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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wder characteristics and sintering behavior of SiO2 coated BaTiO3 were studied. BaTiO3 powders were synthesized by the
liquid mix method developed by Pechini, and silica coating was prepared by alkoxide hydrolysis method with TEOS and ethanol. The
particle size of the BaTiO3 powders was 35 nm and the thickness of the SiO2 coating layer was 5 nm. As the SiO2 content increased,
the SiO2 layers improved the powder dispersion by increasing electrostatic repulsion between the BaTiO3 particles. Effects of MgO
coating on microstructure and dielectric properties of BaTiO3 have been studied compared with mechanically MgO mixed
BaTiO3. MgO coated BaTiO3 particles were prepared by a homogeneous precipitation method using MgCl2·6H2O and urea. MgO
coated BaTiO3 exhibited homogeneous microstructure compared with mixed samples. XRD analysis revealed that Mg substitution for
the Ti site in the MgO mixed sample was much greater than in the coated one. El

†
ectrical properties of MgO mixed and coated BaTiO3

were affected by the diffusion behavior of Mg in BaTiO3 lat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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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aTiO3는 multilayer ceramic capacitor(MLCC), thermister,

transducer 등의 세라믹 조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다. 대표적인 수동부품인 MLCC의 경우, 전자기기의 소형

화에 따른 수동부품의 downsizing을 구현하기 위해 유전체

두께는 얇아지고 그 적층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유전체층의 두께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작은

size(nano size)의 BaTiO3를 사용해야 하며 nano size의

BaTiO3를 사용할 경우 particle의 균일한 분산은 더욱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BaTiO3는 BaCO3와 TiO2

를 1000
o
C 근처의 고온에서 반응시키는 solid-state reaction

반응을 이용하여 합성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온에서의 하

소는 BaTiO3 particle의 입도 분포를 크게 하고 조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2)

 따라서 최근에는 고순도이며

narrow한 입도 산포, 높은 균일성을 갖는 미립의 BaTiO3를

합성하기 위해 hydrolysis of barium titanate alkoxides,
3)

sol-gel processing
4)

 그리고 hydrothermal processing
5,6)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MLCC의 경우 유전율의 온도 안정성이 중요하게 고려

되는데 이것은 bulk grain과 grain boundary간의 서로 다른

화학적 조성에 기인하는 core-shell structure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8)

 일반적으로 core 영역은 doping되

지 않은 순수 BaTiO3 영역으로 이루어진 ferroelectric phase

이며 shell 영역은 grain boundary로 부터 grain 내부 방향

으로 첨가제의 농도 구배가 존재하는 papraelectric한 phase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core-shell 구조는 BaTiO3 powder

에 다양한 oxide additives를 첨가한 후 소결 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데 BaTiO3에 additives를 첨가하는 가장 일반적

인 방법으로는 BaTiO3에 산화물 형태의 additives를 첨가

한 후 균일한 분산을 위해 mechanical한 방식으로 mixing

하는 것이다. 이 경우 additives의 분산은 제한적일 수 밖

에 없는데 그 이유는 산화물 형태의 additives가 미량일 뿐

아니라 대부분 coarse하기 때문이다. 박막화를 구현하기

위해 BaTiO3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비표면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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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BaTiO3의 응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며

additives의 균일한 분산도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solid-state mixing 방식 대신 chemical

mixing을 이용한 additives의 mixing이 연구되고 있으며 sol-

gel,
9,10)

 precipitation,
11,12)

 hetero-coagulation coating
13-15) 

등

의 방법은 additives를 core particle(BaTiO3) 표면에 균일하

게 분포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ditives가 coating된 BaTiO3 powder의

합성 및 그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기존의 mechanical

mixing process로 additives를 mixing한 powder와 그 특성

을 비교하였다. Ceramic powder coating 이라는 영역이 최

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하여 생소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실험결과에 대한 해석

