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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졸-겔법은 양질의 유리와 결정화 유리를 합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알코올 용액에서 Ba 

(OHB와 Ti[OCH(CH3)2]< 반응시켜 강유전성 물질인 티탄산 바륨 분말을 합성하였다. 이 분말을 열중량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16.5%의 중량 감소가 있었다. 700°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정방정의 티탄산 

분말을 얻었으며 이때 비표면적이 16.0 m〃g였다. 소결에 의한 수축을 측정한 결과 1100°C 부근에서 시작 

되었다.

ABSTRACT. Sol-Gel Process is a new method of synthesis of high-quality of glass and glass-ceramics. 
Ferroeletric material, BaTiO3 powder was made by reacting Ba(OH)2 and Ti[OCH(CH3)2]4 in alcohol. 
There was about 16.5% weight loss in thermogravimetric analysis. It was crystallized to tetragonal struc
ture by heat treatment at 700°C for 2 hours and had a specific surface area, 16.0 m2/g. Shrinkage curve 
by sintring was began around 1100°C in dilatometer analysis.

서 론

졸-겔법은 고품질의 세라믹스와 유리를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되었다. 특히 이 방법을 응용 

하여 강유전성 및 압전체 재료인 BaTiO3, PZT, 고온 

초전도체 YBazCu：)。"*와 같은 물질의 분말합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졸-겔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콜로이드법으로 용액에 콜로이드 입자가 졸을 형성 

하여 졸의 불안정으로 겔화되는 것이다3. 두번째는 

알콕시드와 같은 유기금속 화합물의 고분자화에 의 

해 연속적인 망상조직 (network)으로 겔을 형성하는 

것이다,.

BaTiQj와 분말산화물을 얻고자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는더】, 최근에는 액상을 이용 

하는 화학적 방법인 졸-겔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졸-겔법으로 분말을 합성할 경우 화학양론적 

조성을 가지며 다성분계의 균질한 산화물을 얻을 수 

있다I

강유전성 압전성 및 전기광학적 특성을 갖는 페 

롭스카이트 구조의 Barium Titanate(BaTiC)3)는 전 

자요업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소결체 형 

태로 캐퍼]시터, 써미스터, 압전소자, 센서 등에 사 

용되고 있다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겔법으로 Ba(OH)2와 Ti 

[OCH(CH3)2丄를 알코올에서 반응시켜 BaTiQ 분 

말을 합성하였으며 여러가지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합성된 분말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건조 분말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행하였다. 분말의 열적 거동 및 중량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분석(DTA/TG)을 하였다. 건조 

분말을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X-선 회절분 

석기(XRD)를 이용하여 그 결정상을 확인하였으며, 

BET법으로 입자의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을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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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구조를 전자현미경 (SEM)으로 관찰하였다. Di- 

latometer를 이용하여 열처리한 분말의 소결에 의한 

수축을 관찰하였다.

실 험

BaTiO, 분말합성. BaTiQ 분말합성법으로는 고 

전적인 고상반응법과 액상을 이용하는 여러 방법들 

이 있지만 본 연구인 졸-겔법과 관련이 깊은 금속 

알콕시드를 출발원료로 한 반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Mazdiyasn*'가 보고한 Ba-Ti 알콕시드를 가수분해 

하여 분말을 합성하는 방법은 하소 과정없이 미세한 

BaTiO3 분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또한 M. Klee??는 이들 알콕시드를 이용하여 반응 

시킬 때 아래의 두 가지 메카니즘을 보고했다.

Ba(OC3H7)2 + Ti(OC3H7)4+3氏0

T>25%}-C3H7OH or 口 亍，、丄“ 口 g 小 
--------------------------------------- >BaTiC)3+ 6C3H7OH (1)

Ba(OC3H7)2+Ti(OC3H7)4+(12+x)H2O

T<25r-C3H7OH or CbHI0
------- --------------------------------> Ba(OH)2 -8H2O

+ TiO2-xH2O+6C3H7OH (2)

식 (1)과 (2)를 통해서 25°C 이상에서는 열역학 

적으로 안정한 BaTiQ가 생성되지만 25°C 이하에 

서는 불안정한 Ba(OH)2・8H2。와 TiQ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a(OR)2가 공기 중의 수분 

및 CO?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알코올에 대한 용 

해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반응은 BaCC>3와 

TiQ의 생성을 막기 위해 CO?가 없는 분위기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시되었다.

