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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농도에 따른 무연 3상 유리계의 합성과 물리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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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asses were prepared with compositions of (13-x)BaO-80B2O3-7Li2O·xSm2O3, BBLSx(x=0.5, 0.4, 0.3) by melting

the starting materials of boron oxide(99.9%), lithium oxide(99.9%), barium carbon oxide(99.9%), and samarium oxide(99.9%)

and then quenching the melt at 1350oC. This led to good-quality BBLSx(x=0.4, 0.3) and poor-quality BBLSx(x=0.5) glasses.

The phys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BBLSx glasses were studied by means x-ray diffrac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and dielectric spectroscopy. From the x-ray diffraction and SEM

results, the quality of the BBLSx glasses significantly depends on the Sm2O3 concentration. The x-ray diffraction pattern showed

that the crystallites in the BBLSx glasses after heat treatment at 700oC may be LiBaB9O15. From the DSC results,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s(Tg), crystallization temperatures(Tc), and the maximum temperatures of the crystallized(Tp) BBLSx

glasses all changed with the Sm2O3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dielectric spectroscopy results, the values of the real

dielectric constant and Tan δ of the BBLSx glasses depended on the Sm2O3 concentration. The values of the real dielectric

constant and Tan δ were also shown to depend on the measuring temperature, possibly due to the ion migration in the bulk

of the BBLSx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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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전기·전자·광 소재 산업은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고도로 발전되고 있으며 지구환경문제를 고

려한 소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기, 전자 광

부품 소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리 소

재는 Pb를 기반으로 하는 Pb-B2O3, PbO-B2O3-SiO2, Pb-

ZnO-B2O3계 유리이다.1-5) PbO 성분을 함유한 유리들은

열처리 전후로 화학적·물리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융점

이 낮기 때문에 부품 산업의 응용에 있어서 용이하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해 물질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PbO 성분이 함유된 전기·전자·광 부품소재는 유해한

물질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리 내에서 PbO 성

분은 안정한 상태이지만 주변 환경 변화(산성비의 산에

용해되어 Pb 이온으로 융출됨)에 따른 환경오염의 원인

이 된다. 따라서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Pb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연(Pb-Free) 유리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자들은 Pb의 대체 가능 유

리 소재로서 Bi2O3 유리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

지만 Bi2O3 유리는 강한 환원성 때문에 유리 제조 공정

상 어려움이 많고, 또한 귀금속 산화물이기 때문에 산

업계에서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PbO 와 Bi2O3 유리

계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유리로서 P2O5 유리계의

조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P2O5의 유

리계는 PbO와 Bi2O3 유리계 보다 강한 흡습성을 가지

고 있어 화학적으로 불안정 하다는 단점이 있다. P2O5

유리계의 강한 흡습성을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P2O5 유리계에 란타노이드 산화물의 도입과

In2O3를 첨가하여 유리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4) P2O5 유리계의 흡습성 개선을 위

하여 소량의 란타노이드 산화물이나 In2O3 물질들을 사

용하고 있지만 이 물질들은 고가의 재료들이기 때문에

Bi2O3 유리계와 마찬가지로 유리 제조 시 경제적인 부

담으로 인해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5) 또

한 공기분위기에서 용융하여 유리를 제조할 때 P2O5 유

리계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유리 제조 공정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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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B2O3를 P2O5 유리

계에 첨가하면 붕산염 유리의 구조의 4배위 형성에 의

한 결합력이 향상되어 P2O5 유리계의 화학적으로 불안

정한 강한 흡습성과 물리적으로 약한 내구성이 개선된

다. 이는 B2O3는 순수한 상태 일 때 [BO3]구조로 유리

형성 하지만 알칼리 산화물 첨가량이 증가하면 [BO4]구

조로 배위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 다면체 상호간의 결

합 숫자가 3에서 4로 증가하므로 비가교산소의 수가 감

소하여 화학적 내구성과 내열 충격성을 향상시켜 준다

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K2O-Li2O-B2O3계 유리에 BaO

를 약 10 mol% 첨가하면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유리 표

면의 흡습성이 사라짐을 보고하였다.6-7) 

