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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gle crystals, which have complexed composition, are fabricated by solid state grain growth.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table properties in a single crystal due to trapped pores. Aerosol deposition (AD) is suitable for fabrication of single

crystals with stable properties because this process can make a high density coating layer. Because of their unique features (nano

sized grains, stress inner site), it is hard to fabricate single crystals, and so studies of grain growth behavior of AD film are

essential. In this study, a BaTiO3 coating layer with ~ 9 µm thickness is fabricated using an aerosol deposition method on (100)

and (110) cut SrTiO3 single crystal substrates, which are adopted as seeds for grain growth. Each specimen is heat-treated at

various conditions (900, 1,100, and 1,300 oC for 5 h). BaTiO3 layer shows different growth behavior and X-ray diffraction

depending on cutting direction of SrTiO3 seed. Rectangular pillars at SrTiO3 (100) and laminating thin plates at SrTiO3 (110),

respectively, a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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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aTiO3(BT)는 우수한 강유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압

전 특성 또한 우수해 다양한 소자에 적용된다.1-3) 압전

특성은 재료 자체의 도메인의 크기, 방향 등에 따라서

다양한 물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도메인을 동

일한 방향으로 배향시킴으로써 우수한 물성을 구현해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압전 물성은 재료를 단결

정으로 만듦에 따라 얻을 수 있다. 단결정 제조 방법으

로는 크게 액상성장법과 seed를 기반으로 단결정을 성장

시키는 고상성장법(solid state grain growth, SSCG)으로

나눌 수 있다. SSCG은 비정상 입성장 성장 거동을 보

이는 조성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BT를 이용해 단결

정 성장시키기위한 방법으로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일

반적인 SSCG을 이용해 제조한 단결정은 성장 과정에서

내부에 기포가 고립되어 균일한 물성을 얻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4-6)

Seed를 기반으로 단결정을 제조하는 공정은 작은 결정

립 내부의 원자가 표면 에너지 감소를 위해 seed 표면

으로 확산, 이를 핵으로 삼아 점차 성장하는 메커니즘

을 통해 결정립이 성장하게 된다. 한편, seed 면의 가공

방향에 의해 표면 에너지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단위 면적당 결합이 끊어져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의 수

에 의해 결정된다.7) 불안정한 원자들은 큰 결합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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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기 때문에 해당 방향으로의 결합이 다른 방향으로

의 결합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며, 이와 같은 과정에 의

해 결정립 성장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관련 연구에서

도 seed 기판의 가공면에 따라 기판에 수직한 방향과 측

방향으로의 결정립 성장 속도가 달라지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결정립 성장 거동을 보인다.8)

상온분말분사법(aerosol deposition, AD)은 세라믹 분말

을 기판에 강하게 분사해 상온에서 세라믹 코팅층을 제

조할 수 있는 공정이다. 따라서 해당 공정은 기판에 종

류와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코팅층을 기판의

손상없이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팅 과정에서의 분말 입자-기판 사이의 강한 충

격에 의해 제조된 코팅층은 나노 크기의 결정립이 치밀

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공정의 장점을 이용해 모재 보

호를 위한 기계적, 내 화학 코팅층 제조, 기능성 세라

믹 제조를 통한 소자 등9-12)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기

공이 없는 치밀한 코팅막은 산화, 기계적 마찰로부터 모

재를 지키는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소자

의 절연 파괴 전압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나노 도메인 형

성을 유도함으로써 유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3)

AD 공정으로 제조한 코팅층은 매우 치밀하며, 나노 결

정립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정의 특수성을 이용해 seed위에 단결정을 성장시킬 때

내부 기공이 형성되는 현상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판

단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공이 없는 단결정 제조에 앞서 AD 코팅층의 고온 결

정 성장 거동을 관찰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팅을 위

해 선정한 조성은 대표적인 비정상 입성장 거동을 보이

는 BT이며,14) AD 공정을 이용해 SrTiO3(ST) (100),

(110) seed에 코팅층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제조한 코팅

층은 900, 1,100, 1,300 oC에서 열처리 하였으며, 주사전

자현미경을 이용해 표면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BT의 조성에 맞도록 BaCO3 (> 99 %, Aldrich), TiO2

