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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d titanate (PbTiO3) powder was prepared from lead nitrate (Pb(NO3)2) and titania (TiO2) by hydrothermal route. Phase formation
process was investigated by observing the phases formed in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like different KOH concentration, reaction
temperature and time. PbTiO3 powder was fabricated when the KOH concentration was 0.8 M or higher. An intermediate compound,
PbTi0.8O2.6, was formed at first by a reaction between PbO and TiO2 and changed into PbTiO3 powder with a perovskite crystal
structure. A PbTiO3 phase was formed in a shorter time when a KOH concentration was increased from 0.8 M to 8 M because a
driving force for a PbTiO3 formation was increased due to an increase in a degree of supersaturation. And TiO2 (rutile) and 3PbO·H2O
were observed at room temperature in a 0.8 M KOH solution and TiO2(rutile) and PbO (litharge) in a 8 M KOH. A PbTiO3 phase
was also formed in a shorter time at a higher reaction temperature as a reaction temperature influenced the rates for a dissolution and
a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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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결정구조를 갖는 티탄산 납

(lead titanate, PbTiO3)은 작은 유전율, 높은 큐리(Curie) 온

도, 전기기계결합계수의 이방성, 큰 자발분극 및 초전계

수 등의 뛰어난 특성들 때문에 고온 및 고주파 압전 소

자, 커패시터, 마이크로 엑츄에이터, 초음파 변환기(ultrasonic

transducer), 적외선 센서 등 여러가지 전자 소자로 응용되

고 있다.1) 티탄산 납 분말은 고상반응, 졸-겔(sol-gel)법, 공

침법(co-precipitation), 수열합성법(hydrothermal synthesis)

등에 의하여 합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분말 제조 방법 중

에서 대부분은 고상 반응 또는 결정화(crystallization)를 위

하여 고온에서 하소(calcin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열합성법은 비교적 낮은 온도인 200oC 근처에서 결정

상으로 된 분말을 직접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합성되는 결정입자의 모양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2) 특히, 티탄산 납을 200oC 근처의 낮은 온도

에서 하소 단계 없이 결정질 분말로 합성하게 되면, 하소

단계에서의 납의 휘발을 막을 수 있고, 볼밀과정에서 야

기되는 불순물의 혼입이 없어 높은 순도의 화학양론 조

성을 가진 분말을 얻을 수 있다. 

수열 합성법은 광화제(mineralizer) 농도, 수열 반응 온

도 및 시간, 반응 용매의 종류 및 pH 등의 공정 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합성되는 분말의 결정상과 크기 및 모양

을 제어할 수 있으며, 티탄산 납의 경우에 대한 이러한

실험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1,3-12) Kaneko 등은 PbO와

TiO2를 원료로 사용하여 Pb/Ti 비와 수열 합성 반응 온도

를 100oC~500oC의 범위에서 변화시켜 합성되는 상을 분

석하였으며, 200oC의 낮은 온도에서 PbTiO3 페로브스카

이트 상이 합성됨을 확인하였다.3) Rossetti 등은 납과 티

타늄 수산염 나노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수열합성법으

로 PbTiO3를 합성하고, 원료 분말의 용해 및 재결정에 대

한 온도 및 시간 의존성 등을 조사하여 페로브스카이트

PbTiO3 입자의 결정화 기구와 활성화 에너지 등을 보고

하였다.4) Li 등은 금속 알콕사이드 원료의 수화반응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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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얻은 미세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pH, Pb/Ti 비,

반응 온도와 시간을 변화시켜 생성되는 결정상을 조사하

여 세가지 다른 결정구조를 가진 분말의 합성 조건을 확

인하고, 상의 변화 과정을 보고하였다.5) Riman 등은 티탄

산 납의 수열합성 반응에 대한 자유에너지를 열역학적으

로 계산하여, 티탄산 납이 합성되는 양이온 농도, 용액의

pH, 반응 온도, [Pb]/[Ti] 비 등의 공정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6,7) Cheng 등은 PbO와 TiO2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

