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Vol. 49, No. 3, pp.  253~259,  2012.

−253−

속 보http://dx.doi.org/10.4191/kcers.2012.49.3.253

Phase Transition Behavior and Dielectric Properties of Morphotropic Phase Boundary 

in (1-x)Pb(Yb1/2Nb1/2)O3 -xPbTiO3 (0.40 ≤x ≤0.60) Solid Solutions 

Jung Hyun Kim
†

Department of Applied Materials Engineer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19, Korea

(Received January 5, 2012; Revised March 31, May 17, 2012; Accepted May 21, 2012)

(1-x)Pb(Yb1/2Nb1/2)O3 -xPbTiO3 (0.40 ≤x ≤0.60) 고용계에서의 PbTiO3 치환에 따른 

상전이 영역의 상전이 거동과 유전특성 

김 정 현
†

국립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응용소재공학과

(2012년 1월 5일 접수 ; 2012년 3월 31일, 5월 17일 ; 수정 ; 2012년 5월 21일 채택)

ABSTRACT

In this study, crystal structural changes and dielectric properties of (1-x)Pb(Yb1/2Nb1/2)O3-xPbTiO3 ((1-x)PYN-xPT) solid solutions
were measured and analyzed with respect to the PbTiO3 (PT) contents (0.40 ≤ x ≤ 0.60). From X-ray diffraction (XRD) measurements,
(1-x)PYN-xPT solid solutions showed changes of the crystal structure from pseudocubic (0.40 ≤ x ≤ 0.44) to tetragonal
(0.52 ≤ x ≤ 0.60) on increasing PT contents and exhibited the coexistence of pseudocubic and tetragonal phase near the morphotropic
phase boundary (MPB) composition (0.46 ≤ x ≤ 0.50). The dielectric constant showed a maximum value at x = 0.46 and the maximum
values in (1-x)PYN-xPT decreased with higher PT contents. The phase transition temperatures of (1-x)PYN-xPT solid solutions
increased over the whole composition ranges tested (0.40 ≤ x ≤ 0.60). 

Keywords: Complex perovskite, Solid solution, Phase transition, Morphotropic phase boundary (MPB), Dielectric constant

1. 서  론

ABO3로 표현되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구조를 갖

는 물질들과 이들 상호간의 고용체는 압전(piezoelectric), 초

전(pyroelectric), 전기광학(electrooptic) 및 전왜(electrostriction)

와 같은 여러 소자 분야에 걸친 응용과 결정학적 관점에

서 다른 원자들의 치환에 따라 다양한 물리적 특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1,2)

 이러한 물리적 특성은 온도 혹은

압력과 같은 외부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결정구조, 불순

물 혹은 원자의 배열 상태와 같은 내부구조의 변화에 따

라 다양하게 변하게 된다.
1,2)

 이러한 물리적 거동은 항상

구조적 상전이(structural phase transition)와 관련되기 때문

에 강유전체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

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전이 형상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상전이의 경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complex

perovskite)나 복합 페로브스카이트의 고용체에서 B-site 양

이온들의 규칙적인 배열의 정도가 증가하면서 예리한 상

전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규칙도는

B-site의 이온들간의 이온반경의 차이, 전하량의 차이, A-

site 이온들의 크기, 열처리 조건 등에 의해서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

 Pb를 기반으로 한 유전

체물질의 경우 1950년대 말부터 1960년 초 사이 구 소련

의 Smolenski와 Isopov 등에 의해 Pb(B',B'')O3형태의 화학

적 조성을 보이는 Pb(Mg1/2Nb1/2)O3, Pb(Ni1/3Nb2/3)O3,

Pb(Yb1/2Nb1/2)O3, Pb(Mg1/2W1/2)O3 등의 페로브스카이트 산

화물들이 합성되어 이들의 특이한 상전이 거동 및 유전

특성이 관찰된 이후 복합 페로브스카이트의 상전이 현상

과 물리적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6-8)