한편, 박막화에 유리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산화물계

유리전해질은 전기 전도도의 값이 10−7~10−8 S/cm로 낮

기 때문에 부품소재로 이용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따

라서 연구자들은 전기전도도의 향상을 위하여 산소이온

을 황화물 이온으로 치환한 황화물계 유리를 많이 연구

하였다. 황이온의 분극성이 산소이온 보다 크기 때문에

전기전도도의 값이 10−3~10−4 S/cm로 매우 높은 반면에

박막화를 위해 증착하는 동안 리튬이 반응하여 절연성

막이 형성되어 증착 장비를 오염시키는 단점이 있다.6-11)

그러나 산화물계 유리는 SiO2, B2O3, P2O5등의 망목 형

성제에 망목 수식제로 Li2O 사용하면 전기전도도가 증

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는 첨가한 망목

수식제의 양에 따라 이온 전도가 증가하여 전기전도도

가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망목 수식제의 첨가량에

따라 그물구조를 형성하는 산소결합이 감소하여 유리의

특성이 변화하여 유리 전이 온도도 감소하게 된다. 용

융 급냉법에 의해 제조된 유리 전해질은 망목 수식제인

Li2O를 첨가하면 자유 양이온 운반자의 양이 증가 하여

이온 전도가 형상되며 이온 이동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물 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된다. 그러나 Li2O의 첨

가량이 50 mol%를 초과하면 유리 망목 상에 공유결합

하는 산소이온은 움직이지 못하고 Li+ 이온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형성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망목 수식제와 망목 형성제를 분극률이 높은 이온을 망

목수식제와 망목형성제로 사용하면 제조한 유리는 전기

전도도가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유리 형광체의

경우 전도성을 최대한 증가시키면 표면의 대전현상이 억

제되어 발광효율이 향상된다고 보고되었다.12-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PbO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한 B2O3 유리계, 화학적으로 불안정

한 흡습성 감소와 분극률을 고려한 BaO, 전기전도의 향

상을 고려한 Li2O(50 mol%이하), 형광특성을 위해 Sm2O3

물질을 사용하여 Sm이 첨가된 Pb-free 3상 BaO-B2O3-

Li2O 유리를 제조하여 그 기초물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유리의 제조 원리는 상이 그 온도에서 가지는 평형상

태의 구조적인 완화시간 τ보다 빠른 ∆t = ∆T/q(q는 냉각

율)로 시료의 열을 제거하여 시료내의 온도변화에 의해

액상의 원자들이 낮은 자유에너지 상태의 규칙적인 배

열을 가질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국소적인 최소의 위치

를 점하게 되어 구조적으로 무질서한 준 평형상태에 있

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법으로 유리를 제조하였다. 시그마

알드리치사의 순도가 매우 좋은 희토류 원소인 Sm2O3

(99.9%)와 모체가 되는 B2O3(99.9%), BaCO3(99.9%), Li2O

(99.9%) 원료분말로부터(13-x)BaO-80B2O3-7Li2O·xSm2O3,

BBLSx(x = 0.5, 0.4, 0.3) 즉, 세 가지의 조성인 12.5BaO-

80B2O3-7Li2O·0.5Sm2O3(BBLS1), 12.6BaO-80B2O3-7Li2O·

0.4Sm2O3(BBLS2) 그리고 12.7BaO-80B2O3-7Li2O·0.3

Sm2O3(BBLS3) 분말을 만든 다음 볼밀 작업을 하여 원

료분말이 잘 섞이게 하였다. BBLS1, BBLS2, BBLS3

분말의 용융온도를 알아보기 위해 승온율 5oC/min로 각

각의 온도 1150oC, 1200oC, 1350oC에서 12시간 용융하

였다. 준비한 세 가지의 분말은 모두 1350oC에서 12시

간 두었을 때 완전히 용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리

제조 온도가 고온이므로 도가니와 원료분말과의 화학적

반응을 막기 위하여 백금도가니를 사용하였다. 1350oC에

서 용융된 BBLS1, BBLS2, BBLS3 액상을 공기 중의

구리판에서 급랭하여 유리를 제조하였다. Li 원자는 가

볍고 증기압이 낮아 용융상태에서 휘발이 잘되므로 용

융상태로 두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였다. 급냉 후 만

들어진 유리를 550oC에서 열처리하였다. 

