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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ubstituted (Na0.53 K0.47 )(Nb0.55 Ta0.45 )O3 (NKNT) ceramics were prepared by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We studied the dielectric response and the ferroelectric P-E hysteresis loop.
The TO−T (orthorhombic-tetragonal) and Tc (tetragonal-cubic) phase transitional temperatures
decreased, and the piezoelectric properties of NKNT were enhanced. In addition, the low-frequency
dispersion decreased, and the ferroelectric P-E hysteresis loops became saturated. We discuss the
low-frequency dielectric response and the ferroelectric properti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defects,
as well as the contribution of charge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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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자리에 Ta이 치환된 무연 (Na0.53 K0.47 )(Nb0.55 Ta0.45 )O3 (NKNT) 세라믹을 제조하여 저수파수
유전반응 및 강유전 이력특성을 연구하였다. NKNT 세라믹의 사방정-정방정계 상전이 온도 (TO−T ) 는 40
◦

C이며, NKN 세라믹에 비해 감소하였다. NKNT 세라믹의 압전계수 (d33 ) 는 증가하였고, 저주파수 유전

분산은 감소하였으며, 강유전 P-E 이력곡선은 포화된 특성을 보였다. 온도 및 주파수에 따른 유전상수와
강유전 이력특성을 통해 결함 (defect) 과 전하운반자 (charge carrier) 가 유전분산 (dielectric dispersion)
및 강유전 이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PACS numbers: 77.22.-d, 77.84.Dy, 77.8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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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강유전 및 압전특성이 우수한 PZT (PbZrTiO3 ) 계 물
질은 초음파 및 트랜스듀스등 전자산업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어 왔지만 [1]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납 (Pb) 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환경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등
선진국은 중금속등이 포함된 전자제품 및 재료의 수입 및 수
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납등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신
소재 [2–12] 개발이 필요하다. ABO3 페르브스카이트 구조
(perovskite structure) 를 갖는 무연소재 (Na0.5 K0.5 )NbO3
(NKN) 는 좋은 압전 및 강유전 특성이 있으며, 또 높은 큐
리온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재료를 기초한 NKN계 복합
화합물을 합성을 통해 응용 특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2–24].
NKN계 세라믹의 원료성분인 포타슘 (K) 과 소듐 (Na) 은
습기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고, 또 고온의 열처리에서는 휘
발된다. 이로 인해 NKN계 세라믹의 합성에서 조성성분의
안정적인 조절이 매우 어렵다. 세라믹 합성에 따른 이전
연구를 참고할 때, 조성성분, 열처리 온도 및 합성방법등이
유전 및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안정된
물성을 갖는 NKN계의 세라믹 합성은 여러 가지 성장조
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3–10,13–15,22–24]. 이미 BaTiO3 ,
SrTiO3 , LiNbO3 , LiTaO3 등이 첨가된 NKN 고용체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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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에 포함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Na2 CO3 과 K2 CO3 분
말을 200 ◦ C에서 10시간동안 가열하였다. NKN 및 NKNT
조성성분에 따라 Na2 CO3 , K2 CO3 , Nb2 O5 와 Ta2 O5 분말
등을 칭량하였고, 이 분말을 혼합하여 세라믹 원료분말을
제조하였다. 먼저 2시간 동안 알콜에서 분말을 혼합하였고,
이 후 100∼120 ◦ C의 오븐에서 6시간 동안 원료분말을 건조
하였다. 이 원료분말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1차 및 2차
하소를 800 ◦ C와 850 ◦ C에서 각각 5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1500 kg중/cm2 의 압력을 하소 분말에 가하여 직경 10 mm
의 세라믹 팰릿을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NKN 세라믹을
1100 ◦ C에서 NKNT세라믹을 1180∼1200 ◦ C에서 각각 4
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성장된 세라믹의 결정구조를 Cu 타겟의 K�선을 이용
한 X-ray 회절분석 (XRD, X’ Pert APD system, Philips)
으로 평가하였다. 또 두께 0.5 mm의 디스크형 세라믹의
양면에 은 (Ag) 전극을 코팅하여 유전 및 강유전 이력곡선을
측정하였다. 120 ◦ C의 실리콘 (Si) 오일에서 30 분간 40
kV/cm의 전기장을 세라믹에 인가하여 분극처리 (poling)
를 하였으며, 압전계수 측정기 (piezo-d33 meter, IACAS,
ZJ-6B) 로 압전계수 (d33 ) 를 측정하였다. 또 임피던스 분석
기 (impedance analyzer, SI1260와 HP4194A) 로 전기용량
(capacitance) 및 유전손실 (tanδ) 을 측정하였고, 이 결과
로부터 유전상수 및 유전 손실을 얻었다.