고, Pb/Ti 비, 수열합성 반응 온도, 용매의 pH 등을 변화

시켜 합성되는 상을 조사한 결과 특정 조건에서는 PbTiO3

페로브스카이트 상이 아닌 PbTixO1+2x (x=0.8±0.02) 상이

합성됨을 확인하였다.8) Peterson 등은 수열합성법으로

PbTiO3를 합성하고, KOH 농도, 원료 용액의 양이온 비

([Pb]/[Ti]), 반응 온도 등에 따른 PbTiO3 분말의 크기와 모

양 변화를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다.9) Chien 등은 NaOH,

KOH, TMAH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등 다양

한 염기를 광화제로 사용하여 PbTiO3 분말 및 박막을 제

조하고, 사용한 염기에 따른 입자의 크기와 모양의 변화

를 보고하였다.10) Cho 등은 TMAH를 사용하여 PbTiO3 분

말을 수열합성법으로 제조할 때, 공정 조건에 따른 상 형

성 범위를 열역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실험적

으로 검증하였다. 이로부터 수열합성 용액의 pH와 Pb/Ti

비가 화학양론적 PbTiO3를 합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

임을 확인하였으며, 수열합성 반응동안 PbTiO3 상이 형성

되는 과정과 입자 성장 기구를 제시하였다.11) Rujiwatra

등은 질산 납(lead nitrate, Pb(NO3)2)과 이산화 티타늄

(titanium oxide, TiO2)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티탄산 납

분말을 수열 합성법으로 제조하고, 여러가지 광화제

(mineralizer)와 반응 온도 등에 따라 페로브스카이트, 파

이로클로(pyrochlore), 체심구조의 정방정(body centered

cubic) 등 여러 가지 결정구조와 상이 합성된다고 보고하

였다.1,12) 
위와 같이 수열합성법으로 PbTiO3 분말을 합성

할 때, 여러 공정 변수들에 따라 합성되는 분말의 결정상

및 크기와 모양 등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

다. 그러나, 이론적인 계산 및 실제 보고된 실험 결과들

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연구자들

이 사용한 원료와 공정 조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산 납과 이산화 티타늄 분말을 원료

로 사용하여 수열합성법으로 PbTiO3 분말을 제조하고,

KOH의 농도, 수열 합성 반응 온도 및 시간에 따라 합성

되는 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공정 조건에서의 PbTiO3 상의 합성 기구를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질산 납(lead nitrate, Pb(NO3)2, Junsei Chemical, 99%)

과 이산화 티타늄 분말 (titanium (IV) oxide powder, TiO2,

<5micron, Aldrich, 99.9+%purity)를 사용하여 수열합성 법

에 의해 티탄산 납 분말을 제조하였다. 또한, 수산화 칼

륨 수용액(KOH, Wako)을 반응 용매로 채택하였다. 먼저,

원료 분말들을 KOH 수용액에 용해시킨 후 균일화를 위

하여 30분 동안 교반시킨 후 100 ml 테프론(teflon) 재질

의 압력용기(autoclave)에 옮겨 담았다. 이때의 채움 인자

(filling factor), 즉 용기 내의 원료 용액의 부피 비는 40%

로 고정하였다. 이 압력 용기를 미리 가열된 건조기에 넣

고 주어진 시간과 온도에 따라 합성을 진행하였다. 수열

합성 반응이 끝난 후에는 건조기 안에서 상온까지 자연

냉각 시켰다. 반응 후 합성된 고상 침전물을 수거하였으

며, 분말의 표면에 잔류하는 수산기의 제거를 위해 최소

3번 이상 에탄올로 세척과 여과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여과된 분말을 70oC로 유지된 건조기에

서 밤새 건조시켰다. 질산 납과 이산화 티타늄 원료 분말

의 농도비는 1.2 :1로 고정시켰다. 반응 용액의 pH를 변화

시키기 위하여 KOH 농도를 0.08, 0.8, 4, 8 M로 변화시켰

다. 수열 반응 온도가 PbTiO3 분말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8 M의 KOH 용액에서 각각 100,

150, 200, 250oC의 온도에서 10시간 동안 수열 합성 반응

을 하였다. 그리고 수열 합성하는 동안 PbTiO3 상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1, 3, 5, 10, 그리고 72시간 동안

