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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oled lead zirconate titanate (PZT) rectangular parallelepiped specimen was subjected to through-thickness electric fields at five
loading rates and four temperatures. The rates of the electric field were 0.01, 0.10, 0.25, 0.50, and 1.00 MVm

−1
s
−1

; the temperatures
were 20, 50, 80, and 110

o
C. From the measured polarization hysteresis responses, the so-called reference remnant polarization and

strains were calculated. Using the calculated reference remnant polarization hysteresis loops, the effects of loading rates and
temperature were discussed; using the calculated reference remnant strains, strain butterfly loop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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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전 세라믹 재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감지기, 작동기, 기억소자 등에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동안 과도한 전계 증가

로 인하여 도메인 스위칭이 발생하고 내부 구조가 변하

며 그 결과 압전 시스템의 성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미시적인 내부구조의 변화는 거시적인 비선형 거

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의도한 설계의 성능 저하로 이어

진다. 따라서 비선형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연구

가 중요하다. 최근 스위칭으로 인한 압전 재료의 비선형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2)

압전 세라믹 재료의 비선형 거동에 대한 신뢰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온도와 전계의 크기에 따른 비

선형 거동 특성에 대한 실험적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Lee and Kim
3)
과 Selten et al.

4)
은 상온 및 고온에서 전기

장에 의한 스위칭이 발생할 때 선형재료상수의 변화를 관

측하였으며, Liu and Huber
5)
와 Zhou et al.

6)
은 압축하중

과 전기장이 작용하여 스위칭이 발생할 때 여러 가지 선

형재료상수들의 변화를 구하여 잔류상태변수에 대한 의

존성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Kim and Ji
7)
는 상온과 고

온에서 압축응력을 받아 스위칭이 발생할 때 선형 재료

상수를 구하고 잔류 상태 변수에 대한 의존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과 고온에서 다양한 전계인가율이

압전 세라믹에 작용할 때 전기밀도 이력선도를 측정하였

다. 이전에 개발된 모델식
3,8-10)
을 측정결과에 적용하여 기

준 잔류 분극 밀도 이력선도와 변형률 나비선도를 계산

한 후, 전계인가율과 온도의 비선형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을 논의하고 또, 계산에 사용된 모델식들을 검증하였다.

2. 실험 방법

한 변의 길이가 10 mm인 정사각형 단면에 전극처리가

되어 있고 12 mm인 두께 방향으로 분극 처리가 되어 있

으며 밀도가 7400 kgm
−3
인 PZT 직육면체 시편 (PZT5H1,

Morgan Technical Ceramics, UK)에 사인파 형태의 전기장

E3가 작용한다. 전계는 두께 방향으로 인가되며 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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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방향(또는 길이방향)으로의 전기 밀도 D3가 발생하

게 된다. 전계 E3가 충분히 클 경우 전기 밀도 D3의 크기

는 점점 작아지면서 비선형적인 거동이 발생하고 그 결

과 재료의 특성이 변하게 된다. 전계는 −2.5 MVm
−1
에서

+2.5 MVm
−1
로 인가되며 20

o
C에서뿐만 아니라 50, 80,

110
o
C에서도 이루어진다. 전계의 크기는 목표 전계에 도

달할 때까지 1, 0.5, 0.25, 0.1 그리고 0.01 MVm
−1

s
−1
의 전

계인가율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1 MVm
−1

s
−1
의 경우

+2.5 MVm
−1
까지 도달하는데 2.5초가 걸리므로 한 사이

클은 총 10초가 걸린다. 이것은 주파수로 표현하면 0.1 Hz

하의 교류 전계 하에서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 전계가

+2.5 MVm
−1
까지 증가하는 동안 시편의 두께(또는 길이)