에 앞서, 문헌에 보고되고 있는 ceramic powder coating

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1.1. Ceramic powder coating

Fig. 1에 mechanical mixing process와 chemical coating

process로 혼합한 starting powder(black)와 additives (white)의

분산상태를 개략적으로 도식하였다. Coating process를 적용

할 경우 additives가 core particle의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coating process는 paint 산

업에서는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ceramic powder 분야에서

는 최근에서야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16)

 특히 AlN,
17)

Si3N4,
18)

 ZrO2,
19)

 Al2O3
20) 
등의 구조 ceramic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BaTiO3 powder에 첨가제를 coating하

는 것은 Selmi와 Amarakoon,
21)

 Ogata,
22)

 그리고 Abicht 등
23)

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Selmi와 Amarakoon은 sol-gel법을

이용하여 Y, Mn, F 등을 coating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으

나 기존의 방식으로 additives를 mixing한 시편과의 비교 data

는 제시하지 않았다. Abicht 등은 tetraethylorthosilicate의 가

수분해를 이용한 SiO2 coating powder를 제작하여 일반적인

mixing 방식으로 제작된 시편과의 특성을 보고한 바 있

다.
23)

 Saucy
24)
와 Hayashi

25) 
등도 additives coating에 의해 표

면특성이 modify된 BaTiO3 powders에 대해 보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chemical coating mechanism에 대해 명확히 규명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1.2. Coating mechanism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coating process는 chemical

Fig. 1. Schematic distribution of the additive (white) in the

starting powder (black) after milling (a) and coating (b).

Fig. 2. Schematic diagram of chemical coat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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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coating mechanism

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문헌에

서 제시되고 있는 coating mechanism에 대해 간단히 정리

하였다. 참고로 main이 되는 모재 powder (ex. BaTiO3)를

core particle, 또는 host particle이라 하고 coating하려는

materials(ex. additives)를 shell particle 또는 guest particle

이라고 표기하였다.

Chemical coating process의 반응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coating mechanism은 일반적으로 surface nucleation과 hetero-

coagulation process로 나눌 수 있다. Surface nucleation 반응

은 core particle 표면에 국부적으로 hydrolyzed된 물질이 흡

착 (침전)되어 성장하는 process이며, hetero-coagulation

mechanism은 solution내에 핵 생성된 shell particle(coating

하려는 물질)이 core particle과의 강한 attraction energy에 의

해 core particle 표면에 흡착하는 mechanism이라고 할 수 있

다. Fig. 2에 이러한 chemical coating mechanism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chemical coating process 과

정 중에는 이 2가지 mechanism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어느 mechanism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의 구분은 실험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26,27)

 1.3. Surface nucleation mechanism

용매내에 분산되어있는 inorganic particle(core particle)의

표면에 coating하려는 inorganic materials(guest particle)이

직접 precipitation되거나 core particle의 표면에 functional

group을 형성하면서 반응하는 process이다.
28-47)

 Coating하려

는 materials을 core particle의 표면에 직접 침전시키는

precipitation method의 대표적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

다. 이렇게 SiO2가 coating된 hematite나 yttrium particle의

표면특성은 pure한 SiO2의 특성과 유사하게 바뀌게 되며

SiO2 coating에 의해 yttrium core particle의 dissolution이

억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험변수에 따라 coating

layer의 두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실험변수로는

core particle의 size, 용매 내 core particle의 농도와 alkoxide,

organic solvent, water 등 reactants의 상대적인 비 등이 보고

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한 최적 coating 조건 설정 실험

이 이루어져야 한다.
28)

1.4. Hetero-coagulation mechanism

Core particle과 shell particle로 이루어진 coating powder

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solution 내에 존재하는 larger particle

과 nano particle간의 electrostatic interaction을 이용하는 방식

이 있는데 이것을 hetero-coagulation process라고 한다.
48-55)