solution) 의 합성으로 NKN계 복합화합물의 강유전 및 압
전특성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11,14,18].
특히, (1-x)(Na0.5 K0.5 )NbO3 -xLiNbO3 (NKN-LN) 계등
복합 고용체의 합성에서 사방정 (orthorhombic) 과 정방정
계 (tetragonal) 가 공존하는 영역이 나타나며, 이 상경계 영
역 (polymorphic phase transition, PPT) 에서 압전특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8,24]. 본 연구에서는
Nb자리에 45 mol% Ta를 치환하여 상경계 영역이 실온에
가까운 (Na0.53 K0.47 )(Nb0.55 Ta0.45 )O3 (NKNT) 세라믹을
제조하였다. 온도에 따른 유전상수, 주파수에 따른 유전상
수 및 강유전 P-E 이력곡선을 측정하여 NKNT 및 NKN
세라믹의 저주파수 유전분산 및 강유전 이력특성을 연구하
였다.

II. 실 험
(Na0.53 K0.47 )NbO3 (NKN) 및 Nb 자리에 Ta 45 mol%
를 치환한 (Na0.53 K0.47 )(Nb0.55 Ta0.45 )O3 (NKNT) 세라믹
을 고상반응법 (solid state reaction) 으로 제조하였다. 원료
∗ E-mail:

hslee@changwon.ac.kr

III. 결과 및 논의
1. 세라믹 합성 및 결정구조 특성
최적 소결온도 (sintering temperature) 를 확인하기 위해
NKNT 세라믹의 열처리를 1080∼1210 ◦ C 온도에서 하였으
며, 얻어진 NKNT 세라믹의 최적 소결온도는 1180∼1200
◦
C이었다. 최종 소결된 NKNT와 NKN 세라믹의 X-ray
회절패턴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Fig. 1에서 Si
피크는 XRD 피크를 정확하게 보정하기 위해 표준물질로
사용된 순도 5N(99.999%) 의 실리콘 분말의 회절피크이다.
Si 피크를 제외한 회절피크에서 NKN 세라믹은 사방정계
결정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이전 연구결과 [3]와 일치하였다.
한편, NKNT 세라믹은 Ta 치환에 의한 2차 상 (secondary
phase) 의 XRD 회절피이크를 보이지 않았으며, NKN과
유사한 ABO3 페르브스카이트 구조 (perovskite structure)
의 회절무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결정 구조적인 특성으로
볼 때, Nb 자리에 45 mol% Ta이 치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NKNT 세라믹에서 (002) 및 (200) 의 회절피크가 약하
게 분리된 완만 (broad) 한 XRD 피크를 볼 수 있으며, 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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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X-ray diffraction (XRD) patterns
of NKNT and NKN ceramics.
과를 이전 연구와 비교하여 사방정과 정방정계의 혼합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8,13–15,24]. 이전 연구를 참고하면,
40 mol% 이상 Ta이 치환되면, 부분적으로 정방정계가 형성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NKNT는 원래 존재하는
사방정과 함께 정방정계가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압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압전계수 d33 를 측정하였고, 실온에
서 NKNT 세라믹의 압전계수는 280 pC/N으로 또 NKN의
압전계수는 100 pC/N으로 측정되었다. 이 NKN 세라믹의
압전계수는 80∼120 pC/N의 이전 연구결과 [23]와 유사한
반면 NKNT 세라믹의 압전계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Fig. 2. (Color onlin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dielectric constant of NKN and NKNT ceramics at 1 kHz.
낮은 1 kHz이하의 주파수에서 이동함에 따라 전기전도로
기여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온도 및 주파수에 따른 유전특성

