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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thorhombic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s are fabricated using the cost-effective solid-state single crystal growth (SSCG)
method; their dielectric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are also characterized. Measurements show that (00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s have an electromechanical coupling factor (k33) higher than 0.83, 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 of about 400 [pC/N], and
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 (g33) higher than 50 [x10

-3
 Vm/N]. The transition temperature (TOT) of the (00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s between orthorhombic and tetragonal phases is also observed to be about 61
o
C. Because their electromechanical coupling

factor (k33) and 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 (g33) are higher than those of soft PZT ceramics, it is expected that (00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s can be used as “lead-free” piezoelectric materials in many piezoelectric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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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b(Zr,Ti)O3 (PZT) 계열의 다결정 세라믹스(Polycrystalline

ceramics)는 현재까지 다양한 압전 응용 분야에 주로 사

용되어 왔다.
1)

 압전 PZT 세라믹스는 특히, 압전 착화 소

자, 초음파 모터, 압전 스피커, 압전 센서, 압전 액추에이

터, 압전 트랜스포머,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와 군수용

SONAR 등의 다양한 응용 부품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압전 PZT 세라믹스에 포함된 납(Pb)의 유해성

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PZT 세

라믹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연(Lead-free) 압전 재료의 개

발이 일본,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2-4)

 특히, 유럽과 일본 등에서 유해한 납(Pb)을 포함

하는 PZT 세라미스에 대한 사용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ZT 세라믹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연 압전 세라믹

스의 개발은 향후 각종 첨단 전자 기기의 사업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까지 PZT 세라믹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연 압전

세라믹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텅스텐-브론즈 구조, 비스무

스 레이어 구조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등의 다양한 다

결정체 세라믹스들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

된 무연 압전 세라믹스들은 PZT-5H 세라믹스에 비하여

유전 및 압전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양산 제조

공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PZT 세라믹스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무연 압전 세라믹스들의 낮은

유전 및 압전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성능의 결정 배

향형(Textured) 세라믹스나 단결정(Single crystals)을 개발

하여 PZT 세라믹스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이

전의 많은 연계 PMN-PT 단결정의 연구 결과들에서 밝혀

진 것과 같이,
5-7)

 무배향된(Randomly oriented) 입자들로

구성된 일반적인 다결정체 압전 세라믹스에 비하여 무연

결정 배향형 세라믹스나 단결정은 매우 높은 압전 상수

와 전기기계결합계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

근에 개발된 KNN 계열 단결정은 예상한 것과 같이 0.8

이상의 높은 전기기계결합계수(k33)를 보이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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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
8-10)

 그러나 일반적으로 KNN 계열 등과 같은 단

결정 압전 재료는 단결정 제조 공정의 어려움으로 그 가

격이 일반적인 다결정체 PZT 세라믹에 비하여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 높아서, 다결정 압전 재료를 대체하기는 어

려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럭스 법(Flux method) 또는 브릿지만

법(Bridgman method) 등과 같은 일반적인 단결정 성장법

에 비하여 단결정 제조 가격이 낮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고상 단결정 성장법(Solid-state single crystal growth

[SSCG] method)을 이용하여,
7,11)

 고효율 무연 압전 단결정

개발을 시도하였다. 무연 압전 단결정 조성으로는

Ba(Ti0.94Zr0.06)O3 단결정을 선택하였고, BaTiO3 종자 단결

정을 이용하여 고상 단결정 성장법으로 제조하였다. 제조

된 Ba(Ti0.94Zr0.06)O3 단결정의 유전 및 압전 특성을 측정

및 평가하였고,
6,7,12)

 기존의 압전 PZT 다결정 세라믹스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Ba(Ti0.94Zr0.06)O3 단결정의

우수한 유전 및 압전 특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고성능 무

연 압전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연 압전 Ba(Ti0.94Zr0.06)O3 단결정

은 고상 단결정 성장법(solid-state single crystal growth

(SSCG) method)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먼저 BaCO3,

TiO2와 ZrO2를 원료 분말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소결 공

정을 통하여 다결정 Ba(Ti0.94Zr0.06)O3 세라믹스를 제조하

였다. 각 원료 분말들을 Ba(Ti0.94Zr0.06)O3 조성으로 정량

한 다음, 볼 밀링 공정을 이용하여 24 시간 동안 혼합하

였고, 건조 후에 1,000
o
C에서 하소하였다. 하소된 분말들

은 2차 볼 밀링 하였고, 건조 후에 일축 가압 성형하고

소결하였다. 1차 소결 후에 BaTiO3 종자 단결정을 Ba

(Ti0.94Zr0.06)O3 소결체 위에 두고, 고상 단결정 성장을 위

한 2차 열처리를 하였다. 