Homola 등은 γ-Fe2O3와 이보다 작은 silica particle의 혼합

물을 이용하여 두 particle이 서로 반대의 surface charge를

갖는 조건에서 silica가 coating된 γ-Fe2O3를 합성하였다.
50-52)

이 결과 magnetic particle의 응집이 개선되고 분산성은 향

Fig. 3. TEM images of uniformly coated inorganic particles. (a)

TEM image of hematite (α-Fe2O3) particles coated with

silica (Reproduced from 
30)

. Copyright 1993 Academic

Press), (b) TEM image of yttrium basic carbonate

particles (diameter ca. 80 nm) coated with silica

(Reproduced from
35)

. Copyright 1994 Materials

Research Society).

Fig. 4. (a) Zeta potential as a function of pH for the uncoated and Ludox AM silica-coated phosphor powder. (b) TEM micrographs

for the silica-coated phosphor powder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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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됨을 관찰한 바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nano-size를 갖

는 silica를 inorganic powder에 coating하여 protective layer

를 형성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53,54)

 서로 반대의 surface

charge를 갖는 colloids가 존재할 경우, particles 간에 존재

하는 electrostatic attraction energy에 의해 aggregation이 일

어나고 이로 인해 rapid coagulation이 발생하게 된다.
56)

Hetero-coagulation, hetero-association, hetero-flocculation

and hetero-aggregation 등의 용어는 particle이 혼합된

system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일부는 정확하게 구

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반적으로 Hero-coagulation

은 두 particle간의 영구적인 contact, 다시 말해 한 번

contact이 이루어지면 irreversible하게 분리되지 않는 상태

를 묘사한다. Hetero-flocculation과 hetero-association은 두

particle간의 일시적인 결합, 즉 reversible한 결합상태로 간

주된다. 그리고 hetero-aggregation은 일반적으로 particle의

응집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49)

 Fig. 4에 hetero-

coagulation process로 silica가 coating된 phosphor powder

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15)

 Hetero-coagulation process가 일

어날 수 있도록 두 powder의 surface charge가 반대의 극

성을 갖는 pH 4.0~pH 8.0 구간에서 반응을 진행하여

coating powder를 제조하였다. Hetero-coagulation process

는 두 particles의 상대적인 크기에도 크게 의존한다. 두

particles의 size가 유사하다면 불균일한 응집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지만 particle size의 차이가 아주 크다면 작은

크기의 particle이 보다 큰 크기를 갖는 particle의 표면에

흡착된다. Fig. 5에 powder size에 따른 hetero-coagulation

의 발생 정도를 개략적으로 도식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hetero-coagulation은 particles concentration, relative surface

charge, relative particle size 등의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9-57)

2. 실험 방법

2.1. SiO2 coated BaTiO3 합성 

SiO2 coating에 사용된 nano sized BaTiO3는 Pechini에

의해 제안된 liquid mix method를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silica coating은 sol-gel process를 이용하였다. 합성된

BaTiO3 powder를 에탄올에 부유시킨 후 KOH를 투입하

여 현탁액의 pH를 10으로 조절하였다. SiO2의 source로

tetraethylorthosilicate (TEOS)를 사용하였으며 소량의 H2O

를 서서히 투입하면서 stirring하였다. 일반적인 coating

process의 경우 coating 반응 후 흡착되지 않은 잔류성분

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심분리 후 세척 등의 방식을 사용

하고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조성의 정밀도가 중요하므로

세척을 실시하지 않았다. SiO2의 coating은 0.5 wt%와

5.0 wt%로 하였으며 coating 반응 후 추가 열처리는 실시

하지 않았다. 합성된 powder의 특성 및 disk로 제작된 시

편의 소결 거동을 분석하였다.

2.2. MgO coated BaTiO3 합성

MgO coating은 urea를 이용한 균일침전법을 이용하였다.