방향으로 전기 밀도 D3를 측정한다. 전기밀도는 Sawyer-

Tower 회로
11)
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며

시편과 직렬 연결된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

기 위해서 Keithley 6514를 사용한다. 변형률 S3, S1는

110
o
C 높은 온도와 2.5 MVm

−1
에 해당되는 30,000 V 높은

전기장의 영향으로 측정이 어려웠으며 시편의 온도조절

은 시편을 절연유 (MICTRANS Class1-No2, MICHANG

OIL IND. CO., Pusan, Korea)가 들어 있는 Fig. 1과 같은

용기(2408 PID controller, EUROTHERM, UK)에 넣고

절연유의 온도를 용기 밑에 있는 코일에 의하여 조절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중앙에 사각 형태의 홀을 가진 테프론

지그는 고전압이 발생하는 시편 하부와 그라운드로 연결

되는 시편 상부 사이의 절연재로 사용된다. 모든 데이터

는 100 Hz로 수집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 기

판 (PCI 6221, National Instruments, TX, USA)을 통과하여

랩뷰 (LABVIEW) 프로그램으로 처리된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시편의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큐

리점은 200
o
C, 커플링 팩터 kp = 0.60, 압전 계수 d31 =

−250 × 10
−12 

CN
−1

, d33 = 620 × 10
−12 

CN
−1

, 탄성 유연 계수

는 s33 = 21.9 × 10
−12

m
2
N
−1

, s11 = 17.7 × 10
−12

m
2
N
−1
이다. 여기

서 하첨자 3은 시편의 분극 방향, 하첨자 1은 분극에 수

직한 방향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온도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기준 온도인 20
o
C에서 −2.5 MVm

−1
 에서

+2.5 MVm
−1
의 사인파 형태의 전기장을 인가하고 전기밀

도 D3를 측정한다. 이후 외부의 전기장이 작용하지 않은

채 온도만 50, 80, 110
o
C로 증가시킨 후 동일한 방법으

로 전기장을 인가하고 전기밀도 D3를 측정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측정된 전기밀도 이력선도

사인파 형태의 동일한 인가율의 전기장이 다양한 온도

에서 작용할 때 시편에 발생하는 전기 밀도 D3의 변화는

Fig. 2에서 볼 수 있고 일정한 온도에서 전계인가율의 변

화가 전기밀도 이력선도에 미치는 영향은 Fig. 3에서 볼

수 있다. Fig. 2를 보면 동일한 전계인가율에서 온도가 높

을수록 항전계의 크기가 작아지며 전기 밀도 D3의 경우

도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온

보다 고온에서 도메인 스위칭이 쉽게 일어나는 것을 의

미하며 Lee and Kim
3)
의 결과와 유사하다. Kim and Ji

7)

에 의하면 전계가 아닌 압축 응력이 작용할 경우도 동일

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Fig. 3에서는 동일한 온

도에서 전계인가율이 빠를수록 전기 밀도 D3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Lee and Kim
3)
에 결과에서는 항전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본 실험에서는 전

기 밀도 D3가 0 근처인 c 지점에서 항전계의 크기가 모

두 동일한 것으로 관찰된다. 두 실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편의 종류, 두께, 내부 구조 변화로 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전계인가율이 0.01, 0.10, 0.25 MVm
−1

s
−1
의

경우 동일한 크기의 최대 전기 밀도 을 갖게 되며 전

계인가율이 0.50 MVm
−1

s
−1

 이상인 경우 최대 전기 밀도

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도메

인 스위칭이 전계인가율에 맞추어 빠르게 발생하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계가 −2.5 MVm
−1
부터

+2.5 MVm
−1
까지 증가할 때 a 부터 d의 의미 있는 네

개의 점들을 Fig. 2와 3에 표시하였다. 전기 밀도 D3는

종 방향(두께 방향)으로 스위칭이 발생 정도에 따라 a 부

터 d 점 까지 구분할 수 있다. a 지점과 같이 전기 밀도

D3가 최저라면 (−) 두께 방향으로의 도메인 배열이 가장

많을 때 이며 반대로 d 지점과 같이 전기 밀도 D3가 최

대라면 (+) 두께 방향으로 도메인 배열이 가장 많을 때

이다. 그리고 b 지점의 경우는 전계 E3의 값이 0인 위치

이며 c 지점의 경우 전기 밀도 D3가 0인 위치이다.

