였으며 하소된 파우더를
다시 24시간 볼밀하여 혼합 및 분쇄하였다. 건조된 시
료에 0.5 wt%의 바인더를 첨가하여 직경 17 mm의
원통형 몰더를 사용하여 1 ton/cm2의 압력으로 성형하
였다. 성형된 시편은 600℃에서 3시간

동안 결합제를

태워버린 후, 다양한 소결온도에서 5시간 동안 소성하
였다. 소성된 시편은 두께 1 mm로 연마하였으며 시편

(e)

의 양면에 Ag전극으로 도포한 뒤 600℃에서 10분간 열
처리하였다. 분극은 상온의 실리콘유 속에서 3 kV/mm
의 직류전계를 30분간 인가하여 처리하였다. 분극된 시
편은

상온에서

24시간

aging시킨

후

impedance

analyzer (Agilent 4294)를 이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임
피던스 특성을 측정하였고, LCR meter (Gw insTEK
LCR-819)를 사용하여 1 kHz의 주파수로 유전 특성을
측정하였다. 압전 및 유전 특성은 IEEE에서 규정에 따
라 공진 반공진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2. Microstrocture of (a) 1,360℃, (b) 1,400℃, (c)
1,420℃, (d) 1,440℃, and (e) 1,480℃ specimen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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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nsity of specimen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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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ezoelectric coefficient(d33) of specimen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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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ctromechanical coupling coefficient (kp) of
specimen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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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electric constant of specimen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그림 2는 소결온도 증가에 따른 시편의 미세구조를

소결한 밀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

나타낸 것이다. 소결온도의 변화는 시편의 그레인 성
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결온도의 증가와 함께 시편

소성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는 소결온도 증가에 따른 전기기계결합계수

의 그레인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다 감소하는 경향을

(kp)를 나타낸 것이다. 소결온도의 증가에 따라 kp는

나타내었다. 1,440℃에서 소결한 시편에서 그레인은
약 12.35 ㎛의 최대 크기를 나타내었고. 1,400℃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400℃∼
1,440℃의 온도에서 소결한 시편은 0.4 이상으로 비교

소결한 시편은 약 7.31 ㎛의 균일한 그레인 크기를

적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소결성의 향상과

나타내었다. 1,480℃에서 소결한 시편의 그레인의 감
소는 과소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입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1,480℃에서 소결
한 시편의 kp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은 소결온도 증가에 따른 밀도를 나타낸 것이

이 결과는 밀도의 결과와 동일하며 1,400℃에서 소결

다. 밀도는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400℃에서 소결한 시편에서

한 시편에서 0.412의 최댓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5는 소결온도 증가에 따른 압전상수

5.638 [g/cm3]로 최댓값을 나타내었으며, 1,480℃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전기기계결합계수(kp)와 동일한

(d3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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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ysical properties of specimens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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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lectromechanical quality factor (Qm)
specimens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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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결온도 증가에 따라 1
차 상전이온도 (TO-T)와 큐리온도 (TC)는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TC는 약 75℃ 부근에서 나타났다.
표 1은 소결온도 증가에 따른 시편의 유전 및 압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1,400℃에서 소결한 시편에서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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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5.638 g/cm3, kp가 0.412, d33가 321 pC/N, εr이

2000
0
-40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소결온도의 증가에 따라 Qm은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8은 소결온도 증가에 따른 유전상수의 온도의

3345와 Qm이 158의 최댓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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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erature dependence of dielectric constant of
specimen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경향을 나타내었다. d33는 1,400℃에서 소결한 시편에
서 321 pC/N의 최댓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6은 소결온도 증가에 따른 유전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유전상수는 kp와 d33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1,400℃∼1,440℃의 온도에서 소결한 시
편은 3，30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소결
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1,480℃에서 유
전상수의 급격한 감소는 과소성에 의한 밀도의 감소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은 소결온도 증가에 따른 기계적품질계수
(Qm)를 나타낸 것이다. Qm은 밀도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400℃로 소결한 시편에서 149로 최댓값
을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는 소결밀도의 증가 기인한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a0.85Ca0.15)(Ti0.9Zr0.1)O3

+

0.04

wt% CeO2 조성에 소결온도의 증가가 시편의 미세구
조, 압전 및 유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소결온도의 증가는 그레인 성장에 영향을 미쳐
1,400℃에서 그레인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1,400℃
의 소결온도에서 그레인은 약 7.31

㎛의

균일한

그레인 크기를 나타내었다.
2.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유전 및 압전
특성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1,400℃에서 소결한 시편에서 밀도가 5.638 g/cm3,
kp가 0.412 d33가 321 pC/N, εr이 3,345와 Qm이
158의 최댓값을 나타내었다.
3.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유전상수의 온도

의존성에

서 모든 시편에서 두 개의 상전이 온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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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하소온도 변화에 따라 1차 상전이온도
(TO-T)와 큐리온도 (TC)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 TC는 약 75℃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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