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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lead-free piezoelectrics have been attractive as means of meeting environmental requirements. We

synthesized lead-free piezoelectric (Bi1/2Na1/2)TiO3–Ba(Cu1/3Nb2/3)O3 (BNT-BCN) ceramics, and their dielectric, piezoelectric,

and strain behavior were characterized. As BCN with a tetragonal phase was incorporated into the rhombohedral BNT lattice,

the lattice constant increased. A small amount of BCN increased the density and dielectric constant forming the complete solid

solution with BNT. However, BCN above 10 mol% was precipitated into a separate phase, and which was detected with XRD.

In addition, EDX measurement revealed that Cu in BCN was not distributed homogeneously but was accumulated in a certain

area. A lower density with a large amount of BCN was attributed to the nonsinterable property of BCN with large tetragonaliy.

The dielectric constant vs the temperature change and the strain vs the electric field indicated that the ferroelectric property of

BNT was diminished and paraelectric behavior was enhanced with the BCN addition. BNT-7.5BCN showed a 0.11% unimorph

strain with a 9.0 kV/mm electric field with little hysteresis. 

Key words piezoelectric, (Bi1/2Na1/2)TiO3 − Ba(Cu1/3Nb2/3)O3, lead free, strain.

1. 서  론

전기장을 가했을 때 변위가 발생하며, 외부에서 응력

을 가했을 때 전하량의 크기가 변화하는 압전재료는 액

츄에이터, 센서, 에너지하베스터, 초음파 모터 등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여러 조성의 압전재료 중에서 Pb가 함

유되어 있는 Pb(Zr,Ti)O3 (PZT)계열의 압전재료는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어 많은 전자기기에 활용되고 있

다.1-4) 그런데, PZT계열의 압전재료를 제작할 때, Pb-산

화물은 녹는점이 낮아 높은 소결온도에서 Pb가 휘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Pb는 인체에 치명적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전 세계적

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Pb가 함유된 재료를 사용하는 전자부품의 수입을 금지하

고 있어, 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압전특성이 우수한 재

료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

구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4) 

PZT는 tetragonal 상인 PbTiO3와 rhombohedral 상인

PbZrO3 를 혼합하여 고용체를 만들며, 이때 rhombohedral

상과 tetragonal상이 공존하는 상경계면(morphotropic phase

boundary)에서 매우 우수한 유전, 압전 특성이 나타난다.5)

이러한 PZT특성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상(phase)을 가지

는 재료를 혼합하여 고용체를 제조하는 방향으로 현재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6-11) 

BNT는 perovskite구조로 상온에서 rhombohedral (R3C)

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결합계수가 0.15, 큐리온도가 (Tc)

320oC이며, 잔류분극의 크기가 38 µC/cm2을 가지는 압전

특성이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12,13) 본 연구에서는

rhombohedral 상을 가지고 있는 강유전체BNT에 tetragonal

상을 가지고 있으며 납성분이 들어 있지 않는 Ba(Cu1/3

Nb2/3)O3를 혼합하여 BNT-BCN 고용체에 대한 물성을 관

찰하고자 하였다. BCN은 다른 tetragonal 상을 가지는

물질에 비해 매우 큰 tetragonality (c/a = 1.035 − 1.038)를

가지며 Tc가 520oC 높은 특징이 있다.14,15) 제작한 BNT-

BCN 소결체의 유전, 압전, 변위 특성은 고용체의 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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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2. 실험 방법

비납계압전재료 1-x(Bi1/2Na1/2)TiO3− xBa(Cu1/3Nb2/3)O3

조성에서, x = 0~0.25의 범위에서 일반적인 세라믹 고상

반응법을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고 특성을 평가하였다.