3.2. 기준 잔류 분극 밀도 계산

기준 잔류 분극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Lee and Kim
3)

이 제시한 모델식을 이용한다. 이 모델식을 이용하면 전

D3

max

D3

max

Fig. 1. Schematic experimental setup to measure electric

displacement of a poled PZT rectangular parallelepiped

specimen under electric field at room and high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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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ponses of a PZT rectangular parallelepiped specimen under through-thickness electric field cycling of ±2.5 MVm
−1

s
−1

 at each of

five loading rates 0.01, 0.1, 0.25, 0.5, and 1 MVm
−1

s
−1

. At each loading rate, responses at four temperatures 20, 50, 80, and 110
o
C

are drawn as solid, dashed, dash-dot, and dash-dot-dot lines, respectively.

Fig. 3. Responses of a PZT rectangular parallelepiped specimen under through-thickness electric field cycling of ±2.5 MVm
−1

s
−1

 at

each of four temperatures 20, 50, 80, and 110
o
C. At each temperature, responses at five loading rates 0.01, 0.1, 0.25, 0.5 and

1 MVm
−1

s
−1

 are drawn as solid, dashed, dash-dot, dash-dot-dot and long-dash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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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밀도 D3로부터 잔류 분극 에 대해 계산 할 수 있다.

모델식은 (1)과 같다.

(1)

이 모델식에서 D3는 시편의 두께 방향의 전기 밀도, κ3

는 유전율, E3는 전계, 마지막 은 잔류 분극을 의미한

다. 전기 밀도 D3는 Fig. 2 또는 Fig. 3과 같이 직접 측정

하여 구하고 유전율 κ3의 경우 Fig. 4와 같이 전기 밀도

D3와 전계 E3의 그래프에서 전기 밀도 D3의 변화율을 구

한다. 측정 시 도메인 스위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전계가 최대에서 감소하기 시작할 때 전기밀도 선도

에서 접선을 그렸고 그 접선의 기울기는 유전율 κ3이다.

그 기울기로부터 구한 유전율은 그 순간의 재료 도메인

구조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전율은 전계가 최

대일 뿐만 아니라 최소에서 증가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선을 그린 후 구할 수 있다. 

유전율 κ3는 모든 전계인가율에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o
C를 예를 들면 d 지점에서 측정할 경우 전계

인가율이 1, 0.5, 0.25, 0.1, 0.01 MVm
−1

s
−1
일 때 유전율은

각각 2.163, 2.127, 2.069, 2.115, 2.104 × 10
−8 

CV
−1

m
−1
이

다. 오차 범위 10% 이내 이며 a 지점에서 측정된 결과도

동일하다. 하지만 온도에 따라서는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형으로 증가되며 20, 50, 80, 110
o
C 각각 2.163,

2.263, 2.375, 2.453 × 10
-8 

CV
−1

m
−1
이다. 측정된 전기 밀도

D3, 유전율 κ3, 전계 E3를 이용하여 잔류 분극 을 구할

수 있으며 Fig. 4와 같이 표현된다.

초전 계수 p3는 Ji and Kim
8)
에서 제시된 모델식을 이

용한다. 이 모델식을 이용하면 잔류 분극 로부터 기준

잔류 분극 을 구할 수 있다. 기준 잔류 분극은 전계와

온도의 영향이 제거되어 내부 도메인 구조의 변화를 나

타내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전기장에 의한

분극 스위칭 때에 재료의 거시적 및 미시적 거동을 관련

지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전계수 p3에 대한

모델식은 (2)와 같다.

