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s://doi.org/10.3740/MRSK.2017.27.3.144
Korean J. Mater. Res.
Vol. 27, No. 3 (2017)

144

Bi 과잉에 따른 BiFeO3-BaTiO3 세라믹스의 압전 및 유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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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n excess of Bi on the piezoelectric and dielectric properties of 0.60Bi1+xFeO3-0.40BaTiO3 (x = 0,

0.01, 0.03, 0.05, 0.07) were investigated. The ceramics were processed through a conventional solid state reaction method and

then quenched after sintering at different temperatures in the range of 980~1070 oC. A single perovskite structure without any

secondary phase was confirmed for all compositions and temperatures. It was found that excess Bi reduced the sintering

temperatures, acted as a sintering aid and enhanced the properties in combination with quenching. Curie temperature (TC) was

found to slightly increase due to the presence of excess Bi; electrical properties were also improved by quenching. At x = 0.03

and 1030 oC, remnant polarization (2Pr) was as high as 45.4 µC/cm2 and strain at 40 kV/cm was up to 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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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납을 기본 재료로 하는 Pb(Zr,Ti)O3(PZT)계열의 세라

믹스 재료들은 우수한 압전 특성으로 각종 센서 및 엑

추에이터 등의 응용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납

은 인체에 유해하고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유

해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2006년 7월부터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Restriction of Hazardous Sub-

stances, RoHS)을 시행하여 Pb, Cd과 같은 중금속을 원

료로 하는 전자 소자의 사용제한과 그에 따른 규제가 강

화되고 있고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점차 규제가 강화되

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PZT를 대체할 친환경적인 비납(Pb-free)계 재료의 개발

이 필요하다.1-3)

여러 비납계 관련 후보 중에서 최근 BiFeO3 (BFO)를

기반으로한 세라믹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순수 BFO의

경우 높은 큐리온도(Curie temperature, TC) ~830 oC와

큰 잔류분극(remnant polarization, Pr) ~100 μC/cm2을 갖

는다.4-7) 하지만 제조공정중에 쉽게 2차상을 형성하여 순

수한 물질을 제작하기 어려우며, 소결 과정에서 ABO3 형

태의 perovskite 구조에서 A자리 Bi이온의 휘발이나 B

자리 Fe3+이온이 Fe2+이온으로의 천이로 인한 전하보상

으로 산소 공공이 증가함에 따라 누설전류가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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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4-7)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A자리를

La2O3, Sm2O3, Nd2O3와 같은 란탄족으로 치환하거나8-12)

BaTiO3, CaTiO3, SrTiO3 perovskite로 치환하여 압전 및 유

전 특성이 향상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3-16) BaTiO3

(BTO)는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강유전체 재료로 높

은 400 pC/N 이상의 압전상수(piezoelectric constant, d33)

를 갖는 반면에 낮은 TC~120 oC로 인해 응용분야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17)

따라서 BFO와 BTO의 고용체 형성을 통해 각각의 높

은 TC 및 압전특성의 장점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단점

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BFO 기반에 BTO를 40 mol% 치환한 0.60Bi1+xFeO3-

0.40BaTiO3 (x = 0~0.07) 세라믹스를 제작하여 유전 및

압전 특성을 관찰하였다. Bi의 과잉은 소결 중 휘발되

는 Bi이온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성이

향상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Bi2O3는 소결 조제로

도 이용되기 때문에 소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18-

20)를 유발하므로 Bi의 과잉량에 따라 소결 온도를 달리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출발원료로 Bi2O3 (Aldrich 99.9 %), Fe2O3 (Aldrich

99 %), BaCO3 (Aldrich 99 %), TiO2 (Aldrich 99.9 %)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고상반응법(solid state reaction)을

이용하여 0.60Bi1+xFeO3-0.40BaTiO3 (x = 0, 0.01, 0.03,

0.05, 0.07)시료를 제작하였다. 각각의 분말을 측량하여

Y2O3-안정화 지르코니아(Yttria-Stabilized Zirconia, YSZ)