한편, 상유전-강유전 상전이 즉, 큐리온도에서 NKN의
유전상수는 크게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며, 이 상전이 현상은

Fig. 2 는 온도가 증가할 때 1 kHz 주파수에서 측정된
NKN 및 NKNT 세라믹의 유전상수 실수부 (ε′ ) 를 나타낸
것이다. NKN 세라믹의 유전곡선에서 나타난 184 ◦ C의
유전피크 (dielectric peak) 는 사방정-정방정계 상전이 온도
(TO−T ) 이며, 410 ◦ C의 유전피크는 정방정-입방정계 구조
상전이 즉, 강유전-상유전상의 큐리온도 (Tc ) 이다. 따라서
이 NKN 세라믹의 유전곡선 및 상전이 특성은 이미 알려진
이전 NKN의 결과와 유사하다 [8,9]. 한편 NKNT 세라믹의
TO−T 및 Tc 는 각각 40 ◦ C와 140 ◦ C로 나타났다. NKN 세
라믹에 비해 이 두 상전이 온도는 저온 쪽에서 나타났으며,
TO−T 와 Tc 사이의 온도 영역 즉, 정방정계의 영역이 감소
하였다 [5,8,9]. 한편, 280 ◦ C 부근의 약한 유전이상은 100
kHz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구조 상변화에 의한 유전특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그레인
및 그레인 경계면에 쌓인 전하가 어떤 온도에서 또 비교적

뚜렷한 (sharp) 유전 피크를 갖는 BaTiO3 의 1차 상전이와
유사하였다. 반면 NKNT의 유전상수는 상전이 온도 아래
에서 서서히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며, NKN에 비해 NKNT
의 상전이 피크는 다소 완만한 (broad) 특성을 보였다. 이는
Nb자리에 Ta이 치환됨에 따라 B자리의 무질서 (disorder)
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온 근처에서 NKN 및 NKNT 세라믹의 유전상수는
각각 300 및 2000으로 측정되었으며, NKN 세라믹에 비해
NKNT 세라믹의 유전상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실
온 근처에서 NKN 세라믹의 유전손실은 1.0 이상인 반면,
NKNT의 유전손실은 0.2 근처로 측정되어 NKN 세라믹에
비해 NKNT의 유전손실은 감소하였다. 유전손실이 낮아
짐에 따라 양면 전극에 높은 전기장을 인가할 수 있어 압전
세라믹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분극처리 (poling process) 가
가능하다.

Dielectric Dispersion and Ferroelectric P-E Hysteresis Loop of Lead-Free · · · – Jin Soo Kim et al.

1287

Fig. 4. (Color online) Cole Cole plot of the real and
imaginary part of the dielectric constant of NKN and
NKNT ceramics at room temperature.
한편, Jonscher 등은 주파수에 따른 많은 물질의 유전반
Fig. 3. (Color online) Frequency dependence of the real
and imaginary part of the dielectric constant of NKN
and NKNT ceramics at room temperature.

응을 평가하였고, 극성 (polar) 및 전하운반자에 의한 유전
반응을 유니버설 지수법칙 (universal power law) 으로 설명
하였다 [24]. 주파수에 따라 측정된 유전손실이 피크를 갖는
경우, 이 유전특성은 극성분극 (dipolar dominated system)

Fig. 3은 주파수에 따른 유전반응, 즉 유전분산 (dielectric

에 의한 유전반응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전자 또는 이온의

dispersion) 을 확인하기 위해 0.1 Hz∼10 MHz의 주파수 측

뜀뛰기 (hopping) 에 의한 전하운반자가 유전반응에 기여하

정된 실온의 유전상수 실수부와 허수부이다. 넓은 주파수

는 경우, 어떤 임계주파수 (ωc ) 에서 아래와 같은 유니버설

범위에서 유전상수 실수부와 허수부를 측정하면 측정주

지수법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 [24–27].