제조한 BBLSx 유리의 비정질 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x-선 회절(Rigaku, D/Max-2400, Japan)실험을 하였다. x-

선은 Cu-Kα(1.5406 Å)선을 사용하였다. x-선 튜브의 가

속전압 및 전류는 30 kV, 20 mA 였으며, 발산 슬릿폭,

수광 슬릿폭은 각각 1 mm, 1 mm이고, Ni filter를 사용

하여 Kβ선을 차단하였다. 주사속도는 4o/min로 2θ는 10o~

80o범위를 0.01o간격으로 step scan하면서 회절강도를 측

정하였다.

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

용하여 제작된 유리 시료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측정한

기구는 HITACHI S-2400 으로 초점심도가 깊어 관찰하

고자 하는 시료의 표면을 입체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또 시료의 전처리가 쉬우며 분해능이 높고 배율을 넓은

범위로 손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먼저 시료를 관찰가능

하게 쪼개진 단면의 평평한 부분을 전 처리하여 표면현

상을 관찰하였다. 배율은 500배로 하여 관찰하였다.

DTA(Differential Thermal Analysis)는 같은 열량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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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두 시료 사이의 온도차를 열전대의 기전력의 차이

로 기록하는 측정 장치인 반면에 DSC(Differential Scan-

ning Calorimetry)는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

시료와 측정시료에 들어가는 전력을 조절하여 두 실의

열량차이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두 방법 모두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DSC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비열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측정시료에 따른 열적인 사

건이 있게 되면 그와 관련된 시료내의 새로운 자유도가

주어지므로 정도에 따라 이전의 DSC 곡선과는 상당히

벗어나게 되고 따라서 다른 보충실험을 통하여 시료의

열적 변화를 알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열

적 특성을 DSC(MAC Science, DSC 3100S, Japan)를

통해 조사하였다. 시료를 잘게 부수면 채움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열접촉 및 열전달이 잘 되므로 실험측정값을 얻

기에는 좋은 조건이 되나 시료를 분쇄하면서 주어진 기

계적인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체적 대 표면의 비가 높아지면 또 다른 결정화 기구가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료는 외부영향을 최소로 하

기 위해 유리 덩어리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직경 3 mm,

높이 2 mm의 백금 용기에 약 20~40 mg의 덩어리 유리

시료를 넣고 실험 했다. 표준시료는 알루미나 가루를 사

용하였으며 아르곤 분윅에서 실험을 하였다. 또한 BBLSx

유리의 열적변화에 대한 실험 온도구간은 상온에서 800oC

까지 승온율 5oC/min로 측정하였다. 

BBLSx 유리의 전기적 성질(유전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유리의 표면을 연마하여 시료 양면에 금으로 전극을

코팅하였다. 이 때 전극의 면적은 20 mm2, 두께 0.5 mm

로 하였다. 유전율 실험은 임피던스 분석기(SI 1260)을 이

용하여, 100 kHz의 주파수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BBLSx 복소 유전율 측정 온도 구간은 30oC에서 700oC

까지 2oC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온도 승온율은 2oC/

min으로 실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BBLSx 유리 내부의 물리적 성질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 상온에서 550oC까지 승온율 9.2oC/min 로 온도를 올

린 다음 550oC에서 20 분을 기다린 후 온도 하강율

5oC/min로 상온까지 냉각하여 열처리하였다. 열처리 된

BBLS1, BBLS2, BBLS3 유리를 육안으로 유리 형성 여

부와 색 특성을 관찰하였다. 

Table 1은 BBLSx 유리의 각 조성에 따른 유리 형성

여부 및 색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BBLS1 유리는 부분

실투 되었으며, 불투명하고 밝은 흰색을 띈 유리가 형

성되어 양질의 유리를 얻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조성

의 샘플의 경우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

거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나 BBLS2

와 BBLS3 유리는 색 특성에 있어서 무색의 투명한 양

질의 유리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희토류 원소인 Sm의 첨가량에 따라 유리의 투명도와 색

특성이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은 700oC에서 열적 경험을 한 BBLSx 유리와 열

적 경험을 하지 않은 BBLSx 유리의 x-선 회절 모양을

Table 1. Color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of the BBLSx glasses.