(> 99 %, Aldrich) 분말을 배치한 후 에탄올 용매와 지

르코니아 볼과 함께 볼밀용 용기에 담아 분당 400의 회

전속도로 24시간 동안 볼밀 공정을 진행하였다. 혼합 분

말에서 에탄올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건조 오븐에서

80 oC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으며, 체가름을 하여 혼

합 분말의 입도를 조절하였다. 에탄올을 완전히 제거한

혼합 분말은 전기로를 이용해 5 oC/min의 승온 속도로

1,200 oC까지 승온한 후 2시간 동안 하소하여 BT 분말

로 합성하였다. 합성한 BT 분말은 입도를 조절하기 위

해 체가름 과정을 진행하였다. 합성한 분말의 평균 입

도는 4 μm였으며, 상온 분말 분사 공정을 이용해 (100),

(110)으로 가공된 ST seed 기판 위에 분사하였다. 분말

은 1.5 × 10−1 torr의 챔버 내에 있는 1 mm × 5 mm 직경

의 노즐을 통해 5 mm 거리에 있는 기판을 향해 분사하

였으며, 이때 기판은 1 mm/s로 5회 왕복 운동하여 9

µm 두께를 가지는 코팅층을 제조하였다. 서로 다른 기

판에 코팅된 BT층의 성장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 with optical images of BT film on ST (100), (110) (as-deposited, heat treated at 1,300 oC for 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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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은 5 oC/min의 속도로 승온 한 후 900 oC, 1,100 oC,

1,300 oC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열처리 조건에 따

라 코팅층 내 비정상 성장 결정립의 비율이 증가하였으

며 이에 대한 내용과 실험 과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성장 거동은 스퍼터

를 이용해 시편 표면에 백금 코팅을 진행한 후 전자주

사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4300SE, Hitachi)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상온분말분사공정을 이용해 (100), (110)으로 가공한 ST

seed 기판 위에 코팅한 BT층의 단면의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막의 형태는 seed 기판 종류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팅 직후의 BT 코팅

층은 9 μm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으며, 막 내부에 기공

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온분말분사

공정의 코팅과정에서 기판-분말 입자간 충돌이 매우 강

하게 발생함을 추정할 수 있다.9-12)

열처리에 의한 BT 코팅층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코

팅 직후, 900 oC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표면

을 10만배 확대한 사진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코팅층 표면은 seed의 가공면방향과 무관하게 동일한 성

장 거동을 보였다. Fig. 3(a)는 코팅 직 후의 표면 사진

으로 결정립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코팅 직후의 BT는 강한 충돌에 의해 분말 입자가 깨져

수십 nm 이하의 결정립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15) 결정립 성장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을

900 oC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으며, 10만배 확대하

여 관찰하였으며, 이를 Fig. 3(b)에 나타내었다. 코팅 직

후의 표면과는 다르게 열처리 후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립의 크기는 수십 nm(사진 좌측 부분)에서 150 nm

(사진 우측 부분)로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면 거동은 식 (1)을 이용해 설

명이 가능하다.

(1)

식 (1)은 결정립 크기와 표면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식으로 γ는 결정립계의 에너지, G는 계가 가지는 자유

에너지 그리고 A는 결정립의 단위 면적을 의미한다.16)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결정립의 계면에너지는 단

위 면적에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

정립 내의 원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에

너지가 주어지게 되면, 표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결

정립 내부의 원자는 보다 안정적인 결정립으로 이동하

게 되며,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결정립 성장이 이뤄지

게 된다.17) Fig. 3(b)의 큰 결정립 주위에 형성된 작은

결정립은 내부 원자가 이동할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냉각되어 보이는 거동으로 판단된다.

Fig. 4(a), (b)에 BT를 ST (100), (110)에 코팅한 후

1,100 oC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10만배 확대

γ
dG

dA
-------=

Fig. 2. Cross-sectional SEM image of the BT film on ST single

crystal (100), (110). (As-deposited)

Fig. 3. SEM images of BT surface on ST (100), (110) (a) as-deposited and (b) heat treated at 900
o

C for 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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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사진을 나타내었다. 900도에서 열처리한 시편과는

다르게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형태의 결정립이 형성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seed의 가공면에 따라

다른 결정립 성장 거동을 보였다. ST (100)의 BT 결정

립은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직사각기둥이 쌓여있는 형

태로 성장한 형태를 보였으며, ST (110)의 BT 결정립

은 얇은 판상이 겹겹이 쌓여 끝이 점차 좁아지는 형태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eed 가공 방향에 따

른 결정립 성장 속도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seed를 이용해 단결정 제조공정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있

는 현상이다. 가공 면에 따라 표면에 노출된 결합이 끊

어진 원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며, 그 결과 표면에너

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표면 에너지가 클수록 결정립 성

장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16) Trolier-McKinstry팀은 seed

의 가공 방향에 따라 결정립 성장 속도가 40 μm/h에서

590 μm/h까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8)

Seed 표면 에너지에 따른 단결정의 성장 거동을 Fig.

5(a), (b)에 나타내었다. ST (100)은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표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의 결정립 성장

이 매우 느리다. 따라서 측면 방향과 표면에 수직한 방

향으로의 결정립 성장 속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Fig.

