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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Piezoelectric Effect and Crystallographic Lattice of Ta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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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rove the piezoelectric properties, we prepared 20 mol% Ta-substitued (Na0.53 K
0.47 Li0.03 )NbO3

ceramics with different sintering temperatures from 1050 ◦ C to 1150 ◦ C. The

piezoelectric properties of the NKLNT ceramics were enhanced for the sintering temperature of
∼1080 ◦ C. The Miller index of the sintered NKLNT ceramics was decided by experimental XRD
data and theoretic equation. Lattice constant a, b and c in orthorhombic system and cell volume were calculated using Cohen’s least square method. We found that the NKLNT ceramics
sintered at a proper temperature exhibited enhanced piezoelectric properties and increased lattice
constants. Furthermore, we discussed that the enhanced piezoelectric properties are related to the
crystallographic lattice in the ABO3 perovskite structure.
PACS numbers: 77.22.−d, 77.84.Dy, 77.84.−s
Keywords: (Na0.5 K0.5 )NbO3 , NKN, Lead-free, Dielectric, Piezoelectric, Phase transition, Ta ion addition

소결온도에 따른 Ta 첨가 (Na0.50 K0.47 Li0.03 )NbO3 세라믹스의 압전특성 향상과
결정구조 특성
이호섭 · 김진수∗
창원대학교 물리학과, 창원 51140, 대한민국
(2019년 10월 5일 받음, 2019년 12월 5일 수정본 받음, 2019년 12월 16일 게재 확정)
무연 (Na0.53 K0.47 Li0.03 )(Nb0.8 Ta0.2 )O3 (NKLNT) 압전세라믹을 1050 ◦ C – 1150 ◦ C의 소결온도에서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하였고, 최적 소결온도에 따른 압전특성 향상과 격자 구조특성을 평가하였다. 서로
다른 소결온도 중 1070 – 1080 ◦ C에서 밀도가 높고 압전특성이 향상되었다. NKLNT 세라믹의 조성성분이
동일하여도 1050 – 1150 ◦ C 의 서로 다른 소결온도에 따라 압전특성이 변화하였고, 또 회절 격자구조
분석에서 격자상수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소결된 세라믹스의 X-선 회절피크에 면지수 (Miller index)
를 결정하였고, 코헨 (Cohen) 의 최소자승법으로 격자상수 (lattice constant) 를 계산하였다. 소결온도에
따른 NKLNT세라믹스의 격자구조 변화를 확인하였고, 압전특성 향상에 대한 ABO3 페르브스카이트
결정격자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PACS numbers: 77.22.−d, 77.84.Dy, 77.84.−s
Keywords: (Na0.5 K0.5 )NbO3 , NKN, 무연 (lead-free), 유전특성, 압전특성, 밀도, 소결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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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99.9%),

Ta2 O5

(Aldrich

99.99%) 의

(Na0.50 K0.47 Li0.03 )(Nb0.8 Ta0.2 )O3
압전 및 유전특성이 우수한 Pb(Zr,Ti)O3 (PZT)계 세라
믹스는 응용소자 및 기초재료로 전자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그러나 PZT 재료에 60 wt% 이상 포함된 납(Pb)
은 제조공정 및 폐기 처리에 인체를 중독시키고 환경을 오
염시킨다. 최근 환경 보호정책에 따라 비납계 (lead-free)
압전세라믹스가 개발되었으나 기존 PZT계를 대체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2–23].
현재 PZT를 대체할 비납계 (Na0.5 K0.5 )NbO3 (NKN)
화합물은 상전이 온도 Tc = 420 ◦ C와 잔류분극 Pr = 30
µC/cm2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 특히 배향법
으로 성장된 (Na0.52 K0.44 Li0.04 )(Nb0.84 Ta0.10 Sb0.06 )O3 의
압전계수(d33 )는 400 pC/N이상으로 향상된 이 압전특성은
PZT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값이다 [4,11].
비납계 소재의 응용을 위해 NKN계 압전세라믹스 개
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사방정-정방
정계 (orthorhombic-tetragonal) 상전이 (TO−T ) 의 공존상
(PPT, polymorphic phase transition)을 상온 근처로 조절
하여 압전 및 유전특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2,3,6–12]. 일반소성법으로 성장된 NKN 조성의 압전계수
(d33 ) 는 80 – 100 pC/N이지만 A 자리에 Li+ , B 자리에
Ta5+ , Sb5+ 를 치환한 (Na,K,Li)(Nb,Ta,Sb)O3 의 압전계
수는 200 – 300 pC/N 이상으로 압전특성이 크게 향상되었
다 [5,6,8–11,14–17].
한편 고온소결에서 Na (소듐)과 K (포타슘)이 휘발되어
높은 밀도와 안정된 NKN계 소결체의 합성이 어렵다 [8–10]
소결온도가 낮으며 결정화 및 결정립의 조밀화가 충분하지
못하며, 반면 소결온도가 높으며 과다 결정화로 결정립간에
공극이 발생하여 밀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결정화와 균일
한 결정립의 성장을 위해 최적 소결온도는 응용특성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a0.53 K0.47 )NbO3 상경계 조성 [1-2] 에
Na 자리에 Li+ 3 mol%를, Nb 자리에 Ta5+ 20 mol%를
치환시킨 (Na0.50 K0.47 Li0.03 )(Nb0.8 Ta0.2 )O3 세라믹스를
1050 ◦ C – 1150 ◦ C의 소결온도에서 제조하였다. 특히,
압전 및 유전특성이 향상된 최적 소결온도를 확인하였고,
XRD의 격자 구조분석을 통해 압전특성의 향상에 따른
ABO3 페르브스카이트 구조와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원료분말을