단결정 성장 열처리 공정 중에 BaTiO3 종자 단결정은

Ba(Ti0.94Zr0.06)O3 다결정체 안으로 연속적으로 성장하였고,

결과적으로 20 × 20 × 5 mm
3
 크기 이상의 Ba(Ti0.94Zr0.06)O3

단결정이 제조되었다. 고상 단결정 성장법에서는 단결정

제조 공정 중에 Ba(Ti0.94Zr0.06)O3 상의 용융(melting)이 일

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된 단결정 내에 조성 구배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화학적으로 균일하였다. 제조된 20 ×

20 × 5 mm
3
 크기 이상의 단결정을 4 × 4 × 0.5 (t) m

3
 크기

의 판상형 단결정과 2 × 2 × 6 (t) m
3
 크기의 사각기둥형

단결정으로 절단하였고, 절단된 단결정 판위에 진공 증착

법을 이용하여 Au 전극을 형성하였다. 제조된 Ba(Ti0.94

Zr0.06)O3 단결정의 유전 및 압전 특성은 IEEE 표준
10,11)
에

따라서 측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고상 단결정 성장법으로 제조된 Ba(Ti0.94Zr0.06)O3 단

결정

Fig. 1은 고상 단결정 성장법으로 제조된 Ba(Ti0.94Zr0.06)

O3 단결정을 보여 준다. 시편 중앙부에 BaTiO3 종자 단

결정이 있고, BaTiO3 종자 단결정은 단결정 성장 열처리

공정 중에 Ba(Ti0.94Zr0.06)O3 다결정체 안으로 연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열처리 공정 후에는 Ba(Ti0.94Zr0.06)O3 다결정

체 안에서 20 × 20 × 5 mm
3
 크기 이상의 Ba(Ti0.94Zr0.06)O3

단결정이 제조되었다. 고상 단결정 성장법에서는 단결정

성장은 Ba(Ti0.94Zr0.06)O3 상의 용융(melting) 온도 이하에

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한 Ba(Ti0.94Zr0.06)O3 단결정 주

위의 다결정체 Ba(Ti0.94Zr0.06)O3 세라믹스의 형상이 유지

가 되었다. 그리고 단결정 성장 열처리 공정 후에도 제조

된 Ba(Ti0.94Zr0.06)O3 단결정과 다결정체에서는 조성 구배

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화학적으로 균일하였다.

Fig. 2는 고상 단결정 성장법으로 제조된 Ba(Ti0.94Zr0.06)O3

Fig. 1. A (00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 grown by the

solid-state single crystal growth (SSCG) method.

Fig. 2. (00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 bars and plates

with sputtered Au electrode for dielectric and

piezoelectric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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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Fig. 1)을 절단하여 제조된 유전 및 압전 물성 측

정용 시편의 사진이다. Ba(Ti0.94Zr0.06)O3 단결정의 유전 및

압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Fig. 2와 같이 판상형(두께

모드 측정용 시편[4 × 4 × 0.5 (t) m
3
])과 사각기둥형(33 모

드 측정용 시편[2 × 2 × 6 (t) m
3
])단결정 시편들을 각각 제

조하였다. 그리고 (001) 단결정과 (011) 단결정을 각각 제

작하여, 결정 방향에 따른 단결정의 물성 변화도 관찰하

였다. 

3.2. 사방정계 Ba(Ti0.94Zr0.06)O3 단결정의 분극 특성

Fig. 3은 판상형 (001) Ba(Ti0.94Zr0.06)O3 단결정(Fig. 2)

을 이용하여, 전기장 변화에 따른 분극 특성(Polarization)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3에서 포화 분극 값(Saturated

polarization, PS)은 28.5 (kV/cm
2
) 정도 이었고, 잔류 분극

값(Remanent polarization, Pr)은 13.5 (kV/cm
2
) 정도로 관

찰되었다. 그리고 항전계(Coercive electric field, EC)는 1.5

kV/cm 정도로 측정되었다. (001) Ba(Ti0.94Zr0.06)O3 단결정

은 항전계가 일반적인 PZT 세라믹스에 비하여 상당히 낮

은 값을 보였다.

3.3. 사방정계 (001)과 (011) Ba(Ti0.94Zr0.06)O3 단결정의

유전 및 압전 특성

Table 1에서 사방정계 (a) (001)과 (b) (011) Ba(Ti0.94Zr0.06)

O3 단결정들의 유전 및 압전 특성 값들을 정리하였다.

