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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온도저항계수(PTCR) 특성을 지닌 (Ba,Sr)irY；Ti038=0.001 〜0.蹌9, BSYT)를 옥살산공침법 

으로 합성하여 이트륨 흔입량 변화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른 저항을 측정한 결과 

이트륨의 농도가 0.3 m이%로 증가할 때까지는 큰 PTCR 효과를 나타낸 반면 농도가 0.5mol% 이상에서는 

적은 PTCR 효과를 나타내었다. 상전이 온도(Z) 이상에서 온도와 1/顷)의 관계를 나타낸 도시에 의하면 

유전상수의 변화가 Curie-Wiess 법칙에 잘 따름을 알 수 있었다. 측정한 비저항과 유전상수로부터 계산한 

전위장벽의 높이를 온도에 따라 도시한 결과 PTCR 효과와 마찬가지로 이트륨의 혼입량이 03 mol%로 증가할 

때까지는 높은 전위장벽이 유지되나 0.5m이% 이상에서는 비교적 낮은 전위장벽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electrical properties for (Ba,Sr)! -xYxTiO3(r—0.001 0.009, BSYT) with a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ivity(PTCR) effect were investigated. The BSYT powder was prepared 
by oxalate coprecipitation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large PTCR effect was appeared up to 0.3 mol% 
and decreased above 0.5 mol% of the yttrium concentration. The plot of temperature vs. 1/如(7) above 
Curie temperature(T^) was agreed with Curie-Weiss law. The potential barrier calculated from measured 
resistivity and dielectric constant of specimens was high up to 0.3 mol% and reduced above 0.5 mol% 
of yttrium concentration as the curve of PTCR effect.

서 론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구조를 가지는 BaTiO3 
는 상온에서 1010D-cm 이상의 비저항을 나타내는 

절연체이지만 Ba2+ 자리에 Y", La3+, Sm3+ 등과 

같은 +3가의 희토류 원소를 극미량 치환하면 상온 

비저항이 로 낮아지며"3 상전이 온도

(Curie temperature, Tc) 부근에서 비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정(正)온도저항계수(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ivity, PTCR) 효과를 나타낸다： 

이같은 저항의 이상 증가현상은 다른 반도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으로 1955년 Haayman5 
등에 의해서 발견된 이래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PTCR 효과의 이론적 해 

석은 입계(grain boundary)의 표면상태(surface 
st가e)에 의해 발생하는 전위장벽충(potential bar- 
rier)에 의한 것이라고 Heywang6-70] 제시한 이후 

Jcmker 등糾에 의해 여러 수정된 이론들이 발표되 

었으나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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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wang과 Jonker의 -이론에 따르면 입계의 받 

게형 표면상태가 전자를 포획하여 전위장벽충을 이 

루고 이 전위장벽은 Tc 이하에서는 강유전성상의 

자발분극에 의해 생기는 전하에 의하여 보상되기 

때문에 전도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Tc 이상에서는 

강유전상인 정방정계에서 입방정계로의 전이에 의해 

분극현상이 사라지므로 높은 전위장벽으로 인하여 

저항이 높아지게 된다. 이때 전위장벽의 높이는 (1)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e<I>(D=e 钮(7//电如⑺ (1)

비저항 p가 전위장벽을 넘어가는 여기과정(activa
tion process)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면 (2)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T)=p„ exp(eM7) (2)

(1)식에서 e는 전자의 전하량이고 %는 표면받게의 

밀도, 柘는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률, 5(7、)은 유전상 

수이며 d는 grain의 평균크기이다. 또한 (2)식에서 

k는 Boltzmann 상수이며 丁는 절대온도, p。는 상수 

이다.河"

주게가 혼입된 BaTiS의 유전상수 玲<(7)은 상전이 

온도(7》이상에서 (3)식과 같은 Curie-Weiss 법칙을 

따른다.