Mg의 출발원료로 MgCl2·6H2O (99.99%, Aldrich)를 사용

하였으며 용매로는 H2O를, 침전 촉매로는 CO(NH2)2를 사

용하였다. MgO 기준으로 첨가량을 1.0, 3.0 mol%로 solid

state mixing법으로 BaTiO3에 MgO를 첨가한 시편을 제작

하여 동일 조건에서 소결한 후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MgO의 첨가량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coating powder의 경

우 반응 후 세척 및 여과를 진행하지 않고 700
o
C에서 열

처리를 진행하여 표면에 coating된 Mg hydroxide를 MgO

로 결정화 시킨 후 disk type으로 성형제를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iO2가 coating된 BaTiO3 powder

Fig. 6에 raw BaTiO3와 SiO2가 coating된 BaTiO3 powder

의 TEM image를 나타내었다. Pechini법으로 제조된

Fig. 5. Schematic diagram of particle size ratio effect on

hetero-coagulation formation.

Fig. 6. TEM image of (a) uncoated BaTiO3, (b) 5.0 wt% SiO2

coated Ba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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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iO3 powder의 size는 35 nm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XRD 분석결과 BaTiO3의 결정성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SiO2가 5.0 wt% coating된 BaTiO3 powder의 경우 BaTiO3

powder의 표면에 5 nm 정도의 균일한 두께로 SiO2가

coating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은 SiO2 coating에 따른 powder의 morphology를

나타낸 것이다. Coating된 SiO2 함량에 따라 powder 응집

형상의 큰 차이가 관찰되는데, SiO2 함량이 증가할수록

BaTiO3 powder의 응집이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

한 형상 변화는 BaTiO3 표면에 존재하는 SiO2 coating

layer에 의해 powder간 정전기적 반발력(electrostatic

repulsion)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8에 BaTiO3와 SiO2가 coating된 BaTiO3의 zeta

potential을 pH의 함수로 plot 하였다. Zeta potential은

Otsuka社의 zeta potential analyzer (ELS-8000)로 측정하였

다. pH 3.0 이상에서, SiO2가 coating된 BaTiO3의 zeta 전위

가 BaTiO3 보다 더 음의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5.0 wt%

의 SiO2가 coating된 BaTiO3의 zeta 전위는 BaTiO3보다

pure한 SiO2의 거동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결

과로 BaTiO3 표면에 coating된 SiO2로 인해 BaTiO3의 표면

특성이 변화하여 SiO2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

powder간 정전기적 반발력이 증가하여 powder의 응집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SiO2가 coating된 BaTiO3의 수축거동을 Fig. 9에 나타내

었다. 수축이 개시되는 온도는 SiO2 coating 함량과 연관

이 있으며 SiO2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축 개시온도

가 높은 온도 영역으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

과를 볼 때 SiO2 coating layer가 소결 초기 단계에서의 치

밀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는 MgO가 coating된 BaTiO3 소결 거동 결과에서 다시 언

급할 예정이다. 수축 개시온도 외에도 Fig. 9의 결과에서

몇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SiO2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 개시온도는 높아지지만 최대 수

축율은 SiO2 함량과 비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수

축률 기울기에서 알 수 있듯이 SiO2의 함량이 많을수록

일정온도 이상에서 급격히 수축(소결)이 일어나는 거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5.0 wt%의 SiO2가 coating된 BaTiO3의

경우 1250
o
C 이상에서 과다 액상으로 인한 swelling 현상

으로 인해 부피가 팽창하는 거동이 관찰되었다. 참고로

5.0 wt%의 SiO2가 coating된 시편의 경우 800
o
C 근처에서

미세한 수축이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는데 XRD 분석결

Fig. 7. Powder morphology of BaTiO3 with various SiO2 contents. (a) : 0.0 wt%, (b) : 0.5 wt%, (c) : 5.0 wt%.

Fig. 8. Zeta potentials of BaTiO3, SiO2 and SiO2 coated BaTiO3

as a function of the pH value.