Table 1(a)에서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은

전기기계결합계수(k33)가 0.83 이상, 압전 상수(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는 약 400 [pC/N], 그리고 압전 상수

(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 g33)는 약 50 [× 10
−3

Vm/

N]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사방정계 (001) Ba(Ti0.94

Zr0.06)O3 단결정의 높은 전기기계결합계수(k33)와 압전 상

수(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 g33)는 일반적인 PZT 다

결정체 세라믹보다 더 높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사방정

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은 다양한 압전 응용 분

야에서 연계 압전 PZT 세라믹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였다. 

Table 1(b)에서 사방정계 (011) Ba(Ti0.94Zr0.06)O3 단결정

은 전기기계결합계수(k33)가 0.59 정도, 압전 상수(Pie-

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는 약 115 [pC/N], 그리고

압전 상수(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 g33)는 약 28

[×10
−3

 Vm/N] 정도로 측정되었다. Table 1(a)의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이 우수한 유전 및 압전 특

성을 보인 것에 비하여, 사방정계(011) Ba(Ti0.94Zr0.06)O3

단결정이 낮은 전기기계결합계수(k33)와 압전 상수들을 보

이는 이유는 사방정계 상(Orthorhombic phase)의 자발 분

극 방향이 (011) 방향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전에 연

계 PMN-PT 압전 단결정에서 실시된 도메인 공학(Domain

engineering)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단결정의 결정

방향이 자발 분극 방향과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다른 결

정 방향에 비하여 크게 낮은 유전 및 압전 특성을 보인

것과 일치한다.
5)

따라서 사방정계 Ba(Ti0.94Zr0.06)O3 단결정의 경우 다른

결정 방향에 비하여 높은 유전 및 압전 특성을 보이는

(001) 방향의 단결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의 온도에 따

른 유전 및 압전 특성 변화

Fig. 4는 온도 변화에 따른 사방정계 (001) Ba(Ti0.94

Zr0.06)O3 단결정의 유전 상수 변화를 보여준다. 상온에서

부터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을 가열하는

경우, 유전 상수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1
o
C에서 유전

상수가 최대가 되고 다시 유전 상수가 감소하였다. 그리

고 온도 109
o
C 부근에서 다시 유전 상수가 최대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방정계

(Orthorhombic) 상과 정방정계(Tetragonal) 상간의 상전이

온도(TOT)가 61
o
C로 관찰되었고, 정방정계(Tetragonal) 상

과 입방정계(Cubic) 상간의 상전이 온도(TC)는 109
o
C로 관

찰되었다. 

Fig. 5는 온도 변화에 따른 사방정계 (001) Ba(Ti0.94

Zr0.06)O3 단결정의 전기기계결합계수(k33)의 변화를 보여

준다. 상온에서부터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

정을 가열하는 경우, 전기기계결합계수(k33)는 연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1
o
C에서 최대가 되었다. 그리고 61

o
C를 기

준으로 61
o
C를 넘어서는 경우 전기기계결합계수(k33)가 급

Fig. 3. Polarization of an orthorhombic (001) Ba(Ti0.94 Zr0.06)O3

single crystal plate [4 × 4 × 0.5(t) mm
3
] with electr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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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lectric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of Orthorhombic (a) (001) and (b) (01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 Bars

[2 × 2 × 6(t) mm
3
] at Room Temperature

(a) (00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 bars.

d33 Mode

[001] BT-6BZ Single Crystal Bars

  - Poled along the [001] axis

11 12 13 14 Average STDEV.

Thickness mm 6.00 6.00 6.00 6.00 6.00 0.00

Width mm 2.00 2.00 2.00 2.00 2.0 0.00

Length mm 2.00 2.00 2.00 2.00 2.0 0.00

Density g/cm
3

5.60 5.60 5.60 5.60 5.60 0.00

Capacitance nF 0.0050 0.0050 0.0051 0.0050 0.0050 0.0000

tan δ / 0.006 0.003 0.001 0.002 0.003 0.002

fr kHz 217.43 217.43 217.43 217.43 217.43 0.00

fa kHz 370.62 366.84 366.84 363.10 366.85 3.07

Zr kOhm 1.45 3.74 3.66 1.12 2.49 1.40

K3

T
/ 840 852 858 852 851 7

k33 / 0.836 0.832 0.832 0.828 0.83 0.00

d33 pC/N 395 396 397 394 396 2

g33 x10
-3

 V m/N 53 52 52 52 53 0

s33

D
x10

-12
 m

2
/N 9.0 9.2 9.2 9.4 9.2 0.2

s33

E
x10

-12
 m

2
/N 30.0 30.0 30.0 30.0 30.0 0.0

Y33 GPa 33.3 33.3 33.3 33.4 33.3 0.0

N33 Hz · m 1,305 1,305 1,305 1,305 1,305 0

(b) (01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 bars.

d33 Mode

[011] BT-6BZ Single Crystal Bars

- Poled along the [011] axis

11 12 13 14 Average STDEV.