반응시킨 분말의 상 변화를 조사하였다. 합성된 분말의

결정상 확인을 위하여 분말 X-선 회절(XRD: Powder X-

ray diffraction) 분석을 하였다. 분말 X-선 회절분석 측정

조건은 40 kV, 20 mA, 주사 속도는 0.02 deg/sec이며, 측정

범위는 20~60o 측정하였으며, CuKα(λ=1.5406 Å)를 사용

한 D/MAX-RC X-선 분석기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KOH 농도를 0.08~8M로 변화시켰을 때의 수

열 합성된 분말들의 X-선 회절 패턴이다. Fig. 1(a)는

0.08 M의 KOH 수용액에서 합성된 분말에 대한 X-선 회

절패턴이며, 출발물질인 이산화 티타늄에 대한 회절 피크

만이 관찰되는데, 이로부터 납(Pb)은 아직 이온 상태로 용

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0.8 M, 4 M과 8 M에서 각각 합

성된 분말의 X-선 회절패턴은 Fig. 1의 (b), (c), (d)와 같

다. 0.8 M 이상에서는 미 반응물이나 새로운 결정상이 나

타나지 않는 페로브스카이트 단일 상만이 얻어졌다. 이로

부터, 200oC에서 10시간 동안 수열 합성할 때, 순수한

PbTiO3 페로브스카이트 상이 합성되는 KOH 농도는 0.8 M

이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티탄산 납 결정질 분말이 합성되는 8 M의 KOH 수용액

을 이용하여 반응 온도에 따른 상 형성 과정을 조사하였

다. 반응 온도를 100~250oC로 변화시켰으며, 반응 시간은

10시간으로 고정하였다. 이렇게 얻은 분말들의 X-선 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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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8 M의 KOH 용액에 원료 분

말을 넣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교반한 후 얻은 분말에 대

한 X-선 회절 모양은 Fig. 2(a)와 같다. 출발물질인 이산

화 티타늄(rutile, JCPDS;65-0190)과 산화 납(litharge, JCPDS;

05-0561) 상들이 관찰되며, 이를 100oC에서 10시간 합성

하였을 때는 Fig. 2(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화 납

(litharge)에 대한 회절 피크들의 강도가 크게 감소했으며,

중간 합성물인 PbTi0.8O2.6 (JCPDS;49-0863) 상의 회절 피

크들이 새롭게 나타났다. Fig. 2(c)는 125oC에서 10시간

반응 후 얻어진 분말의 X-선 회절 모양으로 티탄산 납

(JCPDS;06-0452)에 대한 회절 피크가 처음 나타나기기 시

작했으며, 이산화 티타늄(rutile), 산화 납(litharge), 그리고

PbTi0.8O2.6 상에 대한 회절 피크도 여전히 존재한다. 150oC

이상에서는 출발 원료들과 중간상이 모두 사라지고 페로

브스카이트구조의 티탄산 납 단일 상만이 존재한다. 수열

합성과정에서 반응 온도는 반응속도 (kinetics)에 영향을

주며, 특정 온도 이상에서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상이 합

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반응 온도가 150oC

이상일 때에 티탄산 납 페로브스카이트 상의 합성이 완

료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티탄산 납이 합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0.8 M과 8 M의 KOH 수용액에서 반응

온도를 150oC와 200oC로 고정하고, 수열 합성 반응 시간

을 1시간에서 72시간까지 변화시키면서 상의 변화를 확

인하였다. 