(2)

이 모델식에서 는 기준 잔류 분극, 은 잔류 분극,

p3는 초전계수, θ는 현재 온도, θ0는 기준 온도를 의미한

다. 초전 계수 p3는 Ji and Kim
8)
의 모델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3)과 같다.

(3)

ap와 bp는 Ji and Kim
8)
에서 온도에 따라 주어진 값들을

사용하였고, (1)에서 계산된 잔류 분극 을 (3)에 대입

하여 초전 계수 p3를 구한 후 다시 (2)에 대입하여 기준

잔류 분극 를 구하였다. 20
o
C와 110

o
C에서 계산한 잔

류 분극, 기준 잔류 분극 선도를 전기 밀도 선도와 함께

Fig. 4에 그렸다.

3.3. 기준 잔류 분극 밀도 이력선도

결정된 기준 잔류 분극 에 대한 그래프를 Fig. 5에

서 볼 수 있다. 먼저 Fig. 5 상단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0.01, 0.5 MVm
−1

s
−1
의 전계인가율에서 기준 잔류 분극

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Fig. 5 하단에서 전계인가율 변

화에 따른 20, 110
o
C의 온도에서 기준 잔류 분극 에

변화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온도 변화에 따른 기준 잔류 분극 을 보

면, 온도와 무관하게 는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0.01, 0.5 MVm
−1

s
−1

 모두 동일하다. 이

P3

R

D3 κ3E3 P3

R
+=

P3

R

P3

R

P3

R

P3

R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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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p̂3 θ θ0–(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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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p̂3 P3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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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R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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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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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R0

P3

R0

P3

R0

P3

R0,max

Fig. 4. Measured responses and calculated remnant state variables of a PZT rectangular parallelepiped specimen during electric field

cycling at 0.01 MVm
−1

s
−1

 of 20
o
C and 0.01 MVm

−1
s
−1

 of 110
o
C. In-plane electric displacement and reference remnant polarization

versus electric field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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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결과는 전기 밀도 D3에서 전계와 온도의 영향을 제외

한 순수 도메인 거동만을 관찰했기 때문이며 Ji and Kim
8)

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고온에서 항전계가 감소하는

것은 상온보다 고온에서 더 낮은 전계로 도메인 스위칭

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Lee and Kim
3)
와 Ji and

Kim
8)
의 결과와 유사하다. 

두 번째로 전계인가율 변화에 따른 기준 잔류 분극

을 보면, 전계인가율이 0.50 MVm
−1

s
−1

 이상인 경우 기

준 잔류 분극 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은 20, 110
o
C 모두에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느

린 90
o
 스위칭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빠른 전계인

가율에서는 전계가 빠르게 변할 때 90
o
 스위칭이 그에 맞

추어 빠르게 변하지 못하며 최초 분극 처리 방향으로 배

열된 도메인들의 양이 전계인가율이 느릴 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아직 스위칭을 일으키지 못한 도

메인들이 스위칭을 일으키려고 해도 전계가 최대 점을 지

나 다시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위칭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전계 인가율이 빠를수록 기준 잔류 분극

의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 하지만 0.25 MVm
−1

s
−1

 이하의

느린 전계인가율에서는 90
o
 도메인 스위칭이 충분히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Lee and Kim
3)

, Kim and

Kim
10)
의 결과와 유사하다.

3.4. 기준 잔류 변형률 및 변형률 나비선도

높은 온도와 전계의 영향으로 실험으로 구하기 어려

웠던 변형률을 모델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먼

저 기준 잔류 분극 로부터 기준 잔류 변형률 ,

을 구하기 위해 Ji and Kim
9)
이 제시한 아래 모델식

을 이용한다. 