Composition(mol percent) Glass formation Color characteristics 

BBLS1 12.5BaCO3·80B2O3·7Li2O·0.5Sm2O3 Partial devitrification opaque, Bright white

BBLS2 12.6BaCO3·80B2O3·7Li2O·0.4Sm2O3 formation transparent

BBLS3 12.7BaCO3·80B2O3·7Li2O·0.3Sm2O3 formation transparent

Fig. 1. Comparison of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a) BBLS1,

(b) BBLS2 and (c) BBLS3 glasses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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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열적경험을 하지 않은 BBLS2

와 BBLS3 유리는 뾰족한 x-선 회절 피크가 관찰되지 않

았으며 비정질 고유의 x-선 회절 모양인 2θ가 약 12o에

서 단거리 질서에 의한 완만한 봉우리가 관찰되었다.

BBLS2와 BBLS3 유리의 x-ray 결과는 첫 번째 완만 봉

우리는 기준원자를 중심으로 최근접 원자와의 질서에 의

한 것이며, 두 번째 2θ가 약 27o근방의 두 번째 봉우리

는 그 다음으로 이웃해 있는 원자와의 상관에 의한 것

이다. 이 x-선 측정값을 Fourier 변환하여 실공간에서의

원자분포에 대한 정보, 즉 원자의 반경 분포 함수를 얻

을 수 있다. 각 봉우리에 대응하는 면적으로부터 최근접

원자의 개수 및 결합거리와 결합각을 구할 수 있다. 따

라서 육안 관찰 결과와 x-선 회절 실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조한 BBLS2와 BBLS3 유리가 양질의 무색

투명한 유리로 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BBLSx 유리가 어떤 안정한 결정상을 갖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700oC에서 열처리하였다. 700oC에서 열처리

한 BBLS1, BBLS2 그리고 BBLS3 유리는 고유한 비정

질상의 x-선 회절 모양을 보이지 않고 결정에서 나타나

는 형태의 x-선 회절 모양을 보였다. 이 x-선 회절 모

양은 JCPDS(Reference code:00-047-0341)카드의 정보로

부터 열처리한 BBLSx 유리와 가장 유사한 x-선 회절 모

양을 갖는 세 가지 물질을 발견하였다. 즉 Orthorhombic

구조를 갖는 Ba2Li2B4O11, Ba4Li2B10O20 그리고 LiBaB9O15

결정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들 중에서 본 연구의 BBLSx

의 결정화된 물질과 가장 잘 일치한 x-선 회절 모양을

보인 물질은 LiBaB9O15 결정이었다. 따라서 BBLSx 유

리는 결정화 후 안정된 결정 물질이 LiBaB9O15임을 확

인하였다. 

한편, BBLS1 유리는 완전한 유리가 만들어지지 못하

고 LiBaB9O15 결정의 x-ray 피크인(110), (212), (220),

(312), (322), (404)이 관찰되었다. 육안으로 관찰된 결과

에서 BBLS1은 부분 실투와 밝은 흰색을 띤 현상을 관

찰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BBLS1이 유리화 되지 못하

고 LiBaB9O15 결정화로 인한 결과로 보아진다. BBLSx

유리에 Sm이 첨가될수록 유리화가 잘 되지 않았으며

BBLS1에 첨가한 Sm의 량(x = 0.5)이상은 유리화하기 어

려운 조성비라고 할 수 있다. 700oC의 열적 경험에 의

해 결정화 된 BBLS1, BBLS2, BBLS3 유리의 x-선 회

절 피크가 Sm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하게 나타났으

며 피크의 숫자도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희토류 원

소들이 BBLSx 유리의 결정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Fig. 2는 SEM을 이용하여 700oC 이상의 온도에서 열

적 경험을 한 BBLSx 유리와 열적 경험을 하지 않은

BBLSx 유리의 미세 표면을 관찰한 것이다. BBLS1 유

리의 경우 열적 경험을 하지 않은 유리의 표면은 아주

작고 불규칙적인 알갱이체들이 관찰되었으며 열적 경험을

한 후의 BBLS1 유리 표면의 알갱이체들이 열적경험을 하

지 않은 유리보다 더 커졌으며, 알갱이체들은 규칙적인 배

열을 하였다. BBLS1 유리의 경우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불투명하면서 부분 실투로 관찰되었는데 SEM을 이용한