먼저, 8 M KOH 수용액에서 반응 온도를 150oC로 고정

하고, 1~72시간 동안 수열 합성 반응시킨 후의 침전물에

대한 X-선 회절 패턴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는

원료 물질을 KOH 수용액에 넣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혼

합한 후에 침전된 분말의 X-선 회절 패턴이며, 이산화 티

타늄(rutile)과 산화 납(litharge)상만이 관찰되었다. 반응 1시

간 후에는 Fig. 3(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발 물질과

동일한 상들이 관찰되었으며, 전체적인 회절 피크의 강도

가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Fig. 3(c)는 3시간 합성 후 얻

은 분말의 X-선 회절 패턴으로 이산화 티타늄은 여전히

존재하며 산화납은 약간 남아있다. 또한, 중간 생성물인

PbTi0.8O2.6의 회절 피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반응 시간

을 5시간까지 증가시켜 합성한 분말의 X-선 회절 패턴은

Fig. 3(d)과 같으며, 여전히 중간상인 PbTi0.8O2.6이 출발 물

Fig. 1. XRD patterns of the powder hydrothermally synthesized

at 200
o
C for 10 h in different KOH concentration: (a)

0.08 M, (b) 0.8 M (pH=13.7), (c) 4 M, and (d) 8 M

(pH=15.3) (*: TiO2, massicot)

Fig. 2. XRD patterns of the powder (a) precipitated at room

temperature in 8 M KOH and hydrothermally synthesized

at (b) 100
o
C, (c) 125

o
C, (d) 150

o
C, (e) 200

o
C, and (f)

250
o
C for 10 h in 8 M KOH concentration. (*: TiO2, ▼ ;

PbO, litharge, ● ; PbTi0.8O2.6, ^; PbTiO3)

Fig. 3. XRD patterns of the powder (a) precipitated at room

temperature in 8 M KOH and hydrothermally synthesized

at 150
o
C for (b) 1 h, (c) 3 h, (d) 5 h, (e)10 h, and (f) 72 h

in 8 M KOH concentration. (*: TiO2, ▼ ; PbO, litharge,

● ; PbTi0.8O2.6, ^; Pb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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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함께 관찰된다. 10시간 합성 후에는 Fig. 3(e)에서볼

수 있는 것처럼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티탄산 납 페로브

스카이트 상만이 관찰되었다. 72시간 동안 합성된 분말의

X-선 회절 패턴은 Fig. 3(f)과 같으며, 10시간 반응시킨 분

말과 마찬가지로 페로브스카이트 단일 상만이 관찰되었

고, 각 회절 피크의 반가 폭(FWHM)이 10시간 반응 시킨

분말보다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티탄산 납 입자의

크기 증가 또는 결정성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8 M KOH 용액에서 수열 합성 반응 온도를 200oC로 증

가시킨 후 반응 시간을 1, 3, 5, 10, 72시간 변화시키면서

수열 합성하여 얻은 분말의 상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4(a)는 Fig. 3(a)와 동일한 물질 즉, 원료 물질을 KOH 수

용액에 넣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혼합하였을 때 침전된

분말의 X-선 회절 패턴이다. 1시간 반응 후 얻어진 분말

의 X-선 회절 패턴인 Fig. 4(b)는 출발 원료의 회절 피크

강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반응 온도가 150oC일 때

는 3시간 이후에 합성되기 시작했던 PbTi0.8O2.6 중간 상

의 회절 피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시간 동안 반응

시켜 얻은 분말의 X-선 회절 패턴은 Fig. 4(c)와 같으며, 출

발 원료의 회절 피크들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티탄산

납 페로브스카이트 상의 회절 피크들이 관찰되었다. Fig.

4(d)의 X-선 회절 패턴으로부터 5시간동안 반응시켜 얻은

분말도 대부분 티탄산 납 페로브스카이트 상으로 결정화

되었으며, 극소량의 출발 물질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

다. 10시간 동안 합성하였을 때에는 Fig. 4(e)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티탄산 납 페로브스카이트 상만이 얻어졌다.