파수에 따른 물질의 유전반응을 알 수 있다. 즉, 주파수에
따라 물질 내의 쌍극자 (dipolar) 또는 전하운반자 (charge

′

carrier) 에 의한 유전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5–27].
′

ϵ′ (ω) α ϵ′′ (ω) α ω n2 −1 for ω ≪ ωc
′′

ϵ (ω) α ϵ (ω) α ω

n1 −1

′′

for ω ≫ ωc

(2)
(3)

실수부 (ε (ω)) 와 허수부 (ε (ω)) 의 유전반응은 복소유전
함수 ε∗ (ω) = ε′ (ω) − iε′′ (ω) 로 기술할 수 있으며, σ ′ (ω)

여기서 n1 − 1 및 n2 − 1 은 각주파수 영역의 주파수 의

= ε0 ωε (ω) = ε0 ωε tan δ 와 같은 식을 통해 교류전기전도

존지수이다. 특히, 측정 각주파수가 임계 각주파수 (ωc )

도 (σ ′ (ω)) 와 관련된다. 이상적인 극성액체의 유전반응은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유전상수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증

Debye 완화식으로 기술될 수 있지만 실제 극성분극을 갖는

가하면 이는 저주파수 유전분산 (low frequency dielectric

응집물질의 유전반응은 아래와 같이 Cole-Cole 유전완화식

dispersion) 에 해당하며, 이 유전분산은 저주파수에서 움직

과 유사한 식 (1) 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이는 전하운반자의 기여로 나타난다. 한편, 주파수에 따른

′′

′

ϵ0 − ϵ∞
1
1
ϵ =
, τ0 =
=
1−α
1 + (iωτ0 )
ω0
2πfr
∗

유전상수 실수부와 허수부의 변화가 없을 때, 저 손실 (low
(1)

loss) 시스템에 속하며, 이는 외부전기장의 인가에 따른 유전
반응요소가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τ0 , ω0 , fr 와 a 는 각각 완화시간, 특성 각주파수, 특

본 실험의 NKN 세라믹의 경우, 특정 임계 각주파수 (ωc )

성 주파수와 온도의존 지수이다. 인자 a 는 0 < a < 1 이며,

이하로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전상수 실수부와 허수부

a 가 0이면, 유전완화는 Debye 완화특성으로 설명된다.

가 크게 증가한다. 이 결과를 유니버설 지수법칙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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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유전 이력특성
Fig. 5(a) 는 실온 및 60 Hz의 주파수에서 측정된 NKN 세
라믹의 강유전 P-E 이력곡선 (ferroelectric P-E hysteresis
loop)이다. 어떤 시간 t에 강유전체에 전기장 E 가 가해졌을
때, 분극 P , 유전변위 D 전기장은 식 (4) 와 같이 또한 강유
전 이력곡선에서 에너지 손실은 P-E 곡선내의 면적으로 식
(5) 와 같이 쓸 수 있다.
P (t) = D(t) − ε0 E(t)
∫ t2
UH =
P dE

(4)
(5)