Thickness mm 6.00 6.00 6.00 6.00 6.00 0.00

Width mm 2.00 2.00 2.00 2.00 2.0 0.00

Length mm 2.00 2.00 2.00 2.00 2.0 0.00

Density g/cm
3

5.60 5.60 5.60 5.60 5.60 0.00

Capacitance nF 0.0026 0.0034 0.0026 0.0025 0.0028 0.0004

tan δ / 0.021 0.030 0.024 0.023 0.025 0.004

fr kHz 386.14 370.62 382.20 382.20 380.29 6.71

fa kHz 459.70 450.36 455.01 455.01 455.02 3.81

Zr kOhm 3.32 1.47 6.33 4.42 3.89 2.03

K3

T
/ 438 569 440 419 467 69

k33 / 0.582 0.608 0.582 0.582 0.59 0.01

d33 pC/N 108 134 109 107 115 13

g33 x10
-3

 V m/N 28 27 28 29 28 1

s33

D
x10

-12
 m

2
/N 5.9 6.1 6.0 6.0 6.0 0.1

s33

E
x10

-12
 m

2
/N 8.9 9.7 9.1 9.1 9.2 0.4

Y33 GPa 112.7 103.2 110.4 110.4 109.2 4.1

N33 Hz · m 2,317 2,224 2,293 2,293 2,282 40



 이종엽 · 오현택 · 이호용 627

제51권 제6호(2014)

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온도 109
o
C 부근에서 다시 전

기기계결합계수(k33)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전기

기계결합계수(k33)가 61
o
C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사

방정계에서 정방정계로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자발 분극

방향이 <011>에서 <001>으로 불연속적으로 바뀌어서 일

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온도 109
o
C 부근에서 정방

정 상에서 강유전체가 아닌 입방정상으로 상전이 함에 따

라서, 전기기계결합계수(k33)가 0.1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

하였다. Fig. 5의 온도 변화에 따른 사방정계 (001) Ba

(Ti0.94Zr0.06)O3 단결정의 전기기계결합계수(k33)의 변화는

Fig. 4의 온도 변화에 따른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

O3 단결정의 유전 상수 변화의 거동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

Fig. 6은 온도 변화에 따른 사방정계 (001) Ba(Ti0.94

Zr0.06)O3 단결정의 압전 상수(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의 변화를 보여준다. 상온에서부터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을 가열하는 경우, 압전 상수

(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는 연속적으로 증가하다

가 61
o
C에서 최대가 되었다. 그리고 61

o
C를 기준으로 61

o
C

를 넘어서는 경우 압전 상수(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

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온도 109
o
C 부근에서 다시

압전 상수(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압전 상수(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가 61
o
C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사방정계에서 정

방정계로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자발 분극 방향이 <011>

에서 <001>으로 불연속적으로 바뀌어서 일어난다고 알려

져 있다. 그리고 온도 109
o
C 부근에서 정방정 상에서 강

유전체가 아닌 입방정상으로 상전이 함에 따라서, 전기기

계결합계수(k33)가 50 [pC/N]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Fig. 6의 온도 변화에 따른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

O3 단결정의 압전 상수(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

의 변화는 Fig. 4와 5의 온도 변화에 따른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의 특성 변화의 거동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

4. 결  론

고상 단결정 성장법으로 제조된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은 전기기계결합계수(k33)가 0.83

이상, 압전 상수(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33)는 약

400 [pC/N], 그리고 압전 상수(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

g33)는 약 50 [×10
−3

 Vm/N] 정도의 우수한 압전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사방정계 Ba(Ti0.94Zr0.06)O3 단결정의 사방

Fig. 4. Dielectric constant of a (00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 plate [4 × 4 × 0.5(t) mm
3
] with temperature.

Fig. 5. Electromechanical coupling factor (k33) of a (001)

Ba(Ti0.94Zr0.06)O3 single crystal bar [2 × 2 × 6 (t) mm
3
]

with temperature.

Fig. 6. Piezoelectric constant (d33 [pC/N]) of a (001) Ba

(Ti0.94Zr0.06)O3 single crystal plate [4 × 4 × 0.5 (t) mm
3
]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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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Orthorhombic) 상과 정방정계(Tetragonal) 상간의 상

전이 온도(TOT)가 61
o
C로 관찰되었다.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은 일반적인 PZT 다결정체 세라

믹보다 더 높은 전기기계결합계수(k33)와 압전 상수

(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 g33) 값을 보여서, 다양한

압전 응용 분야에서 연계 압전 PZT 세라믹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납(Pb)를 사용하기 어려운 응용 분야에 사방정계 (001)

Ba(Ti0.94Zr0.06)O3 단결정은 우수한 무연 압전 재료로서 응

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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