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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iO3, SrTiO3 및 PbTiQ는 Perovskite(Pe) 구 

조를 이루는 물질이며, 유전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유전 특성은 결정 구조와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BaTQ와 PbTiCh의 강유전-상유전 상 

전이는 결정 구조가 정방정계에서 입방정계로 바뀔 

때 일어난다. 이들이 다른 Pe와 고용체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체의 상전이 온도가 결정 구조의 

정방성과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 구조의 B 자리 주위에는 음이온에 의해 팔면체 

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Ci?+는 팔면체 장 내에서 

Jahn-Teller 일그러짐을 잘 일으키는 이온으로 알 

려져 있다. Cu?+가 Pe의 B 자리, 즉, 산화 이온에 

의해 형성된 팔면체 장으로 치환되어 들어갈 때는 

z축이 늘어난 CuO6 팔면체(elongated octahedron)가 

형성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Ba- 
TiO3, SrTiO3 및 PbTiQ，의 Ti를 Cu?+가 포함된 

CugNbg로 치환시킨다면 전체 격자의 구조가 정 

방정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ATiO3 
(A=Ba, Sr 및 Pb)의 B 자리를 Cu^Nb^로 치환 

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XRD와 IR 및 확산 

반사 분광법 (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로 알 

아보았다.

각 계의 모든 시료들을 고상 반응시켜 얻었으며 

이때 사용한 시약들은 BaTiQ, SrTiO3, BaCO3, 
SrCO3, PbO, TiO2, Cu(CH3COO)2-H2O 및 Nb2O5 
이다. 시약 분말들은 에탄올과 함께 볼 밀로 혼합 

하였으며, Ba[Tii(Cu“3Nb2/3)」O3계와 Sr[Tii 

(Cuv3Nb2/3)』()3계는 950°C 에서 3시간 동안, 그리고 

地[典顼(油3卬2/3)」。3계는 800°C에서 3시간 동안 

1차 반응시켰으며, 1차 반응된 시료들은 분쇄하고 

원판형으로 가압 성형하였다. 성형된 시편들은 조 

성의 변화를 막기 위해 동일한 조성의 1차 반응된 

분말로 덮은 상태로 2차 반응시켰으며, Ba[Tii” 
(Cui/3Nb2/3)m()3겨】는 1100°C에서 30시간 동안, Sr 

[Ti-JCusNbg)打。3계는 1100°C에서 50시간 동안, 

그리고 Pb[Ti—(CUl/3Nb2/3)*]O3 계는 조성에 따라 

900°C에서 5〜15시간 동안 2차 반응시켰다.

X-선 회절. Pe 상의 형성 여부와 생성된 Pe의 

격자 구조를 X-선 회절법으로 살펴보았다. Ba[Tii 
((油/3卜止＞2/3)*]。3계 와 Sr[Tii-*(CUi/3Nb2/3)w]()3계 에 서 

는 모두 Pe 상이 형성되었다. Pb[Tii(Cui/3Nb2/3)日 

。3계의 경우는 *=0.00일 경우에만 Pe 단일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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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D patterns of Pb[Tii-i(Cui/3Nb2/3)x]O3.

얻어졌으며, x—0.05 이상에서는 항상 Pyrochlore 

(Py) 상(PbsNbQw)이 관찰되었다骨谚. 1). 이러한 Pb3 
Nb4O13 상이 형성되는 것은 Pb(Mgi/3Nb2/a)O3나 Pb 
(Zni/3Nb2/3)O3와 같은 Pb와 Nb를 포함하는 Pe를 

합성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23」

Ba[Tii(Cui/3Nb2/3)日。3계와 SrETii-XCuvsNb^J 

。3계에 대한 몰분율8) 변화에 따른 결정 구조 및 

격자 상수의 변화를 F讶.2에 도시하였다 Ba[Thr 
(CumNbg)打。3계의 경우, 격자의 크기는 *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평균 이온반경이 큰 

Cui/3Nb2/3(0.67A)71- 이온반경이 작은 Ti4*(0.605 A) 

를 치환하기 때문이다，. 격자 구조는 BaTiQj의 정 

방정겨L 정방정계와 입방정계의 혼합 상, 입방정계 

그리고 Ba(Cuu3Nb2/3)C>3의 정방정계로 변화한다. 

x=0.50~0.75 영역에서 입방정계가 형성되는 것은 

B 자리에 세 가지 다른 이온이 섞여 들어가면서 

격자 내에 있는 회절면 간의 거리가 평균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x = 0.80 이상에서의 

정방정계 상은 강한 방정성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Ct?+의 Jahn-Teller 효과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Sr[Tii(Cu”3N&，：汩。3계는 x = 0.00 부근 

Fig. 2. Variations of lattice parameters of Ba[Tii-* 
(Cui/3Nb2/3)JO3 and Sr[Ti—(CumNb2，，3)JO3.