150oC에서 3시간 이후에 관찰되던 중간상이 200oC로 반

응온도를 증가시켰을 때는 1시간 이후부터 관찰되었으며,

또한 150oC에서 10시간 이후에나 관찰되던 티탄산 납 페

로브스카이트 상이 200oC에서는 3시간 이후에서부터 관

찰되었다. 이는 8 M KOH액에서 반응 온도가 150oC에서

200oC로 증가됨에 따라 출발 물질의 용해 속도가 증가되

고, 또한 중간 상과 티탄산 납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KOH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의 상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KOH의 농도를 0.8 M로 낮추고 반응온도에 따른

상 형성과정을 조사하였다. Fig. 5는 반응 온도를 150oC으

로 고정하고, 반응 시간을 1, 3, 5, 10, 72시간으로 변화시

키면서 합성한 분말에 대한 X-선 회절 패턴이다. Fig. 5(a)

는 0.8 M KOH 용액에서 출발 원료를 30분 동안 상온에

서 단순 교반하였을 때 침전된 분말에 대한 X-선 회절 패

턴이다. KOH 용액의 농도가 8 M이었을 때는 상온에서

침전된 분말이 이산화 티타늄(rutile)과 산화 납(litharge)이

었던 반면, KOH 용액의 농도가 0.8 M 일 때는 상온에서

이산화 티타늄(rutile)과 3PbO·H2O 상(lead oxide hydrate,

JCPDS; 22-1134)이 침전되었다. Fig. 5(b)는 한 시간동안

수열 합성 반응시킨 분말에 대한 X-선 회절 패턴으로 출

발 물질을 상온에서 교반시킨 분말과 동일한 상이 관찰

되었으며, 이는 반응 시간이 1시간 일 때는 출발 물질의

용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티탄산 납의 합성 반응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시간동안 합성시킨

분말에 대한 X-선 회절 패턴인 Fig. 5(c)에는 이산화 티타

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3PbO·H2O 상이 사라지고

마시콧 산화 납(massicot, JCPDS;65-0129)의 회절 피크가

Fig. 4. XRD patterns of the powder (a) precipitated at room

temperature in 8 M KOH and hydrothermally synthesized

at 200
o
C for (b) 1 h, (c) 3 h, (d) 5 h, (e)10 h, and (f) 72 h

in 8 M KOH concentration. (*: TiO2 , ▼ ; PbO, litharge,

● ; PbTi0.8O2.6, ^; PbTiO3)

Fig. 5. XRD patterns of the powder (a) precipitated at room

temperature in 0.8 M KOH and synthesized hydrothermally

at 150
o
C for (b) 1 h, (c) 3 h, (d) 5 h, (e)10 h, and (f) 72 h in

0.8 M KOH concentration. (*:TiO2(rutile), :3PbO·H2O, ▽

:PbO(massicot), ▼:PbO(litharge), ●:PbTi0.8O2.6, ̂ :Pb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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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Fig. 5(e)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 시간을 10시

간까지 증가시켜 합성한 분말에서는 마시콧(massicot) 산

화 납 상이 사라지고 대신 리사지(litharge) 산화 납 상과

중간 생성물인 PbTi0.8O2.6 상이 생성되었으며, 출발 물질

인 TiO2(rutile) 상은 여전히 함께 관찰된다. 합성시간을 72

시간까지 충분히 증가시켜 반응시킨 후 얻은 분말의 X-

선 회절 패턴을 Fig. 5(f)에 나타내었다. 티탄산 납이 합

성되었으나 회절 피크의 강도가 크지 않고, 이산화 티타

늄, 산화 납(litharge)과 PbTi0.8O2.6 상에 대한 회절 피크들

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KOH 농도가 0.8 M

로 낮고, 반응 온도도 150oC로 낮은 조건에서는 티탄산

납 상의 합성이 늦어 순수한 상을 얻는 조건으로는 적합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KOH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용액 내의 페로브스카이트 상에 대한 과포화도(degree of

supersaturation)가 감소하여 안정한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상을 합성하기 위한 구동력(driving force)이 감소하여 합

성 시간이 길어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KOH 농도가 0.8 M

로 낮은 경우에는 산화 납의 형태가 3PbO·H2O에서 마시

콧 산화납 상을 거쳐 리사지 산화납 상으로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상으로 점차 바뀌는

경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KOH 농도를 0.8 M로 유지하고, 수열 합성 온도를 200oC