t1

Fig. 5. Ferroelectric P-E hysteresis loops at room temperature.
때, 이 유전분산은 전하운반자가 크게 기여하여 나타나는
저주파수 유전분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NKNT 세라
믹의 경우, 주파수가 감소에 따라 실수부 및 허수부가 일정
하게 유지되었고, 허수부가 10 Hz 이하의 낮은 주파수에서
서서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KN에 비해 NKNT
세라믹의 유전분산은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전하운반자가
감소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Fig. 4는 NKN 및 NKNT 세라믹의 실수부 (ε′ (ω)) 와
허수부 (ε′′ (ω)) 를 각각 x 축 및 y 축으로 즉, ε-plane에 같은
크기 (scale) 로 그린 유전곡선이다. 측정주파수가 1 kHz 이
하로 감소함에 따라 NKN 세라믹의 유전곡선은 y 축 방향을
따라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전하운반자가
저주파수의 유전분극에 크게 기여하여 나타난 것이며, 이
는 직류 전도특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NKNT 세라믹의 유전곡선은 훨씬 낮은 주파수에서 서서히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이 결과는 전하운반자에 의한 직류
전도가 NKN에 비해 훨씬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NKN 세라믹의 강유전 이력곡선은 찌그러진 땅콩모양으로
잘 포화되지 않은 라운드형이며, 전하의 이동에 의한 열의
발생으로 에너지 손실을 갖는 모습이다. 강한 전기장이
인가됨에 따라 분역에 존재하는 전하운반자에 의한 전기전
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NKN 세라믹의 강유전 이력곡선은
전기전도에 의한 분극과 강유전 분극이 더해져 나타난 결
과이다.
조성성분의 변화 및 소결의 불안정등으로 포화된 NKN
세라믹의 강유전 이력곡선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원료분말
에 포함된 습기를 제거하고, 고온의 세라믹 합성에 따른 Na,
K의 휘발을 고려하는 등 세라믹의 성분조성을 조절하여야
한다. 또 부가적인 Na, K등의 추가 조절과 함께 LiNbO3 ,
BaTiO3 와 CaTiO3 를 비롯한 다른 물질과의 고용체 합성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조성성분과 열처리 온도등이
잘 제어되면 NKN계에서도 포화된 강유전 이력곡선을 얻을
수 있다.
Fig. 5(b) 는 NKNT 세라믹의 강유전 이력곡선을 나타내
었다. 50 Hz에서 측정된 이력곡선은 높은 인가 전압에서
도 뚜렷한 강유전 이력곡선의 특성을 보인다. 즉, 부풀어
오른 NKN의 이력곡선과 다르게 이 NKNT세라믹은 강유
전 분역 (ferroelectric domain) 의 분극반전에 의해 포화된
강유전 P-E 이력곡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NKNT 세라믹의 잔류분극 (Pr ) 및 항전기장 (Ec ) 을
얻을 수 있으며, 잔류분극 값과 항전계장은 각각 Pr = 14.0
µC/cm2 와 Ec = 5.50 kV/cm로 나타났다.
Fig. 6은 전기장의 인가에 따른 강유전 분역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강유전 이력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식화이다.
강유전 이력곡선은 무작위 방향 (random orientation) 으로
배열된 강유전 분역에 강한 전기장이 걸릴 때, 전기장에 따
라 강유전 분역이 정렬되는 분극반전에서 나타난다. NKN
세라믹의 경우, 강유전 분역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전하에
의한 전기전도가 나타난다. 즉, 강한 전기장이 인가됨에 따
라 강유전체의 강유전 분극과 함께 전하의 이동에 의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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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Ta 45 mol%를 치환한 무연 (Na0.53 K0.47 )(Nb0.55 Ta0.45 )
O3 (NKNT) 세라믹을 제조하였다. NKN 세라믹에 비해
NKNT 세라믹의 유전상수는 증가하였고, 유전손실은 감
소하였다. 또 NKNT 세라믹의 사방정-정방정계 상전이
(TO−T = 40 ◦ C) 와 정방정-입방정계 큐리온도 (Tc = 140
◦

C)는 NKN 세라믹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NKNT 세라믹의

압전계수 (d33 ) 는 280 pC/N로 측정되어 압전특성이 향상
되었다. NKN 세라믹은 저주파수 유전분산과 전기전도로
라운드 모양의 강유전 이력곡선을 갖는다. 그러나 Ta이
치환된 NKNT 세라믹의 경우, 저주파수 유전분산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강유전 이력곡선은 포화된 이력특성을 보였
다. 공공등의 결함 감소로 유전분극 및 강유전 이력특성에
전하운반자가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Fig. 6. (Color online) Schematic figure of the ferroelectric
polarization and charge carri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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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라믹 결정 내에 존재하는 결함 (defect) 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NKN계 시스템에서 결함은 주로 결정내의 Na,
K공공과 산소공공 (oxygen vacancy) 이 될 수 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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