Fig. 9. Shrinkage curves of BaTiO3 and SiO2 coated Ba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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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resnoite phase (Ba2TiSi2O8)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58,59)

3.2. MgO가 coating된 BaTiO3 powder 특성

MgO coating은 urea를 이용한 균일 침전법을 이용하였

다. 일반적인 침전법 (침전 촉매인 염을 (base) 외부로부

터 주입하는 방법)의 경우 용액내 국부적인 pH 상승에 의

해 조성의 불균일 및 다양한 불순물의 유입이 있다는 단

점이 있다. 반면, urea를 이용한 균일 침전법의 경우 urea

가 70~80
o
C 근처에서 염(암모니아)으로 분해되므로 urea

를 용액내에 균일하게 분포시킨 후 온도를 서서히 상승

할 경우 용액 전반에 걸쳐 균일한 침전물이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core particle (BaTiO3)이 용액내에 균

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hetero-coagulation에 의해 coating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27,60)

 실험에 적용된 BaTiO3

powder는 앞선 SiO2 coating과 동일한 35 nm 정도의 크기

를 갖는 Pechini 법으로 제조된 BaTiO3와 Sakai社의

400 nm BaTiO3를 사용하였으나 35 nm 크기의 BaTiO3에

는 MgO의 coating층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400 nm

크기의 Sakai BaTiO3에 MgO를 coating하여 MgO가

mixing된 시편과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참고 :35 nm size

의 BaTiO3에 MgO coating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total

interaction potential energy를 계산해 본 결과, Mg precursor

(~10 nm)와 BaTiO3의 size 차이가 크지 않은 관계로 BaTiO3-

BaTiO3, MgO-MgO 간의 응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0에 일반적인 방법 (planetary mill)으로 MgO를

mixing한 powder와 coating한 powder의 TEM image와

EDS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Coating 시편의 경우 MgO

가 BaTiO3 표면에 흡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mixing 시편의 경우 MgO의 분산상태가 불균일함을 알 수

있다. Coating process의 차이로 인해 MgO가 coating된

powder의 형상은 앞선 SiO2 coating powder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에 MgO가 mixing된 시편과 coating된 시편의 수

축 거동을 소성 온도에 따라 plot하였다. 소결은 air분위

기에서 진행하였으며 해당 온도에서 2 h 유지하였다. 앞

선 SiO2가 coating된 BaTiO3의 결과와 유사하게 MgO가

coating된 시편의 수축이 mixing 시편에 비해 더욱 높은

온도에서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소결거

Fig. 10. TEM images and EDS analysis of 3.0 mol% MgO doped BaTiO3 powder. (a) MgO mixing, (b) MgO coating.

Fig. 11. Linear shrinkage of x mol% MgO doped Ba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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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차이는 coating powder에서 관찰되는 deactivated

sintering 효과와 mixing powder내의 bimodal한 powder

mixture에 기인하는 accelerated sintering 효과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Dukhin 등에 의하면 core particle의 표면이 guest

particle에 의해 균일하게 coating 되어있는 경우 coating된

guest particle 간의 point contact에 의해 core particle간의

neck growth가 억제되어 coating powder의 경우 소결온도

가 높아 진다는 보고를 하였다.
61)

 반면, Pan 등은 두

particle size의 차이가 50% 이상일 경우 보다 낮은 온도에

서 소결이 진행되는데 이는 두 particle간의 size 차이가 클

수록 particle간의 contact point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결

구동력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62,63)

Fig. 11에서 관찰되는 소결거동의 차이는 mixing powder

의 bimodal한 mixture에 기인하는 accelerated sintering 효

과와 coating powder에서 관찰되는 deactivated sintering

효과의 복합 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소결 거동의 차이로 인하여 Mg
2+

 ion의 Ti
4+

 site로의 치

환 거동에도 차이가 있음을 XRD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

였으며, 전기적 특성 또한 mixing 시편과 coating 시편간

의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2에 1100
o
C에서

2 h 유지한 시편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MgO가 mixing

된 시편(2~4)의 경우 neck formation이 이루어져 소결 초

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되며 coating 시편(5~7) 보

다 상대적으로 치밀한 미세구조를 보이고 있다. 