원료분말로 시약급의 Bi2O3, Na2CO3, TiO2, BaCO3, CuO,

Nb2O5 (99.9%, all from Aldrich, Milwaukee, WI)를 칭

량한 뒤 YSZ (3 mol% Yttria Stabilized Zirconia) 볼과

에틸알콜을 사용하여 24시간 볼밀을 통하여 분쇄, 혼합하

였고, 회전 응축기를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건조된 분말

은 850oC, 4시간 동안 공기 중 하소하여 상을 합성하였

다. 분말의 결정상은 X-Ray 회절분석기(XRD,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확인하였다. 하소한 분말

은 일축 가압성형과 200 MPa 압력의 냉간정수압 성형

을 이용하여 직경 약 12 mm, 두께 약 2 mm 의 성형체

로 제작하였으며, 1200oC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각

각의 조성에 대하여 6개 이상의 시료를 Archimedes 법

으로 Xylene (밀도 = 0.861 g/cm2 at 20oC)을 이용하여

소결 밀도를 측정하였다. 소결한 시편의 미세구조는 주

사전자현미경(SEM, JSM-5800, Jeol Co., Japan)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으며, 소결체의 결정상은 XRD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비납계압전재료 합성에 사용된 원소의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EDX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하였다.

시편의 전기적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시편이 두

께를 약 0.5 mm 두께로 연마한 후 은전극(Ag) 페이스트

를 스크린 프린팅하고 800oC에서 약 10분 열처리하여 전

극을 형성시켰다. 전극이 형성된 시편은 130oC로 가열된

실리콘 오일에 넣고 4 kV/mm에 해당되는 직류전압을 가

하여 분극하였다. 분극된 시편의 유전특성은 LCR 측정

기(HP 4192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시편의 온도

에 따른 유전특성 및 상전이 온도 (큐리온도, Tc)의 변화

거동은 자동화된 온도조절기를 가지는 로(furnace)와 LCR

측정기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시편의 압전상수(piezoelectric

coefficient, d33)는 Berlincourt-type d33 측정기(PM300,

Piezotest,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기-기계결합

계수(kp)와 품질계수(Qm)은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임피던

스 측정결과로부터 계산하였다. 전기장의 크기에 따른 변

위특성은 레이저변위센서(Keyence LK-10, Tokyo, Japan,

resolution ~ 10 n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BNT-BCN을 1125oC에서 2시간 소결한 시편의

XRD 결과이다. BCN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피크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것은 BCN을 첨가함

에 따라 BNT의 격자상수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BCN의 양이 10 mol% 정도까지는 BCN이 rhombohedral

상을 가지는 BNT에 고용되어 단일한 상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며, 15 mol% 이상의 BCN는 BNT의 고용범위

를 넘어서서 31o 근처에서 석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BCN의 양을 변화시킨 후 1125oC에서 2시간

소결한 세라믹 시편의 밀도를 나타내었다. 10 mol% 미만

의 범위에서는, BCN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약간

증가하며, BCN의 양이 10 mol% 이상에서는 밀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BCN은 tetragonality가 커

서 세라믹소결체를 얻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

구에서도 15 mol% 이상에서 석출된 BCN이 소결을 방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에서 BCN의 양이 5 mol% 이

Fig. 1. XRD patterns of BNT-BCN ceramics sintered at 1200oC for

2 hr.

Fig. 2. Apparent density of BNN-BCN ceramics sintered at 1200oC

for 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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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소량일 때는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rain의 크기를 살펴보면, 순수한 BNT는 10 µm

크기의 Grain을 보이고 있으나, BCN이 첨가됨에 grain의

크기가 3 µm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

Fig. 3. SEM images of BNT-BCN ceramics with different BCN contents and sintered at 1200oC for 2 hr. (a) 0, (b) 1, (c) 2.5, (d) 5, (e)

7.5, (f) 10, (g) 15, (h) 20 and (i) 25 mol%.