瑚)= 彳으^ (3)
T-lc

즉 Tc 이상의 온도에서는 자발분극에 의해 생성된 

쌍극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질서하게 존재하게 되 

므로써 유전상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또한 (1) 
식에 의해 전위장벽의 높이가 증가하게 되므로 (2) 
식에 나타난 비저항이 급격히 증가한다.

지금까지는 주게(donor)나 받게(acceptor)의 혼입 

유무에 따른 BaTi()3계 세라믹의 전위장벽층의 높이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반도성의 여부를 확인하는 연 

구에 한정되어 왔다.林 본 연구에서는 (Ba,Sr)i-X- 
TiO3(r=0.001~0.0師9)를 옥살산 공침법으로 합성하 

고 이의 저항 및 정전용량을 측정하여 Heywang 
model에 따른 전위장벽의 높이를 도시힘•으로써 이 

트륨 혼입량 변화에 따른 PTCR 효과와 전위장벽의 

높이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실 험

(Ba,Sr)I_A,TiO3 분말 합성. 출발물질로는 바륨, 

스트론튬 및 이트륨의 질산염 수용액을 사용하였고 

공침제로는 옥살산 수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티타늄의 질산염 수용액은 TiCLj로부터 Yamamura 
방법12으로 제조하였으며 각 용액의 농도는 H2SO4와 

NH’OH에 의한 중량분석법*으로 결정하였다. 0.40 

M TiO(NC)3)2 수용액을 0.12 M 옥살산 수용액에 서 

서히 교반하면서 적하시킨 후 티탄 성분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NHQH를 가하여 pH를 4.5로 조절함 

으로써 TiO(C2O4)22-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용액을 

반웅용기에 넣고 0.25 M의 Ba(NO3)2, Sr(NO3)2 및 

1.0X 10-2 M의 Y(NO3)3 용액의 혼합용액을 일시에 

가하여 상온에서 3시간 동안 1250rpm으로 교반시 

키며 완전한 공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pH를 5.0 
으로 조절하였다이후 여과 및 세척과정을 거쳐 

1201 에서 12시간 동안 건조시켜 (Ba+Y)/Ti=0.8, 

Sr/Ti=0.2로써 이트륨의 혼입량이 0.1~0.9mol%인 

(Ba,Sr\ _XTiO(C2O4)2 • 4H2O(r=0.001 〜0.009)를 얻 

었다. 이를 9001 에서 3시간 동안 하소시켜 (Ba, 

SOj-XWBSYT) 분말을 제조하였다. 이트륨의 

흔입량 변화에 따른 시료분말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30kV, 20 mA, 10°〜80°(2。)의 조건에서 X- 
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Philips, PW 

171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입자의 형상을 주사 

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EOL 
JAX-840)으로 관찰하였다.

전기적 특성 및 입계구조 관찰. 이트륨의 혼입 

량을 변화시킨 BSYT 분말로 직경 10 mm, 두께 2 
mm 가량의 시편을 제조하여 백금판 위에 올려 놓고 

전기로에 넣은 다음 공기분위기로 1375笔에서 1시간 

유지시켜 소결하였다. 소결한 시편은 SnCl2) PdCl2 
및 NiSO4 수용액을 이용하여 무전해 Ni 도금을 하고 

4001에서 약 10분간 열처리한 후 리드선을 부착 

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정전용량 및 저항을 LCR 

meter(ADEX AX-221)와 digital multimeter(FLUKE- 
45)로 측정하였다. 측정을 끝낸 시편은 SiC 연마지 

(#400, #800, #1200, #2000)와 알루미나 연마분 

S 1 卩m)으로 단계적으로 연마한 후 H2O2, HF, HC1 
및 HQ의 혼합 에칭액节으로 화학적 에칭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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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현미경(Olympus BH2-UMA)으로 입계구조를 

관찰하였다. 이때 낟알(grain)의 평균 크기는 단면 

분석법16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합성한 BSYT 분말의 결정상과 입자형상을 X-선 