Fig. 13에 MgO가 mixing된 시편과 coating된 시편의 격

자상수를 소결온도에 따른 함수로 plot 하였다. MgO가

mixing된 시편의 격자상수는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는 반면 coating된 시편은 mixing된

시편에 비해 미세한 증가가 관찰된다. 격자상수의 증가는

이온 반경이 상대적으로 큰 Mg
2+

 ion이 Ti
4+ 
자리를 치환

하면서 cell 크기를 확장하는 acceptor dopant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 결과를 볼 때 동일 소성조건에서

Mg가 mixing된 시편이 coating 시편에 비해 Mg
2+
의 확산

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Fig. 11

에서 관찰되는 소결 거동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14

에 MgO가 각각 1.0, 3.0 mol% mixing된 시편과 coating

된 시편의 1350
o
C(2 h) 소결 후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Un-doped BaTiO3의 경우 50~100 um 정도의 과대 입성장

이 관찰되었지만 MgO가 doping된 경우는 첨가량에 무관

Fig. 12. Microstructures of MgO doped BaTiO3 after sintered at 1100
o
C. (1) Un-doped BaTiO3, (2) 1.0 mol% MgO mixing, (3) 3.0

mol% MgO mixing, (4) 5.0 mol% MgO mixing (5) 1.0 mol% MgO coating, (6) 3.0 mol% MgO coating, and (7) 5.0 mol%

MgO coating.

Fig. 13. Lattice constant of MgO mixed and coated BaTiO3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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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1 um 이하의 grain size를 가져 MgO가 grain growth

inhibitor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MgO가

mixing된 시편에 비해 coating 시편의 grain의 분포가 더

욱 균일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소결 이전 단계에서 MgO

의 분산성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예상하게 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Fig. 15에 3.0 mol% MgO를 mixing한 시편과 coating한

시편의 EPMA 결과를 나타내었다. Coating 시편에 비해

mixing 시편내의 MgO의 분포가 불균일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Fig. 13에서 관찰되는 mixing 시편의 irregular한

microstructure 및 core-shell 분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결

과적으로는 전기적 특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예상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gO가 mixing된 BaTiO3와 coating

된 BaTiO3의 소결(1350
o
C) 후 유전특성을 Fig. 16에 나타내

었다. Fig. 16(a)의 dielectric constant 거동을 보면, MgO가

coating된 시편의 경우 MgO의 양과는 무관하게 측정온도

내에서 비슷한 유전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MgO가 mixing된 시편의 경우 MgO 양에 따라 dielectric

constant 거동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Fig. 16(b)의

TCC 거동을 보면, coating 시편의 경우 un-doped BaTiO3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반면 mixing 시편의 경우 상온 이상

의 온도에서 coating 시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전율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re-shell 구조와 같이

mixed composite로 이루어진 경우의 유전특성을 설명 하는

데 여러 model이 제시되고 있지만,
64-66)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Lichtenecker equation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4)

 log K = Vc logKc+ Vs logKs (1)

Kc와 Ks는 각각 core (BaTiO3 영역)와 shell (MgO 확산

영역) phase의 유전율을 나타내며, Vc와 Vs는 각각 core와

shell phase의 volume fraction을 의미한다. 이상적으로

MgO가 BaTiO3의 표면에 coating되었다면 전 미세구조에

걸쳐 grain 각각의 core-shell 형상(또는 core-shell 분율)은

일정할 것이며 shell의 두께 또한 아주 얇을 것이다. 이 경

우 grain 하나의 유전거동과 전체의 유전거동은 거의 유

사할 것이며 shell의 volume fraction이 작은 관계로 온도

전반에 걸친 유전특성은 un-doped BaTiO3와 유사한 특성

Fig. 14. Microstructures of MgO doped BaTiO3 after sintered at 1350
o
C. (1) Un-doped BaTiO3, (2) 1.0 mol% MgO mixing, (3)

3.0 mol% MgO mixing, (4) 1.0 mol% MgO coating, (5) 3.0 mol% MgO coating.