5(a)와 같이 직사각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반면, ST

(110)은 매우 높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표면에 수

직한 방향으로의 결정립 성장이 측면 방향으로의 성장

속도 보다 매우 빠르므로 (110)에 해당하는 면이 점점

좁아지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은 사라지게 된

다[Fig. 5(b)]. 이러한 현상에 의해,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진 seed에서 성장한 시편은 직사각 기둥 형태로 성장

하게 되며, 높은 표면 에너지를 가진 seed에서 성장한 시

편은 피라미드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BT 코팅층의 두

께가 너무 얇아 표면부에서도 이와 같은 거동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에 ST (100), (110)에 BT를 코팅한 후 1,100
oC, 1,300 oC에서 5시간동안 열처리한 시편 표면의 10만

배 확대 사진을 나타내었다. 모든 시편의 표면은 기공

없이 치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각 시편은 seed의 가공 방향에 따라 유사한 형태

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시편의 측면에 경계층이 형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시편의[Fig. 6(a), (b),

(c), (d)] 경계층 간 거리는 ~300, ~150, ~75, ~13 nm로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seed

의 시편에서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 경계층 간 거리가 좁

Fig. 4. SEM images of BT surface heat treated at 1100
o

C for 5 h on (a) ST (100) and (b) ST (110).

Fig. 5. The grain growth behavior of BT coating layer on (c) ST (100) and (d) S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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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으며, 이로 인해 원자가 이동이 활발해 질수록 경

계층 간 거리가 좁아지는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Fig.

6(a), (c)→ 300, 75 nm/Fig. 6(b), (d)→ 150, 13 nm].

그리고 seed 표면 에너지가 클수록 경계층 간 거리가 좁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a), (b)→ 300,

150 nm / Fig. 6(c), (d)→ 75, 13 nm]. 이를 통해 결정립

성장 속도와 경계층 간 거리가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7(a), (b)에 ST (100), (110)에 BT를 코팅한 후

1,300 oC에서 5시간동안 열처리한 시편 표면의 X선 회

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두 시편은 모두 전형적인 BT의

X선 회절 패턴을 가지고 있었지만 ST seed의 가공 방

향에 따라 X선 회절 패턴의 세기 비율이 달라졌다. 이

를 비교하기 위해 각 시편의 (100)/(110), (200)/(110) 수

치를 계산해보았다. BT 코팅층에서 (100)/(110), (200)/

(110)는 ST (100)에서 0.2818, 0.3790 그리고 ST (110)

Fig. 6. SEM images of BT surface heat treated at 1,100 oC for 5 h on (a) ST (100) and (b) ST (110) and heat treated at 1,300 oC for

5 h on (c) ST (100) and (d) ST (110).

Fig. 7. XRD patterns of BT film heat treated at 1,300
o

C for 5 h on (a) ST (100) and (b) S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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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0107, 0.0424였다. ST (100)의 BT층은 (100),

(200) 그리고 ST (110) 의 BT층은 (110)에 해당하는 X

선 회절 패턴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ST 가공 방향과 동일한 면방향으로 결정 성장이 일어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상온분말분사법을 이용해 BT 코팅층을 ST (100),

(110) seed 기판 위에 제조하였다. Seed 위에 형성된 BT

코팅층의 두께는 ~9 µm였으며, 매우 치밀한 미세구조를

가졌다. 결정 성장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BT 코팅 시편

을 900, 1,100, 1,300 oC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코팅 직후의 AD 막에서는 표면에서는 나노 크기의 매

우 작은 결정립을 가지고 있었으나, 900 oC에서 수십에

서 150 nm 크기의 결정립이 형성되었으며, 큰 결정립 주

위에 작은 결정립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작은 결정립이 표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내부의 원자가 큰 결정립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의해 나

타난 현상이며, 결정립 직경의 분포가 다양한 것을 통

해 결정립 성장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았

음을 나타낸다. 한편 1,100 oC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표

면은 seed의 가공 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ST (100) – 직사각 기둥, ST (110) –

판상 적층형]. 이는 가공면에 따른 표면 에너지 차이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의 결정립 성장 속도 차이가 발생하

여 나타난 것이다. BT의 고온 성장 거동을 확인하기 위

해 1,300 oC에서 열처리하였으며 고온 성장 후 BT의 X

선 회절 패턴을 확인하였다. BT 코팅층은 seed의 가공

방향과 동일한 면방향의 X선 회절 패턴의 세기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00 oC, 1,300 oC에서 열처리

한 시편과 함께 표면을 관찰하였다. 모든 시편에서 경

계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정립 성장

이 빠를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면 관찰을 통해 매우 치밀한 코팅층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eed의 가공 방향에 따라 BT 층

의 결정립 성장이 다르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

결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AD 코팅층이 가지고 있

는 특징 (코팅층 내부에 형성된 응력, 나노 크기 결정

립)을 고려하지 않고 열처리 조건을 설정해 연구를 진

행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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