 이

중 Pb(Yb1/2Nb1/2)O3 (PYN), Pb(Mg1/2W1/2)O3 (PMW) 및

Pb(Co1/2W1/2)O3 (PCW) 등의 화합물은 그 유전특성상 반

강유전체로 분류되며
9)

, 이들 반강유전 화합물의 경우 고

온의 상유전상에서 저온의 반강유전상으로의 상전이 시

다양한 구조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물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

강유전상의 구조 및 상전이 기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유전체의 물리적 거동은 항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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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상전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유전체 재료의 물

리적 성질의 이해를 위해서는 상전이 현상과 구조에 대

한 연구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압전세라믹스인 Pb(Zr1-xTix)O3 계의 상태도의

경우  조성에서 정방정계(tetragonal)와 삼방정계

(rhombohedral) 상간의 상경계가 존재하며 경계 조성에서

정방정계와 삼방정계상이 공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0)

 이러한 상공존이 일어나는 영역을

상전이 영역(Morphotropic Phase Boundary, MPB)로 명명

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형태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경계

라는 뜻이 되며, 물리적인 특성으로서는 상공존 영역에서

의 두 상 간의 상대적 비는 조성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

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MPB 현상이 나타나는

세라믹스들은 유전상수가 크고 압전성 등의 특성이 우수

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10)

 몇몇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화합

물인 Pb(Mg1/3Nb2/3)O3 (PMN), Pb(Zn1/3Nb2/3)O3 (PZN) 및

Pb(Sc1/2Ta1/2)O3 (PST) 와 전형적인 강유전 상전이를 하는

PbTiO3 (PT)의 고용체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방정계상

과 의사입방정(pseudocubic)상 사이의 MPB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11-13)

 이 중 PYN은 B-Site의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대표적인 반강유전체 물질로

서, PT와의 고용계인 (1-x)Pb(Yb1/2Nb1/2)O3-xPbTiO3 (이하

(1-x)PYN-xPT) 2원계 산화물 시스템은 조성의 변화에 따

라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PT의 조성이 증

가함에 따라 반강유전성 사방정상, 릴렉서, 강유전성 의

사입방정상과 강유전성 정방정계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며 대표적으로 의사입방정과 정방정계 상 간의 경계, 즉

MPB는 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반강유전체-강유전체 고용체인 (1-x)PYN-

xPT 2원계 시스템에서 PT의 치환량을 0.40 ≤ x ≤ 0.60으로

변화시키며 상온 및 고온 X-ray diffraction (XRD) 측정을

바탕으로 MPB 조성에서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온도에 따른 유전상수 측정을 통하여 유전 특성 및

상전이 거동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을 위한 계략도는 Fig. 1에서 정리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상합성의 경

우 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분말인 PbO(고순도 화학

연구소), Yb2O3(고순도 화학연구소), Nb2O5(고순도 화학연

구소)와 TiO2(Anatase, Aldrich Chemical Co.)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고상합성법으로 합성하였다. 측정용 시편이 정

확한 조성을 갖도록 디지털 천칭(A&D Company Limited.)

을 사용하여 ± 0.5 mg의 오차범위 내에서 칭량하여 정확

도를 유지하였다. PbO의 휘발을 고려하여 2 wt%의 PbO

를 추가하였으며 칭량한 분말들을 아세톤 분산매와 지르

코니아 볼을 이용해서 24시간 동안 볼밀(centrifugal ball

mill, Fretsch Inc.)을 실시하였다. 혼합된 분말은 80~120
o
C

의 오븐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전기로에서 900
o
C 온도

에서 3시간 동안 하소하였다. 이후에 체거름(100 µm)을

실시 한 후 금형 몰드와 프레스를 사용하여 직경 12 mm,

두께 4 mm의 시편을 제작한 후에 냉간 등방압 성형(Cold

Pressing Carver, Inc, 150 MPa)처리 후 1050~1100
o
C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하소 및 소결시 승온과 냉각속도

는 3
o
C/min으로 하였다. 하소된 분말과 소결시편의 결정

학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Rigaku사의 12 kW

Rotaflex(D/MAX-RB)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Tube 전압

과 전류는 40 kV와 100 mA로 하였으며, 주사속도(scanning

speed)와 데이터 샘플링은 2θ = 1
o
/min으로 하였다. 