Fig. 4. SEM and element image of BNT-15BCN ceramics sintered at 1200oC for 2 hr. (a) microstructure, (b) total elements, (c) Bi, (d)

Na (e) Ti, (f) Ba, (g) Cu and (h)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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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CN의 양이 2.5 mol%까지는 비교적 큰 크기의 grain

과 작은 크기의 grain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BCN

의 양이 증가할수록 비교적 균일한 분포의 작은 크기의

grain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서로 결정구조가 다른

BCN과 BNT의 고용체에서 BCN고용의 균일도를 확인하

기 위해 각 원소의 분포를 BNT-15BCN시편에서 관찰하

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Cu

원소를 특별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Cu는 고르게 분포되

어 있지만 일부 Cu는 특정부분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15 mol% 이상 BCN영역에서 고용되지

못한 BCN이 관찰된 XRD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5는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소결시편의 유전상수 및

손실 및 1 kHz에서 각 조성에 따른 유전상수와 손실값

을 나타내었다. BCN의 양이 5 mol%까지 증가함에 따라

1 kHz에서 유전상수는 증가하며 손실은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 mol%이상에서는 유전상수값은 큰 변

화량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손실은 BCN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순수한 BCN의 유전상수가 알

려져 있지 않지만, BCN양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체의 유

전상수 증가하는 결과로부터 BCN의 유전상수가 BNT의

유전상수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5 mol% 이

상의 BCN양에서는, BCN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론적

인 유전상수값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결밀도가 감

소하여 전체적인 유전상수에는 큰 변화량이 없는 것으

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전손실값은 BCN의 양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였다. Fig. 6에는 BCN의 양에 따른 압전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순수한 BNT의

압전상수는 82 pC/N이며, BCN의 양이 2.5 mol%까지 증

가함에 따라 약 100 pC/N로 증가하였으며, 5 mol% 이상

의 BCN 영역에서는 압전상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6(a)의 전기-기계결합계수와 품질계수도

5 mol% 이상의 BCN에서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BCN의 첨가에 따른 압전특성의 변화는 결정구조 및

소결체의 미세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온도에 따른 소결시편의 유전상수값 변화와 상전이

온도 거동을 관찰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BNT

는 320oC 큐리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편은 약 350oC 근처에서 유

전상수 최대값 5800을 가지는 전형적인 강유전체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7.5 mol% BCN 시편은 순수

한 BNT에 비해 유전상수 최대값이 낮아지며 뚜렷한 상

전이 온도를 보이기 보다는 매우 완만한 피크를 보임을

Fig. 5. Dielectric constants and losses of BNT-BCN ceramics (a) for

the different frequency and (b) at 1 kHz.

Fig. 6. (a) Piezoelectric and 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 and (b)

electro-mechanical coefficient and quality factor of BNT-BCN

ceramics according to the BC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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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CN이 다량 고용되면서 강

유전체인 BNT가 상유전체로 전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에는 순수한 BNT와 7.5 mol% BCN고용체의 전

기장에 따른 변위거동을 나타내었다. 순수한 BNT는 일

반적인 강유전체 변위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7.5 mol%

BCN 시편은 (−)방향으로 변위가 적게 나타나는, 즉 강

유전체특성과 상유전체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a)의 단방향 변위에서는 9.0 kV/mm의

전기장에서 약 0.11%의 비교적 큰 변위를 나타내었다.

BNT-BCN의 우수한 변위 특성은 보다 정밀한 조성변화

와 첨가제에 따라 보다 향상되어 실제 액츄에이터 제작

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Rhombohedral상을 가지는 perovskite 구조의 BNT에

tetragonal상의 BCN을 반응시켜 BNT-BCN 고용체를 제

조하고 유전, 압전, 변위특성을 평가하였다. BCN이 BNT

에 고용되어 결정구조가 변화되었으며, 단일상을 만들 수

있는 BCN의 최대 고용양은 ~10 mol%으로 나타났다. 소

결밀도는 10 mol% BCN에서 최대값을 보였으며, BCN의

양이 더욱더 증가함에 따라 석출된 BCN이 소결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NT-BCN 고용체의 유전

상수는 5 mol% BCN에서 1750의 최대값을 보였으며, 유

전손실은 BCN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압전

상수와 전기-기계결합계수, 품질계수는 5 mol% BCN에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BCN이 고용됨에 따

라 나타나는 상유전체 특성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에

서 제작한 7.5 mol% BCN시편은 강유전체와 상유전체의

혼합된 변위특성을 보였으며, 9.0 kV/mm의 전기장에서 약

0.11%의 비교적 큰 변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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