볼(ball)들과 무수에탄올을 사용하여 24 시간 볼밀링(ball-

milling) 하였다. 혼합한 분말을 120 oC의 건조오븐에서

건조시키고 분쇄한 후 800 oC에서 2 시간 동안 하소

(calcination)하였다. 분말의 균질성을 높이기 위해 재차 볼

밀링을 실시하고 800 oC에서 2 시간 동안 2 차 하소를

실시하였다. 하소된 분말을 성형하기 위해 5 wt%의 PVA

(poly Vinyl Alcohol)를 결합제로 첨가하여 150 μm 크기

의 체(sieve)로 체가름을 하였다. 성형은 1축 가압 성형

기를 통해 지름이 10 mm인 디스크 형태의 시편으로 성

형하였으며 이를 980~1070 oC의 범위에서 3 시간 동안

소결을 진행하고 급냉 처리를 하였다. 이 후 시편을 0.6

mm의 두께로 연마(polishing)한 후 표면에 전극을 도포

하여 주요 특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편의 구조 및 결

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X-선 회절 장치(X-ray diffracto-

meter, MiniflexII, Rigaku)를 사용하였으며 소결된 시편

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M-6510)을 이용하여 관

찰하였다. 또한 임피던스(impedance)분석기(HP4194A)를

이용하여 유전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전기장에 따른 변위

(strain)는 변위 측정 장비(LVDT, Millimar 1240, Mahr)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Bi의 과잉에 따른 0.60Bi1+xFeO3-0.40BaTiO3

(x = 0~0.07) 세라믹스의 XRD 패턴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로 하기 위해

99.999 % (5N)의 Si 분말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회절

피크의 위치를 보정하였다. 전 조성에 걸쳐 이차상이 없

는 단일상의 perovskite 구조가 나타났으며 Fig. 1(b)에서

(100)과 (200)피크를 확대하여 보았을 때 단일 피크가 아

닌 두개의 피크가 합쳐진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

방정(tetragonal) 구조를 갖는다고 판단을 하였다. 40 mol%

의 BT를 치환한 BF-BT조성의 경우 tetragonal 구조를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13) 결과적으로 Bi양이 증가하여

도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는 SEM 이미지로 0.60Bi1+xFeO3-0.40BaTiO3 (x

= 0~0.07) 세라믹스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전 조성에

걸쳐 소결이 잘 되고 치밀화가 잘 이루어진 미세구조가

관찰 되었으며, Bi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입자

(grain)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x = 0.03

의 조성에서 평균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이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 후에는 큰 변

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i2O3 첨가의 경우

830 oC에서 액상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소결 온도를 낮

추며 입자 크기 또한 증가하며 치밀화가 향상된다고 보

고된 바 있다.19)

Fig. 3(a)는 0.60Bi1+xFeO3-0.40BaTiO3 (x = 0~0.07) 세

라믹스의 10 kHz에서 측정한 온도에 따른 유전상수(di-

Fig. 1. (a)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0.60Bi1+xFeO3-0.40BaTiO3

ceramics with x = 0~0.07 exhibiting a single perovskite phase at all

compositions. Ceramics were quenched after sintering at various

temperatures. Peaks of Si standard were also marked. (b) Specific

peaks of (100) and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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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constant, ε) 및 유전손실(dielectric loss, tanδ)과

(b) TC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3(a)의 유전상수 곡선

을 보면 Bi과잉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유전상수 값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TC의 경우 Fig. 3(b)와 같이 과잉하지 않은 조성

을 제외하고 334 oC 에서 358 oC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의 보고에 따르면 Bi과잉량이 증가할수록 TC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18-19)

과잉하지 않은 조성의 경우 Fig. 3(a)에 나타나듯이 유

전손실이 과잉된 조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소결 중 휘발되는 Bi에 의하여 Bi

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x = 0.03의 조성의 경우 상온에서

가장 낮은 유전손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0.60Bi1+xFeO3-0.40BaTiO3 (x = 0~0.07) 세라

믹스를 상온에서 40 kV/cm 10 Hz로 측정한 분극(polari-

zation)이력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조성

에서 포화(saturation)가 잘 이루어진 이력곡선이 나타났

고 Pr 값의 변화를 보면 Bi과잉량이 증가함에 따라 Pr

값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x = 0.03의 경우 2Pr = 45.4 μC/cm2로 가장

높은 값을 볼 수 있다. 