0H

Ti(OR)4+Ba(OH)2 t R0-Ba-0-Ti-0R+2R0H 

OH

가수분해와 축합에 의하여 고분자화가 되면 -Ba- 

O-Ti-의 결합이 형성되어 바륨의 반응성이 낮아져 

균일하고 미세한 BaTiO3 분말을 합성할 수 있다. 

따라서 Ba(OR)2보다 Ba(OH)2를 출발원료로 사용할

Table 1. The chemical reagents used in this experi
ment

Name Chemical fonnula Purity Product

Barium 
hydroxide

Ba(OH)2-8H2O Practical 
grade

Duksan

Titanium(IV)
isopropoxide

Ti[OCH(CH3)2]4 Practical 
grade

Fluka

Isopropyl
alcohol

(CHMHOH 99.9% James
Burrough

Methyl
alcohol

ch3oh 99.85% James
Burrough

때 더욱 BaCO3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고 편리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시약 및 분말합성 과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 

약들의 화학식과 순도 및 제조회사를 정리하여 Ta

ble 1에 나타내었다.

Barium hydroxide octahydrate 3.15 g을 둥근 플 

라스크에 넣고 70°C로 가열하면서 감압하여 octahy

drate 결정수를 탈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Ba

rium hydroxide anhydrous-f- 메탄올 500 m/에 용 

해시켰다. 녹지 않는 고체입자를 감압여과하여 제 

거한 후, 깨끗한 Barium hydroxide methanol 용액 

을 얻었다. Titanium isopropoxide 2.84g을 이소프 

로판올 40 m/에 녹여 안정화시켰으며 10분간 활발 

하게 교반하였다. Titanium isopropoxide isopropa

nol 용액을 교반하면서 여기에 Barium hydroxide 

methanol 용액을 천천히 가하였다. 이 혼합용액을 

Rotary evaporator에서 10분간 Reflux한 후 50°C, 

122 torr 하에 서 증류하여 용매를 대 부분 제 거 하고 

0.1 mol/Z 농축된 Barium titanate 졸을 얻었다. 농축 

졸을 페트리 디쉬에 붓고 교반하면서 증류수를 가 

하여 가수분해 하였다. 가수분해 하여 생성된 겔(gel) 

을 60°C의 건조기안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BaTiQj 겔을 분쇄하여 120 

mesh 채를 통과시켰다.

분말의 특성 평가. 건조 분말의 열분해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시차열분석 (DTA) 및 열중량분석 

(TGA)을 행하였다. 사용한 장비는 DuPont 사의 In- 

struments 1600DTA 및 Thermogravimetric An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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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였고 승온 속도는 lOT/min이며 상온에서 1OOO 

°C까지 공기중에서 행하였다.

건조 분말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결정상을 조사 

하기 위해 각각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 한 

후 X-선 회절분석기(XRD)를 이용하여 X-선 회절분 

석을 행하였다. 분말의 열처리시 전기로의 승온 속 

도는 32C/min였으며 냉각 속도는 5°C/min로 하였 

다. 결정상 분석에 사용한 장비는 Philips사의 PW 

1714이며 Cu 타겟을 사용하였다. 가속 전압은 40 

kV, 가속 전류는 30 mV였으며 20〜80°(20)로 하였 

다.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비표면적을 

BET법으로 측정하였다. 비표면적 측정에 사용한 

장비는 Quantachrome사의 Quantasorb였으며 액체 

질소 온도에서 질소 흡착량에 의해 측정하였다.

Dilatometer를 사용하여 700°C에서 2시간 열처리 

한 분말의 소결에 의한 수축 정도를 측정하였다. 

직경이 10mm인 금속 몰드를 이용하여 78MPa의 

성형압으로 길이가 2.54cm인 원통형 시편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사용한 장비는 Orton사의 Automatic 

recording dilatometer이며 상온부터 1400°C까지 

공기중에서 행하였으며 승온 속도는 300。(；/11로 행 

하였다.

결과 및 고찰

0
X
3  

〈--
 
Gt- 

-----------------v-85

Fig. 1, 2에 상온부터 1000。(；까지 공기중에서 행한 

건조분말의 시차열분석(DTA) 및 열중량분석(TGA)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구간중 600~700°C, 800°C

der after drying for 12 hrs at 60°C.