+ (4)

이 모델식에서 는 횡방향 기준 잔류 변형률, 는

종방향 기준 잔류 변형률, 는 기준 잔류 분극을 의미

한다. as1, bs1, as3, bs3, cs3와 ds3는 Ji and Kim
9)
에서 주

어진 값을 사용하였다. 또 Ji and Kim
8)
이 제시한 모델식

을 이용하면 (4)식에서 계산된 기준 잔류 변형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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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ference remnant polarization versus electric field curves at four temperatures 20, 50, 80, and 110
o
C, which are represented as

solid, dashed, dash-dot, and dash-dot-dot lines. And five loading rates 0.01, 0.10, 0.25, 0.50, and 1.00 MVm
−1

s
−1

, which are

represented as solid, dashed, dash-dot, dash-dot-dot and long dash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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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의 잔류 변형률 ,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

(5)식에서 는 횡 방향 잔류 변형률, 는 종 방향 잔류

변형률을 의미하며 변형률의 기준형상은 기준온도에서 분

극처리된 상태이다. (5)식에서 계산한 잔류변형률에 전기

장이 인가될 때 압전계수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률 성분

을 포함시키면 실제 관측되는 변형률을 Lee and Kim
3)
이

제시한 다음 모델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6)

(6)식에서 압전계수들은 Ji and Kim
9)
의 연구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이 의 선형 함수로 주어진다. 

(7)

이 모델식에서 는 횡 방향 압전 계수,  는 종 방향 압

전 계수이며 (7)식의 계수 , , , 는 Table

1과 같다. 이렇게 계산 된 변형률 S3, S1은 그 기준형상이

기준온도에서의 분극처리된 상태이며 Lee and Kim
3)
의 실

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 온도에서의 분극처리된 상

태를 변형률의 기준형상으로 하도록 변형률 값들을 바꾸

었다. 이렇게 계산된 변형률 S3, S1는 Fig. 6과 같다.

0.01 MVm
−1

s
−1
의 느린 전계인가율에서 스위칭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온도가 올라갈수록 최대변형률과 최소변형

률의 차이는 작아지며 이러한 현상은 종 및 횡변형률에

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것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결정격

자의 분극의 크기와 변형률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Lee and Kim
3)
과 Ji and Kim

8)
의 결과와 유사하다.

예측된 나비선도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서 향후 본 시편

에 대한 변형률 나비선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주어진 모

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 50, 80, 110
o
C의 네 가지 온도와 1,

0.5, 0.25, 0.1 그리고 0.01 MVm
−1

s
−1
의 전계인가율에서

PZT 시편의 비선형 거동을 관찰하고 측정된 전기밀도 이

력선도로부터 유전율, 기준 잔류 분극, 기준 잔류 변형률

등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동일한 전계인가율에서는 온도

가 올라갈수록 최대전기밀도는 감소하지만 최대잔류분극

및 최대기준잔류분극은 동일하였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항전계가 작아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 전계인가율이 빠를수록 최대잔류 분극이 작아지며 이

는 도메인 스위칭이 전계인가율에 맞추어 빠르게 발생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온도와 고전압으로 인해 측정이 어려

웠던 변형률 나비선도를 주어진 모델식들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계산된 결과는 PZT 웨이퍼에 대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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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Values of Constants in Eq. (7)

Constants
Unit 

of constants

Values of constants

20
o
C 50

o
C 80

o
C 110

o
C

ad33 10
−10

m
3
C
−1

V
−1

6.2299 7.5127 9.4121 11.6358

bd33 10
−10

m
3
V
−1

−0.1991 −0.0749 0.1054 0.0223

ad31 10
−10

m
3
C
−1

V
−1

−2.5785 −3.1863 −3.9878 −5.0319

bd31 10
−10

m
3
V
−1

0.0565 −0.0456 −0.1098 -0.0706

Fig. 6. Evolution of calculated remnant strain versus electric field curves at four temperatures 20, 50, 80, and 110
o
C, which are represented

as solid, dashed, dash-dot, and dash-dot-dot lines, respectively, during electric field cycling at 0.01 MVm
−1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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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나비선도와 정성적으로 일치하였다. 향후 모델식

의 정량적인 검증을 위한 추가 실험과 모델의 개발이 이

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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