Fig. 2. SEM images of 0.60Bi1+xFeO3-0.40BaTiO3 ceramics with x = 0~0.07 showing well-developed grains with no apparent impurity

phases. Grains appeared to become larger with Bi excess but did not grow even further as x increased. (a) 0, (b) 0.01, (c) 0.03, (d) 0.05,

(e) 0.07.

Fig. 3. Temperature dependences of dielectric constant and dielectric loss, (a), and changes in TC, (b), of 0.60Bi1+xFeO3-0.40BaTiO3

ceramics with x = 0~0.07 at 10 kHz. The maximum dielectric constant gradually decreased while TC increased with increasing Bi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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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0.60Bi1+xFeO3-0.40BaTiO3 (x = 0~0.07) 세라믹

스의 40 kV/cm 에서 측정한 양극성 변형(bipolar strain)

과 단극성 변형(unipolar strain)을 나타내었고 모든 조성

에서 50 mHz 주파수에서 측정하였다. Fig. 5(a)의 양극

성 변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포화가 잘 이루어진 나비모

양의 곡선이 나타났고 Bi양이 증가함에 따라 항전계

(coercive field, Ec)값이 x = 0.05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다

시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 5(b)에서 단극성 변형을 보면 양극성 변형과 마찬

가지로 Bi양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 값이 증가하였으며

x = 0.03의 조성에서 가장 큰 변형(Smax = 0.176 % at 40

kV/cm)이 나타났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Table 1은 각각의 조성에 대하여 소결온도에 따른 역

압전상수(d33
* = Smax/Emax)값을 나타내었다. x = 0.03의 조

성에서 가장 높은 d33
* = 440 pm/V 값이 나타나고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전

Fig. 4. P-E hysteresis loops of 0.60Bi1+xFeO3-0.40BaTiO3 ceramics

with x = 0~0.07 at 10 Hz, and changes of 2Pr. Pr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with Bi content showing the highest 2Pr = 45.4 µC/cm
2

at x = 0.03.

Table 1. Sintering temperature dependence of converse piezoelectric constant. (pm/V).

Bi excess

contents

Sintering temperature (
o
C)

980 990 1000 1010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

0 280 340 338

0.01 417 422 360

0.03 410 440 360

0.05 400 420 377 345

0.07 100 75 354

Fig. 5. Bipolar strain, (a), and unipolar strain, (b), of 0.60Bi1+xFeO3-0.40BaTiO3 ceramics with x = 0~0.07 at 40 kV/cm and 50 mHz. Typical

butterfly-shape loops appeared in bipolar strain at all compositions and the highest strain value appeared in unipolar strain at x = 0.03.

Fig. 6. Effects of Bi excess on sintering temperature and d33

* values

of 0.60Bi1+xFeO3-0.40BaTiO3 ceramics with x = 0~0.07. The

sintering temperature optimized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Bi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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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된 급냉공정을 하지 않은 조성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값이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5,18,21) 또한 Fig.

6을 통해 각각의 조성에 대하여 Bi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결온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Bi과잉을 통해 압전특성이 향

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결조제(sintering aid)로도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19)

4. 결  론

Bi를 과잉 첨가한 Bi1+xFeO3-BaTiO3 (x = 0, 0.01, 0.03,

0.05, 0.07)의 세라믹스를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하였고 급

냉 공정을 실시한 후 미세구조 및 강유전, 압전 특성을

조사하였다. XRD 분석결과 이차상 없는 단일상의 pe-

rovskite 형태로 나타났으며 실험한 범위 내에서 Bi가 과

잉으로 포함되어도 정방정 결정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세구조 이미지를 통해서 Bi

과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 또한 증가하였으

며 x = 0.03 조성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상

당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P-E 이

력곡선 측정결과 Bi과잉에 따라 Pr 값이 증가하였으며

x = 0.03의 조성에서 2Pr = 45.4 μC/cm2로 가장 높은 값

이 나타났고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기장에

따른 변위 측정결과 x = 0과 x = 0.07을 제외한 Bi과잉한

조성에서 대부분 400 pm/V 이상의 역압전상수 값을 얻

었으며, x = 0.03의 조성에서 440 pm/V로 가장 높은 d33
*

값이 나타났다. Bi양이 증가함에 압전특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결조제로도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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