회절분석기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이 

트륨의 혼입량과 관계없이 정빙^tetragonal) 구조를 

가지고 크기가 0.1 |im 이하인 구형 입자가 얻어졌 

음을 확인하였다.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소결한 

시편의 입계구조를 及务1에 나타내었으며 단면분석 

법으로 구한 낟알(成rmin)의 평균크기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이트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낟알의 평균 크기는 25 呻에서 3 卩m로 감소하였는 

데 이는 희토류 원소의 첨가가 낟알의 성장을 억제 

하여 혼입량이 많아질수록 낟알 크기가 점차 감소 

한다는 Xue 등如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a) (b)

(c) (d)

(e) (f)
Fig. 1. Microstructure( X 500) of (Ba,Sr)i-,YITiO3 with respect to yttrium concentration: (a) 0.1 mol%, (b) 0.2 
mol%, (c) 0.3 mol%, (d) 0.5 mol%, (e) 0.7 mol% and (f) 0.9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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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상승에 따른 비저항로그의 변화를 나타낸 결 

과負讶.2(a)) 이트륨의 혼입량이 0.3 mol%까지 증가 

할수록 상온저항은 낮아지고 그 이상부터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에서의 저항증가폭인 

PTCR 효과는 이트륨의 혼입량이 0.3 mol%까지는 

크게 나타나는 반면 0.5 mol% 이상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주게의 특정농도 이상에서 

는 전자보상이 공위 (vacancy) 보상으로 전환되어 

부도체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1割9와 

일치함을 나타낸다. F讶.2(b)는 유전상수의 온도 의 

존성을 나타낸 그림으로써 유전상수의 피크가 323- 
328K 구간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상전이 온도(7》를 

저온으로 이동시키는 스트론튬이 정량적으로 20 
mol% 첨가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Tc 이상에 

서의 유전상수는 온도상승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3)식에서 나타낸 Curie-Weiss법칙에 잘 따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온도와 1/%(7)의 관계를 F讶.3에 

나타내었고 여기서 계산된 Curie 상수 C와 7；를 Ta

Table 1. Grain size of (Ba’Sr'rY/TiC^ specimens

X 0.001 0.002 0.003 0.005 0.007 0.009

Grain size
(pm)

24.7 20.1 15.3 4.0 3.1 3.0 Fig. 3. Reciprocal of the dielectric constant as a func
tion of temperature of (BatSr)! -XTiOaCt=0.001— 
0.009).

423

ble 2에 나타내었다. 외삽되어 계산된 7；값은 실측한 

4값과 비교하여 Heywang 모델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실험의 경우 이트륨 첨가량이 

극히 작거나 특정농도(0.7mol%) 이상일 경우 모델과 

점차 벗어남을 보인다.

30

20-

,£

君

10

T
-

7
 

6
 

5 oooooonoooooo
dd

O° XXX«MXXXX
a xxx .a L ■

xx x=0.001
«X 口

x=0.002
X

x=0.003onoODoaox
X X x=0.005

X 
x=0.007
米

x =0.009

6
 

2
 

흐
X
E
3

o 
273 373 473273 373 473

T(K)
Fig. 2. Temperature dependence of (a) resistiv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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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wang 모델에 따른 Tc 이상에서의 저항증가 

현상은 입계층에서 생긴 전위장벽의 높이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써 전위장벽의 높이와 비저항과 관계는 

서론의 (1)식과 (2)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T)=p„ exp(e2%(T) d/8"%e，0)) (4)

(4)식에서 %(T)는 7；부터 최고 저항을 나타내는 온 

도인 T„ 구간에서는 상수이므로n 다시 정리하면

p(T)=P。exp(G/7、E”(T)) (5)

또는

log[ p(D] = logp„+G/T如⑺ ⑹

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상수 G는 다음과 같다.