온도에 따른 X-ray diffraction (XRD)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Ni-window로 된 고온 장치를 회절분석기에 부착

하여 사용하였다. 시편의 온도는 샘플 홀더에 부착된 T-

type (Copper-Constantan) 열전대를 사용했으며 ±1
o
C의 정

확도로 측정하였다. 격자상수의 계산은 Rigaku사의

diffraction profile analysis software를 사용하여 Cohen’s

method를 사용하였다.
15)

유전특성의 측정을 위한 시편의 경우 소결된 시편을 다

이아몬드 절삭기를 사용하여 약 1.2~1.5 mm 정도로 자른

후 시편의 두께가 약 0.8~1.0 mm 정도가 되도록 연마한

후 스퍼터링 법으로 Ag 전극을 증착하였다. 유전특성 측

정을 위한 시편의 승온은 2
o
C/min으로 하였으며 K-type

(Cromel-Alumel) 열전대와 T-type (Copper-Constantan) 열

x 0.5≈

x 0.5≈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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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디지털 멀티미터(HP-3478A)로 측정용 컴퓨터와

연동시켰다. Hewlett-Packard사의 Impedance/Gain-phase

Analyzer(model 4194 A)와 Keithley사의 Voltage/current

source(model 228 A)를 이용하여 1
o
C 간격으로 0.1 kHz에

서 100 kHz까지 시편의 유전특성을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한 개략도는 Fig. 2에 정리되어 있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소결이 완료된 (1-x)Pb(Yb1/2Nb1/2)O3-xPbTiO3

고용계 (이하 (1-x)PYN-xPT)의 X-ray diffraction(XRD) 패턴

을 PbTiO3 (PT)에 치환량의 차이를 두어 정리한 것이다. 고

용계의 조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

으며 PT의 치환량에 따라서 다양한 상전이의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첫째, Fig. 3(a)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0.40 ≤ x ≤ 0.44의

범위에서는 의사입방정(pseudocubic)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6-18)

 이것은 Ti의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Ti 이온이 B-site의 규칙적인 배열을 불규칙적으로 배열시

키기 때문이라고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19,20) 
둘째,

0.46 ≤ x ≤ 0.50의 조성에서는 의사입방정계와 정방정계

(tetragonal)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공존

의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Fig. 3(b)의 결과에서 나타

나 있듯이 0.40 ≤ x ≤ 0.60의 조성을 42
o
에서 46

o 
사이를 스

탭 스캔으로 측정하여 0.46 ≤ x ≤ 0.50의 조성범위에서 두

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사입방

정계의 분리된 XRD 피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의사입방정상과 정방정계상의 격자상수가 비슷한 범위에

서 발견되기 때문에 두상의 회절선이 두상이 공존하는 영

역에서 중첩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18)

 본 실험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Fig. 3(a) 및 (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x = 0.46, 0.48의 경우 의사입방정계상과 정방정계

상이 공존하지만 의사입방정계 상이 지배적으로 존재하

기 때문에 Fig. 3(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하나의 피크

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

3(a) 및 (b)의 0.52 ≤ x ≤ 0.60의 조성에서는 Ti 이온의 치

환량이 증가할수록 의사입방정계의 (200) 피크가 정방정

계의 (200) 피크와 (002) 피크로 분리 되었으며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분리되는 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Block diagram for the measurement apparatus of the

dielectric properties.