로 증가시킨 후, 반응 시간에 따른 상의 변화를 관찰하였

으며, 이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a)는 앞에서 설명

한 것과 동일하게 단순 교반된 분말의 회절 패턴이며, 반

응 온도가 150oC일 때와 동일하게 이산화 티타늄과

3PbO·H2O 상이 침전되었다. Fig. 6(b)는 0.8 M KOH 수용

액에서 200oC의 온도로 1시간동안 수열 합성한 분말의

X-선 회절 모양으로 이산화티타늄 상과 마시콧 산화납 상

이 관찰되며, 소량의 리사지 산화납 상이 함께 존재하였

다. 3시간 반응한 분말의 X-선 회절 모양은 Fig. 6(c)와 같

으며, 이산화 티타늄 회절 피크의 강도가 감소하였고, 마

시콧 산화납이 사라지고 리사지(Litharge) 산화 납만이 관

찰되었다. Fig. 6(d)는 5시간 합성한 분말의 X-선 회절 모

양으로, TiO2, 리사지 산화납, PbTi0.8O2.6 그리고 티탄산

납이 관찰되며, 이는 0.8 M의 KOH 용액에서 150oC의 온

도로 72시간 반응한 분말에서 관찰된 상들과 동일한 것

이다. Fig. 6(e)는 10시간 동안 반응한 분말의 X-선 회절

모양으로 대부분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를 가진 티탄

산 납 상이었으며, 미량의 이산화 티타늄(rutile)과 산화 납

(litharge)이 함께 관찰되었다. 0.8 M의 KOH 용액에서

200oC의 반응 온도로 72시간 반응시킨 분말의 X-선 회절

모양은 Fig. 6(f)와 같으며, 순수한 티탄산 납 상만이 합

성되었다. 0.8 M의 KOH 용액에서 150oC의 반응 온도로

합성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상 형성 과정은 동일하지만

반응속도가 훨씬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8 M의

KOH 용액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며, 반응 온도의

증가가 출발 원료의 용해 및 중간상과 티탄산 납(lead

titanate)의 생성 시간을 크게 감축시켰기 때문이다.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각 합성 조건에서 침전된 상의

변화를 Fig. 7에 정리하였다. KOH 수용액의 농도가 0.8 M

이었을 이용할 경우 150oC에서 수열합성 반응하였을 때

는 반응 시간이 10시간이 될 때까지 페로브스카이트 결

정구조의 티탄산 납 상이 합성되지 않았으며, 200oC에서

합성하였을 때는 5시간 이후에서부터 페로브스카이트 티

탄산 납 상이 합성되었다. KOH의 농도를 8 M로 증가시

켰을 경우에는, 반응온도가 150oC일 때는 5시간부터 페로

브스카이트 상이 합성되며, 반응온도가 200oC일 때는 3시

간 이후부터 페로브스카이트 상이 합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KOH의 농도에 따라 출발 물질이 상온 상압 조건

에서 침전되는 상, 즉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상이 서로 차

이를 보였다. 0.8 M의 KOH 수용액에서는 3PbO·H2O 상

이 합성 초기 발생하였으며, 반응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PbO (Massicot) 상이 합성된 후 최종적으로 PbO (Litharge)

상으로 변화되었다. 이산화 티타늄의 경우, 반응 시작부

터 루틸(Rutile) 상이 관찰되었으나 반응 중간에 아나타제

(Anatase) 상이 안정한 구간이 나타났다. 반면, 8 M의 KOH

수용액에서는 PbO (Litharge) 상이 반응 초기부터 안정하

였으며, 이산화 티타늄 또한 루틸(Rutile) 상이 안정하였

다. 그러나 이렇게 KOH 농도에 따라 반응 초기의 안정

한 상은 서로 달랐지만, KOH 농도와 관계없이 마지막에

는 페로브스카이트 PbTiO3 상이 합성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질산 납(Pb(NO3)2)과 이산화 티

Fig. 6. XRD patterns of the powder (a) precipitated at room

temperature in 0.8 M KOH and synthesized hydrother-

mally at 200
o
C for (b) 1 h, (c) 3 h, (d) 5 h, (e)10 h, and

(f) 72 h in 0.8 M KOH concentration. (*: TiO2, rutile, :

3PbO·H2O, ▽ : PbO, massicot, ▼ : PbO, litharge, ● :
PbTi0.8O2.6, ^: Pb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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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늄(TiO2)를 원료로 사용하여 8 M KOH 수용액에서 수

열 합성 반응을 시키면, 아래와 같이 2단계 반응을 거쳐

서 PbTiO3 페로브스카이트 상이 합성됨을 알 수 있다.(Figs.