G=e2ns(T)d/8kea (7)

(6)식에서 loglpCD]와 1/7田(丁)의 함수관계를 Ar

rhenius 도시로 나타낸 결과 Fig. 4와 같은 직 선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직선과 (7)식으로부터 계산한 p„, 
G 및 %(T)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log[p 

⑺]와 1/7UT)의 함수관계로부터 구한 G 값은 낟 

알의 평균 크기와 마찬가지로 이트륨의 일정농도(0.5

Table 2. The Curie constant and Tc calculated from 
the l/e，，，(T) os. T(K) and the measured Tc for (Ba, 
Sr)iY,TiC)3

Yttrium 
contents(x)

Curie 
Constant(K)

Calulated
TC(K)

Measured
TC(K)

0.001 1.76 X105 313.22 323
0.002 5.18X105 318.71 323
0.003 6.49 X105 321.55 328
0.005 3.86 X105 318.59 328
0.007 3.76 X105 310.03 328
0.009 3.15X105 312.14 328

mol%) 이상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어 표면받게 밀도인 旳(T)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p。는 측정한 상온저항과 같은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실험값에 신뢰도를 부여하고 있다.

(7)식과 (1)식으로부터 전위 장벽의 높이 를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e^=kG/eEm(T) (8)

이트륨의 혼입량에 따른 온도에 따른 전위장벽의 

높이를 F讶.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온도와 비저 

항과의 관계인 F谊.2(a)에서 나타난 PTCR 효과와 

마찬가지로 이트륨 첨가량을 0.3 mol%까지 증가시킬 

경우 높은 전위장벽을 나타내며 0.5 m이% 이상부터 

는 전위장벽의 높이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표면받게 밀도는 이트륨의 혼입량과 관

Fig. 4. logLp(7)] versus l/Te„,(T) for (Ba,Sr)i ,YvTiO:1 
8 = 0.001 ~ 0.009).

Table 3. The logp„, slop G, and ns(T) calculated from log[p(7')] vs. l/Te,"(T) for (Ba,Sr), AY,TiO3

Yttrium 
contents(对

0.001 0.002 0.003 0.005 0.007 0.009

logpXO-cm) 2.42 1.68 1.68 4.48 5.36 6.35
G® 8.09 X106 9.28X10" 8.89 X106 3.00 XI俨 1.60X10" 1.61X106
ws(T)(m-2) 1.25 X1016 1.76 X1016 2.21X10 頂 2.86X10" 1.97 X IO16 2.05X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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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륨 혼입량 변화에 따른 (B&SrL xY/TiQj의 전기적 특성 811

T(K)
Fig. 5. Potential barrier height versus temperature 
for (Ba,Sr)i_；LTi038 = 0.001~0・009).

계없이 전위장벽의 높이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이트륨의 일정농도(0.5 mol%) 
이상부터는 낟알의 평균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여 

전위장벽의 높이가 낮아짐으로써 PTCR 효과가 감 

소함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옥살산공침법을 이용하여 (Ba,Sr)irY*TiC)3(x = 
0.001~0.009)를 합성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른 비저 

항값의 변화로부터 주게인 이트륨의 혼입량이 0.3 
mol%까지는 상온저항은 낮아지고 큰 PTCR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0.5 mol% 이상부터는 상온저항은 점 

차 커지고 PTCR 효과는 감소되었다. 온도상승에 

따른 유전상수의 측정으로부터 4가 323-328 K 사 

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스트론튬이 정량 

적으로 20mol% 첨가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二에서의 1/顷CD와 온도와의 관계로부터 온도 

상승에 따른 유전상수의 변화가 Curie-Weiss법 칙에 

잘 맞음을 확인하였다. 측정한 비저항과 유전상수로 

부터 계 산한 전위 장벽의 높이를 온도에 따라 도시한 

결과 이트륨의 흔입량이 0.3 mol%로 증가할 때까지 

는 전위장벽의 높이가 높고 0.5 mol% 이상부터는 

낮은 전위장벽의 높이를 나타내어 이트륨 혼입량에 

따른 전위장벽의 높이 및 PTCR 효과의 변화를 표 

면받게 밀도와 낟알의 평균 크기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1995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육성연구비 

(BSRI-95-3439)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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