유리의 표면 관찰 실험에서 표면이 열처리 전에도 매우

거칠고 유리-세라믹화 되어 있는 표면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따라서 BBLS1 유리의 경우 질이 좋지 않은 유리

가 되었음을 SEM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관

찰은 BBLS1 유리의 x-선 회절 실험 결과와 육안 관찰

결과를 비교 했을 때 BBLS1 유리는 양질의 유리가 형

성되지 못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열적 경험을 하지 않은 BBLS2와 BBLS3 유

리에서는 매끄러운 표면이 관찰되었다. 반면 열적 경험

을 한 BBLS2와 BBLS3 유리는 매우 거친 표면이 관찰

되었다. 이 거친 유리 표면은 x-선 회절 실험 결과로부

터 유추한다면 열적 경험을 하는 동안 유리 표면에서부

터 부분적으로 LiBaB9O15 결정이 생성되어 나타난 결과

로 해석된다. 육안 관찰 실험으로부터 양질의 무색 투

명한 BBLS2와 BBLS3유리가 형성된 것을 관찰한 것과

같이 SEM 실험 결과에서 BBLS2와 BBLS3는 미세 표

면이 매끄러운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BBLS1 유리에

비해 BBLS2와 BBLS3 유리는 양질의 유리가 잘 형성

Fig. 2. The morphologies of the (a) BBLS1, (b) BBLS2 and (c)

BBLS3 glasses measured by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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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할 수 있다. 

Fig. 3은 온도에 따른 BBLSx 유리의 열적 특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승온율 5oC/min로 상온에서 부터 800oC

까지 열적 변화를 측정한 DSC 곡선이다. BBLSx 유리

들은 400~500oC 사이에서 유리 전이 온도, Tg라고 할 수

있는 약한 흡열반응이 나타났으며, BBLSx 유리의 Tg가

Sm의 첨가량에 따라 변화하였다. BBLSx 유리는 더 높

은 온도로 승온시키면 발열반응이 단조 증가를 하다가

급격한 변화를 시작하여 발열 봉우리가 형성되었다. 이

때 봉우리 왼쪽의 두 기울기를 연결하여 만나는 부분이

결정화가 시작되는 BBLSx 유리의 결정화 온도, Tc로 결

정하였다. BBLS1 유리의 경우 DSC 곡선에서 결정화와

관련된 발열 봉우리는 하나만이 관측되었으나 전체적인 모

양은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봉우리가 중심에서 고온으로 이

동하여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BBLS2와

BBLS3 유리에서도 만찬가지로 관찰되었다. BBLSx 유

리는 결정화 시작 온도와 반응 최대점의 온도, Tp 사이

에 새로운 열적 사건과 관련한 약한 발열 봉우리가 관

찰되었다. DSC 실험 결과로부터 유리 전이 온도, Tg와

결정화 시작 온도 Tc 그리고 결정화 반응이 최대로 일

어나는 온도 Tp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희토류 원소

Sm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BLSx 3상 무연 유리의 Tg,

Tc 그리고 Tp 온도가 의존하였으며, Tg와 Tc 사이의 온

도 간격도 의존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라 유리의 결정화

진행 과정 중에 Tc는 결정화에 따른 핵생성이 최대가 되

고 핵이 생성된 후 결정 성장이 시작되므로 유리의 형

성은 녹는 온도로 부터 얼마나 빨리 Tc 아래로 냉각하

는가에 달렸으며, Tc-Tg가 클수록 유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Sm의 첨가량에 따라 Tc-Tg의 온도 간격이

의존하므로 BBLSx 유리의 형성은 Sm 첨가량에 따라 의

존한다고 할 수 있다. 

Fig. 4(a)와 (b)는 BBLSx 유리의 복소 유전율의 실수

부와 tan δ를 온도의 함수로 주파수 100 kHz에 대해 나

타낸 것이다. DSC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승온

율은 2oC/min으로 하였다. 유리 전이 온도 아래의 온도

에서 복소 유전율의 실수부는 거의 온도 의존성이 없었

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복소 유전율의 실수부가 과

냉각 액체상태 및 결정화와 관련한 확산 상전이 같은 하

나의 비대칭적인 넓은 봉우리가 나타났다. 이 봉우리는

Fig. 4. Temperature dependence of (a) real dielectric constant and

(b) Tan δ of BBLSx glasses at 100 kHz. The heating rate is 2
o
C/min.