에서는 입방정겨L x-1.00 부근에서는 정방정계의 

단일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는 

입방정계와. 정방정계의 혼합 상이 관찰되었다. 두 

계 모두 Cm/3Nb“3의 분율이 높은 영역에서는 정방 

성이 강한 정방정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격자 구조가 

B 자리에 치환되는 Cif*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계에 대한 고용체 형성 범위가 

각 상의 경계는 반응 온도나 반응 시간에 따라 약간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적외선 스펙트럼. Pe 구조에서는 대개 A 자리 

이온에 비해 B 자리 이온의 이온반경은 작고 그 

전하는 크기 때문에 B-0의 결합이 A-0의 결합보다 

훨씬 강하므로 B06 팔면체를 분자 단위체로 가정 

하고 적외선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근사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B06 팔면체를 군론으로 고려해 

보면 15개의 기준 진동 방식이 있으며, 그 중 두 

개의 Tlu 진동 방식이 IR 활성이다. Tlu 진동 방식 

중 하나는 신죽 진동이며 다른 하나는 굽힘 진동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진동수 영역(900~ 
400cmT)에서는 신축 진동에 의한 흡광 봉우리가 

나타난다.

Last는8 몇 가지 MTiO3(M = Ba, Sr, Pb)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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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R spectra of BaETii-XCui/aNbz/aXIOs.

적외선 스펙트럼을 연구한 바 있으며, 그에 의하면 

Ti-0 신축 진동은 BaTiQ가 545cmT에서 SrTiQ；가 

610cmT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Nb가 B 자리를 차지하는 몇 가지 화합물들의 孔 

신축 진동은 590~660cmT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91。.

Ba[Ti—(Cuu3Nb2/3)」O3계의 적외선 스펙트럼 

(Fig. 3)을 보면 Tlu 신축 진동 봉우리는 500- 700 
cmT에서 관찰되며, Cu”3Nb2/3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광 봉우리는 점차 높은 에너지 쪽으로 이 

동하였다. 이것은 결합력이 약한 Ti-0 결합의 분율이 

줄어들고 결합력이 강한 Nb-0 결합의 분율이 증가 

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x=0.00의 

스펙트럼은 Las^에 의해 보고된 것과 동일하였다. 

x=LOO인 경우, 즉 B 자리가 CuieNbg만으로 구 

성된 경우를 보면 흡광 봉우리가 몇 개의 작은 봉 

우리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정방 

정계의 격자 구조가 B 자리의 팔면체에 영향을 주어 

B 자리 팔면체가 일그러져 대칭성이 감소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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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ffuse reflectance spectra of BaCTii-ACuvs 
Nb2/3)』C)3.

문으로 판단된다.

확산 반사 스펙트럼. 이온성 고체의 띠 간격은 

화합물내에 있는 결합의 이온성에 의존하며, 결합의 

이온성이 클수록 전자가 음이온에 편재되어 음이온 

에서 양이온으로 전자 전이가 어렵다. Blasse 등은 

1 ： 1 규칙 구조를 가지는 A2(BW)O6 화합물의 확산 

반사 스펙트럼을 연구한 바 있으며, 그들은 흡수끝 

(absorption edge)의 위치는 산화 이온에 있는 2》의 

n 궤도함수(HOMO)에서 W。+의 如 궤도함수(IQM0) 
로의 전하 이동 전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BaDrii—JCimjNIWm。：계의 확산 반사 스펙트럼 

(F讶.4)의 변화를 보면 몰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400-500 nm 영역 및 근적외선 영역에서 새로운 

흡광 봉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적외선 

영역의 봉우리는 Ci?+의 d-d 전이에 기인하는 것 

으로 생각되며, 400-550 nm 부근에서 나타나는 

흡광은 산소 음이온에서 Nb5+로의 전이에 의해 나 

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Nb-0간의 전이가 Ti-0간 

의 전이보다 낮은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Nb- 

0 결합이 Ti-0 결합보다 공유결합성이 강하여 전하 

이동이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1992~1993년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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