Fig. 15. EPMA analysis of 3.0 mol% MgO doped BaTiO3 after

binder burned out. (a) MgO mixing, (b) MgO coating.



첨가제가 Coating된 BaTiO3의 합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 197

제46권 제2호(2009)

을 보일 수 있다. 반면, mixing시편의 경우 Figs. 14, 1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MgO의 분산이 균일하지 못하므

로 grain 각각의 크기 및 core-shell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grain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Mg ion의

확산이 많이 일어나 shell의 volume fraction이 큰 경우 보

다 저온에서 높은 유전율을 보일 것이며 Mg의 국부적인

분포로 Mg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grain은 un-doped

BaTiO3와 유사한 유전거동을 보일 것이다. Fig. 13에서 확

인하였듯이 MgO가 mixing된 시편의 경우 Mg ion의 치

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났으므로 미세구조 전반에

걸친 shell 영역의 volume fraction은 coating시편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전반적인 차이에 의해 유전

거동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이상으로 SiO2 및 MgO가 coating된 시편의 powder 특

성 및 소결거동 특성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1. SiO2 coated BaTiO3

BaTiO3 합성은 Pechini 에 의해 제안된 액상혼합법을 이

용하였으며 SiO2 coating은 TEOS와 에탄올을 이용한 알콕

사이드 가수분해법을 적용하였다. 합성된 BaTiO3 파우더

는 35 nm 크기였으며 SiO2 coating층의 두께는 5 nm 정도

였다. SiO2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BaTiO3 powder간의

정전기적 반발력의 증가로 powder의 분산성이 향상되었

다. SiO2가 coating된 BaTiO3의 zeta potential은 coating되

지 않은 BaTiO3에 비해 보다 음의 값을 보여 순수한 SiO2

의 zeta potential 거동과 비슷해짐을 관찰하였다. SiO2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수축이 시작되는 온도가 높아짐을 확

인하였는데 5.0 wt%의 SiO2가 coating된 BaTiO3의 최대

수축율은 25.5%인 반면 coating되지 않은 BaTiO3의 최대

수축율은 20.4% 였다. SiO2의 첨가량이 1.0 wt% 이상의

시편에서 2차상인 fresnoite (Ba2TiSi2O8) 상이 관찰되었다. 

4.2. MgO coated BaTiO3

MgO coating은 MgCl2·6H2O와 urea를 이용한 균일 침

전법을 이용하였으며 BaTiO3는 입자크기가 각각 35 nm와

400 nm인 것을 사용하였다. 10 nm정도 크기를 갖는 비 결

정질의 Mg 전구체를 결정질의 MgO로 전환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한 결과 600~700
o
C 온도에서 결정질의

MgO를 얻을 수 있었다. 400 nm BaTiO3에서 MgO가

coating된 층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35 nm BaTiO3에는

MgO의 coating층이 잘 관찰 되지 않았다.

MgO가 coating된 BaTiO3는 mixing된 시편에 비해 보다

균일한 미세구조를 보였다. XRD 분석을 통해 Mg 이온

의 Ti 자리로의 치환이 coating 시편에 비해 mixing된 시

편에서 더 많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Mg 첨가량이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격자상수는 coating 시편이 mixing 시편

에 비해 더 작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소결 거동 및 미세

구조적 차이에 의해 Mg가 mixing된 시편과 coating된 시

편의 유전특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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