2~4 참조)

PbO (litharge) + 0.8 TiO2 (rutile) → PbTi0.8O2.6 (1)

PbTi0.8O2.6 + 0.2 TiO2 (rutile) → PbTiO3 (2)

PbO(litharge)와 TiO2(rutile)가 반응하여 곧 바로 PbTiO3

상이 합성되지 않고, 식 (1)에 의하여 중간생성물인

PbTi0.8O2.6 상이 먼저 생성되고 이 중간 화합물과 반응 용

액 속에 남아 있던 TiO2가 식 (2)와 같이 반응하여 최종

생성물인 PbTiO3 상이 합성된다. KOH 농도가 0.8 M인 경

우에도 반응 초기 물질은 달랐지만, 어느 정도 반응이 진

행된 후에는 PbO(litharge)와 TiO2(rutile)가 관찰되었으며,

그 후에는 위의 식 (1)과 (2)에 따라 반응이 진행되었다. 

Cheng 등은 티탄산 납의 수열합성 과정에서 반응 용매

의 pH가 14 이상일 때 PbO가 과잉으로 존재하는 티탄산

납 고용체인 PbTixO1+2x (x=0.8±0.02)가 생성되며, 밝은

노란색의 판상 형을 가진 정방정(tetragonal) 구조라고 보

고한 바 있다.8) 본 실험에서 0.8 M과 8 M의 KOH 용액의

pH는 각각 13.7, 15.3이었으며, 반응 용액의 pH가 이 사

이의 값을 가졌을 때 Cheng 등의 보고와 동일하게

PbTi0.8O2.6이 생성되었다. 리사지 PbO, 중간 화합물

PbTi0.8O2.6, 페롭스카이트 PbTiO3는 결정 구조가 모두 정

방정으로 동일하며, 중간 화합물인 PbTi0.8O2.6 (a=3.911

c=4.831)의 격자상수는 리사지 PbO(a=3.973 c=5.022)와

PbTiO3(a=3.899 c=4.153)의 중간 값을 갖는다. 수열합성반

응이 진행됨에 따라 이산화 티타늄(TiO2)이 리사지 PbO

와 반응하여, PbTiO3보다 리사지 PbO와 결정구조가 더욱

유사한 중간화합물 PbTi0.8O2.6이 먼저 생성되고 그 후 중

간 생성물 PbTi0.8O2.6이 TiO2와 반응하여 격자 상수가 더

욱 작은 페로브스카이트 PbTiO3 입자가 생성된다. 

4. 결 론

질산 납(lead nitrate, Pb(NO3)2)과 이산화 티타늄(titanium

oxide, TiO2)를 원료로 사용하여 수열합성법으로 티탄산

납(lead titanate)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KOH 용액의 농도,

반응 온도와 시간에 따른 상 형성 과정을 조사하였다.

KOH 용액의 농도가 0.8 M 이상일 때 PbTiO3 상이 합성

되었으며, PbO (litharge)와 TiO2 (rutile)가 반응하여 중간

Fig. 7. Schematics showing phase evolution in (a) 0.8 M KOH at 150
o
C, (b) 0.8 M KOH at 200

o
C, (c) 8M KOH at 150

o
C, and (d) 8 M

KOH at 2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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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인 PbTi0.8O2.6 상이 먼저 생성된 후 최종 생성물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의 PbTiO3 상이 합성되었다.

KOH 농도를 0.8 M에서 8 M로 증가시켰을 때, 최종적으

로 합성되는 PbTiO3 상의 생성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상

온에서 관찰되는 상이 각각 TiO2와 3PbO·H2O, 그리고

TiO2와 PbO로 서로 달랐다. 또한, 수열합성 반응 온도를

150oC에서 200oC로 증가시켰을 때 PbTiO3 상이 합성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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