부근에서 흡열 피크 및 중량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600~700气；의 흡열 및 중량감소의 피크는 BaCO3 
에서 CQ의 분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크라 생각 

된다. 이는 다음의 XRD 패턴에서 더욱 자세히 확 

인할 수 있다. 800°C 부근의 적은 흡열 피크 및 중량 

감소는 높은 에너지 상태의 C6가 제거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TGA 분석결과로부터 전체적으로 약 16.5 

%의 중량 감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조 분말을 400, 500, 600, 700龙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결정전이 및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행하였다. F讶.3(A)에 건조 

분말 및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X-선 

회절패턴을 나타내었다. 건조분말의 회절파에서 알 

수 있듯이 BaTiQ 결정상의 피크가 약하게 나타나며 

또한 강한 BaCO3(WITHERITE, SYN JCPDS 5-379) 

의 회절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본 실험이 공기 

중에서 행하여 졌으므로 실험과정중 Ba(OH)2가 CO2 

와 반웅하여 BaCO3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400°C 

에서 열처리한 회절 패턴에서는 입방정(JCPDS 3- 

174, cubic)에 가까운 BaTiQ의 회절파와 강도가 

약화된 BaCOs의 회절파가 검출되었다. BaTiO3의 

회절파가 입방정이나 정방정(JCPDS 5-626, tetrago- 

nal)의 어느 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열처리 

온도가 낮아 결정상이 불안정 하기 때문에 생각된다. 

500°C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X-선 회절 패턴의 Ba- 

Ti03의 회절파는 JCPDS 카드의 입방정상과 일치 

하였으며 BaCQ의 회절파 강도는 400°C의 것보다 

줄어들었다. 600°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한 분말의 

X-선 회절 패턴에서는 정방정의 BaTiO3의 결정상

der after drying for 12 hrs at 6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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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D patterns of sol-gel derived BaTiO3 pow- 
ders.

으로 존재하였으며 BaCQ의 회절파 강도는 400°C, 

50甘C의 열처리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700°C의 

열처리에서는 분말의 대부분이 정방정의 BaTiQj로 

결정화되었으며 이때의 열처리에서 극히 적은 양의 

BaCC)3(20=23.98°)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열분석 결 

과와 비교해 볼 때 700°C에서 장시간 유지하거나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시 완전히 분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BaTiOa의 

결정화 회절파 강도는 증가하였으며 BaCQj의 회절 

파 강도는 점점 감소하였다. 또한 XRD 패턴의 피크 

세기를 이용하여 BaTiQj와 BaCQj의 상대적 양을 

F沮 4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다. 이를 통하여 600 

°C의 열처리에서 분말의 대부분이 BaTiC>3로 결정 

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S

U

 아
;

二 

aK

x

Fig. 4. Crystalline phase change of sol-gel derived 
BaTiO3 powder with respect to heat treatment tem
perature.

80 -

70 -

60 -

0
300 400 500 600 700 SOO 900 1000 1100 1200

Temperature(°C)
Fig. 5. Specific surface areas of sol-gel derived BaTiO3 
heat treatment powder and Ferro powder.

건조 분말을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BET 

비표면적을 측정하였으며 입자의 형태를 전자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비표면적 값을 이용하여 Fig. 5에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또한 전자현미경 사진을尸讶. 

6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표면 

적이 감소하는데 이는 미세입자들이 서로 치밀하게 

응집되기 때문인데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이를 잘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비표면적의 감소는 열처리에 

의한 유기물 성분의 분해와 겔상에 존재하던 미세 

기공이 소멸되고 BaTid로 결정화 하면서 입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700°C어서 2시간 열 

처리한 분말의 비표면적이 16.00m^/g였으며, Fe- 

.rro사의 상업용 분말의 2.89m2/g와 비교해 볼 때 

졸-겔법으로 제조한 분말이 더욱 미세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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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after heat treatment for 2 hrs at (A) 400°C, (B)Fig. 6. SEM photographs of sol-gel derived BaTiO3 
500°C, (C) 600°C, (D) 700°C.

额 倾 600 800 1000 imo MOO
---- > Te«(>eraUire in «C

Fig. 7. Expansion and Shrinkage curve by sintering 
of sol-gel derived BaTiO3 powder after heat treatment 
for 2 hrs at 700°C.

알 수 있다.

Dilatometer를 사용하여 700°C에서 2시간 열처리 

한 분말의 소결에 의한 수출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Fzg.7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본 실험 

에서 합성한 분말이 1100°C 부근에서 수축이 시작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업화된 분말은 1100°C부터 

1200°C 사이에서 일어나며 알콕시드를 사용하여 

합성한 분말의 경우 1090°C에서 수축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본 실험 인 졸-겔법으로 합성한 

분말이 상업용 분말보다 소결온도가 낮은 것은 분 

말이 균질하고, 건조겔 내부의 원자가 어느 정도 더 

가깝게 배열되어 있으며 또한 분말의 입자가 더 

미세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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