Fig. 3. (a) X-ray diffraction (XRD) patterns in (1-x)Pb(Yb1/2Nb1/2)O3-xPbTiO3 at room temperature (0.40 ≤ x ≤ 0.60) and (b) short

range (42
o
≤ 2θ ≤ 46

o
) XRD patterns in (1-x)PYN-xPT (0.40 ≤ x ≤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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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0.52에서 확연하게 분리되는 것을 확인한 결과 의사입

방정계상과 정방정계상이 공존하는 영역에서 정방정계 구

조로 변화함을 알 수 있으며 Fig. 3(b) 에서 알 수 있듯이

정방정계 구조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MPB 부근에서의 상 안정성 및 상전이 거동을 조사하

기 위해서 고온 XRD 측정을 하였으며 Fig. 4에 정리하였

다. 0.46≤ x ≤ 0.52의 조성을 갖는 산화물 시스템에서의 고

온 XRD 실험의 경우 x = 0.46의 조성에서는 상공존 양상

이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0.48 ≤ x ≤ 0.52에서는 온도

에 따라서 상공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결정구조적인 특징에서 Lim et al.의 보고에서는

x = 0.46의 조성에서는 상전이 온도부근에서 정방정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14)

 본 실험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

견되지 않았다. Fig. 4(b)의 x = 0.48 조성에서는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피크가 넓어지고 상전이 온도에서는 정방정

계상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를 더욱 증

가시킬 경우 입방정계(cubic)상으로의 상전이를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c)에서 정리하였듯이 x = 0.50

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확인했는데, 상온의 경우 정

방정계상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일부의 의사입방정상이 존

재하는데 이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록 정방정계상에서 입

방정계상으로 상전이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4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PT의 치환량이 증가할수

록 상전이 온도는 증가하는데 이것은 PT의 상전이 온도

는 약 490
o
C로 높기 때문이다.

21)
 상안정화의 경우에 있어

서 0.48 ≤ x ≤ 0.52의 조성은 온도증가에 따른 입방정계상

의 안정성이 다른 상 보다 우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1-x)PYN-xPT의 MPB 근처의 조성에서는 상온

에서 공존하는 의사입방정계상과 정방정계상 중에서 온

도가 증가하면 입방정계상이 안정해지는 경향이 분명하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XRD 실험결과에서 확인한 각각의 피크를 이

용해서 각 조성별에 해당하는 격자상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본 결과는 Fig. 3의 XRD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Fig. 3(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확실한 정방계상의 흔적

을 확인 할 수 있는 x = 0.50의 조성에서 정방계상의 격

자상수를 제시하였다. 본 결과에서 PT의 치환량이 증가

할수록 의사입방정의 a축의 길이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정방정계의 a축의 길이 또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

지만 정방정계의 c축의 길이는 증가하며 이는 전형적인

이방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PT의 치환

량이 증가할 경우 정방정계에서의 a축은 감소하지만 c축

이 증가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

기 위해서 향후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한 분석을 시행할 예

정이다. 

Fig. 6은 (1-x)PYN-xPT 시스템의 0.40≤ x ≤ 0.60의 조성

별 유전상수 곡선의 온도의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10 kHz

주파수에서 승온을 실시하면서 측정하여 정리한 결과이

다. Fig. 6(a)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전 조성에서 Ti 이온

의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상전이 온도가 증가하였다. 전체

Fig. 4. Sequential change of XRD pattern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 x=0.46, (b) x=0.48, (c) x=0.50, and (d)

x = 0.52 in (1-x)PYN-xPT solid solutions.

Fig. 5. Variation of cell parameters in (1-x)PYN-xPT solid

solutions (0.40≤ x ≤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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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상수 크기의 경우 x = 0.46에서 최대 유전상수값(25353)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 = 0.46을 넘어선

조성에서는 Fig. 6(b)에서 정리하였듯이 Ti 이온의 치환량

이 증가할수록 상전이 온도는 증가했지만 유전상수의 최

대값은 오히려 줄어들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x)PYN-xPT 고용체의 경우는 크게 반강유전 상전이,

폭이 넓은 상전이(=완화형 상전이) 및 정상 강유전 상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14)