Fig. 3. DSC curves for the (a) BBLS1, (b) BBLS2 and (c) BBLS3

glasses heated in air from room temperature to 700
o
C at a heating

rate of 5oC/min.

Table 2. Glass transition temperatures(Tg), crystallization tempera-

tures(Tc) and the maximum temperatures of crystallization(Tp)

obtained by DSC results of the BBLSx glasses.

Samples Tg Tc Tp

BBLS1 470
o

C 590
o

C 620
o

C

BBLS2 440o

C 585o

C 621o

C

BBLS3 445
o

C 562
o

C 618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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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장거리를 깡총뛰기 하는 이온에 의한 기여와 전

극분극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봉우

리는 Sm의 첨가량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BBLSx 유리의 복소 유전율의 실수부 거동을 DSC 실

험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유리 전이 온도, Tg 이상에서 복

소 유전율의 실수부 봉우리는 결정화가 시작하는 온도보

다 낮은 온도임을 알 수 있었다. Tan δ값은 전기전도도

와 관련한 물리적 값이다. Fig. 4(b)와 같이 BBLSx 유

리의 Tan δ값이 온도에 따라 단조증가를 보이고 있다. 

유리 전이 온도 아래에서 유전율은 모체 유리기반 내

에서의 얼어 있는 장벽을 통과하는 불연속적인 전하운

반자의 깡총뛰기에 의한 것으로서 고체와 같은 거동을

보인다. 이온 개개의 깡총뛰기는 국소변형력의 역학적 완

화에 관계된다. 유리 전이 온도 이상에서는 전하 운반

자의 깡총뛰기와 부분적인 주위 매질의 점성흐름과 함

께 움직여서 보다 높은 유전율 값을 나타내게 된다. 보

다 높은 온도에서는 불안정한 과냉각 액체상이 안정한

결정 상태로 전이되며 구조적인 요동이 커지게 된다. 상

전이 초기에는 과냉각 액체의 구조적 물러짐이 일어나

면서 조그만 결정핵이 생겨나게 된다. 이때 물러짐에 의

한 유전율 증가 및 안정한 결정핵 생성으로 인한 유전

율 감소 기여가 더해지면서 결정핵의 유한 트기 효과도

더불어 나타난다. 이들의 경쟁은 유리 전이 초기에는 물

러짐 효과가, 중기 및 후기에는 결정의 기여가 더욱 커

지게 되어 유리 전이 과정 동안 넓은 봉우리를 형성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등은 결정화 온도 근방에서 유

전율 증가는 상전이 전구체로서의 유전적 물러짐 또는

이온전도도가 커지기 때문에 Tan δ값이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단조증가 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액상법으로(13-x)BaO-80B2O3-7Li2O·

xSm2O3, BBLSx(x = 0.5, 0.4, 0.3) 유리를 제조하였다. 순

도가 매우 좋은 희토류 원소(Sm2O3)와 모체가 되는 B2O3,

BaCO3, Li2O 원료분말을 볼밀 후 1350oC에서 12시간 녹

인 후 녹은 액상을 공기 중의 구리판에서 급랭하여 Sm

이 첨가된 무연 3상 유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유리의

물리적,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 SEM,

열적실험(DSC), 복소 유전율 실험을 하였다. x-선 회절

와 SEM 실험 결과로부터, BBLSx 유리가 잘 제조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희토류 원소인 Sm의 첨가량에 따라서

BBLSx 유리의 질이 의존하였으며, Sm의 첨가 양(x =

0.5)일 때 유리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 BBLSx 유리의 결

정화 온도(Tc), 유리 전이 온도(Tg), 결정화 최대 온도(Tp)

가 Sm의 첨가량에 의존함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Tc 이

상의 온도를 경험한 BBLSx 유리는 LiBaB9O15 결정으로

변화하였다. 복소 유전율 실험을 통하여 Sm의 첨가량과

온도에 따라 복소 유전율의 실수부 값이 의존하였다.

BBLSx 유리의 Tan δ 값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단조증

가를 보였다. 온도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BBLSx 유리

의 Tan δ는 유리 내부의 이온들의 이주에 의한 현상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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