 본 실험의

경우에는 Fig. 7(a) 및 (b)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x = 0.40

과 0.44의 조성에서 유전상수의 값이 최대가 되는 온도가

적용주파수의 감소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측정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전율의 크기는 증가하

고 유전율의 최대가 되는 온도는 저온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Fig. 7(a)의 x=0.40 조성에서는 주파수

가 100, 10, 1 및 0.1 kHz에서 최대 유전상수값이 317,

315, 311 및 309
o
C의 저온방향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1-x)PYN-xPT 고용체에서 x = 0.40 및 0.44의 조성에

서는 완화형 강유전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x = 0.46 이상의 조성에서는 정상 강유전체의 특성을 파악

하였다. 

추가적으로 x = 0.44, 0.46 및 0.48의 경우에서는 상전이

온도가 일어나기 이전에 secondary dull peak를 확인할 수

있다. 즉 secondary dull peak과 같은 2차 상전이를 확인

할 수 있는데 (Fig. 7(b), (c) 및 (d)), secondary dull

peak은 PZN-PT
22)
와 PMN-PT

23)
 등에서도 발견되었듯이,

이것은 도메인 이동의 회전 또는 재배열에 의한 현상이

Fig. 6. (a) Temperature dependence of dielectric constants and

(b) maximum dielectric constant at 10 kHz in (1-x)

PYN-xPT solid solutions (0.40≤ x ≤ 0.60).

Fig. 7. Temperature and frequency dependence of dielectric properties in (a) x = 0.40, (b) x = 0.44, (c) x = 0.46, (d) x = 0.48, (e)

x = 0.50 and (f) x = 0.52 in (1-x)PYN-xPT solid solutions (0.40≤ x ≤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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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고 되었다.
24)

 본 실험의 경우 2차 상전이는 완만

한 상전이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2차 상전이가 모상의

열역학적 포텐셜이 모상 전체에 걸쳐 균질함을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MPB 조성의

경우 Ti의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Fig. 7(a)와 같이 상대적

으로 폭이 넓은 상전이에서 Fig. 7(e)의 형태처럼 날카로

운 상전이를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유전상수의 상전이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XRD 분석

결과와 연결시켜서 분석해 보았다. 의사입방정계로 존재

하는 0.40≤ x ≤ 0.44에서는 (200) 피크의 강도의 변화는 보

이지만 특별히 다른 상으로 상전이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0.46≤ x ≤ 0.50의 조성에서는 의사입방정계의 (200)

피크가 분리되는 정도가 조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x = 0.46

에서는 의사입방정계가 지배적이며 정방정계가 부분 공

존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의사입방정계와 정방정계상이

공존하기 때문에 유전상수의 값이 다른 조성보다 큰 것

으로 생각된다. 의사입방정계의 (200) 피크가 정방정계의

(002), (200) 피크로의 분리가 확실해지는 x = 0.52 이상의

조성에서는 정방정계상의 주된 영향으로 인해서 유전상

수의 값이 감소하며 이것은 PT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반

강유전체의 규칙성을 잃어버리며 B-Site의 이온들의 규칙

적인 배열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25)

 따라

서 정방정계의 형성이 우월해지는 x=0.52 이상의 조성에

서 유전상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결  론

(1-x)Pb(Yb1/2Nb1/2)O3-xPbTiO3 (0.40≤ x ≤ 0.60)의 고용

계에서 XRD 실험을 통해서 Ti의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

라서 의사입방정에서 정방정계로 구조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0.46≤ x ≤ 0.50의 MPB 조성에서는

의사입방정과 정방정계상이 공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x = 0.52 이상의 조성에서는 정방정계의 구

조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Ti

의 치환량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

다. PT의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전이 온도와 유

전상수의 최대값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x = 0.46에서 유

전상수는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이후 PT의 치환량이 증

가할수록 유전상수의 최대값이 감소하였으며 PT의 치환

량이 x = 0.44, 0.46, 0.48의 조성에서는 secondary dull

peak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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