(NKLNT)

조성식

에 맞게 칭량하였고, 고상반응법으로 세라믹스를 제조하였
다. 이 혼합분말에 알코올과 지르코니아 볼을 넣어 2시간
동안 볼밀링하였다. 700 ◦ C에서 5시간의 1차 하소와 850
◦

C에서 5시간의 2차 하소를 진행하였다. 이 화소분말로

1050 ◦ C – 1150 ◦ C의 서로 다른 소결온도로 각각 4시간
동안 소결하여 직경이 Φ = 10 mm, 두께가 d = −1 mm인
원판형 시편을 제조하였다.
소결된 세라믹스의 결정립 미세구조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MS-5610) 측정을 통해 확인
하였다. 각 소결온도에서 얻은 세라믹스를 분극(poling) 처
리하여 압전계수 측정기 (piezo-d33 meter, IACAS, ZJ-6B)
로 압전계수 (d33 ) 를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Figure 1은 1090 ◦ C에서 소결된 NKLNT 세라믹스의
X-선 회절패턴과 SEM사진을 나타내었다. 5N Silicon
(99.999%) 분말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회절각도를 보정
하였다. 실온에서 NKN의 결정구조는 사방정계로 알려져
있다. 한편 NKLNT세라믹스의 2Θ = 45 – 46.5에서 (002)
와 (200) 피크는 분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200) 피크의 세
기가 (002) 피크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
로 부터 사방정계-정방정계의 상공존 (Polymorphic Phase
boundary, PPB)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3,5–10,15,16].
Figure 1의 Inset는 1090 ◦ C에서 소결된 NKLNT 세라믹
의 SEM 사진이다. 육면체의 결정립 (grain)은 이미 알려진
NKN계 표면 미세구조와 유사하다 [15].
NKN계 세라믹스의 합성에서 소결온도가 적절하지 않으
면 밀도가 낮아지며, 조성성분의 불균형과 부분적인 결정립
의 과대성장으로 압전 특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2,16,17].
따라서 최적 소결온도를 통해 세라믹스 결정립의 조밀화
를 유도하면서 비정상적인 결정립 성장을 충분히 억제해야
한다. 한편 1050 – 1150 ◦ C의 소결온도 가운데 1080 ◦ C
에서 소결된 NKNT세라믹스가 높은 밀도 ρ = 4.69 g/cm3
와 압전상수 d33 = 192 pC/N를 보였다. 따라서 동일한
NKLNT 조성에서 최적 소결온도를 선택하면 결정립 성
장과 조밀화로 압전특성이 향상된다. Table 1은 상온에서

II. 실 험

측정된 소결온도에 따른 유전상수, 유전손실, 밀도, 압전계
수를 나타내었다.

Na2 CO3 (Aldrich 99.95%), K2 CO3 , (Aldrich
99.995%), Li2 CO3 (Aldrich 99.99%), Nb2 O5 (Aldrich

이 NKLNT 세라믹스의 서로 다른 열처리온도에 대
한 연구는 A 및 B자리의 조성변화, 합성방법 및 상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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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XRD patterns of
(Na0.50 K0.47 Li0.03 )(Nb0.8 Ta0.2 )O3 ceramics sintered
at the temperature of 1090 ◦ C for 4h. Inset shows SE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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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XRD patterns of (Na0.50 K0.47
Li0.03 )(Nb0.8 Ta0.2 )O3 ceramics sintered at Ts =1050 –
1100 ◦ C.

Table 1. Dielectric constant, loss, density and piezoelectric constant sintered at different temperature.
소결온도
Ts ( ◦ C)
유전상수
ϵ
유전손실
tan δ
밀도
ρ(g/cm3 )
압전계수
d33 (pC/N)

1050
◦
C

1070
◦
C

1080
◦
C

1090
◦
C

1110
◦
C

1120
◦
C

1150
◦
C

473

457

494

487

491

595

753

0.045

0.042

0.047

0.049

0.039

0.042

0.028

4.53

4.61

4.67

4.63

4.53

4.51

4.57

188

173

192

178

174

153

143

에 대한 이전 연구와 비교할 수 있다 [20–23]. 이미 1x(Na0.5 K0.5 )NbO3 -xLiNbO3 (x=0, 3, 6, 8) 조성의 x=0.6
에서 사방정-정방정계의 상경계가 형성되어 압전특성이
향상되며 [22], (K,Na)NbO3 기본조성에 Nb 대신 Ta를
치환한 고용체 (solid solution) 는 조성성분의 균질성이 증
가하여 유전, 강유전 및 압전특성이 증가함이 알려져 있
다 [20]. 또한, Li0.03 (Nax K1−x )(Nb0.8 Ta0.2 )O3 (x=0.500.55) 세라믹스 조성에서 x=0.052를 중심으로 사방정과
정방정계의 상공존이 형성되며, 이 조성의 압전특성이
향상되었다 [21]. 한편, 테이프 캐스팅 방법으로 합성된
(Na0.5 K0.5 )0.97 Li0.03 (Nb0.8 Ta0.2 )O3 조성에서 pH의 최적
조절에 따라 유동성 콜로이드 서스펜션의 응용특성이 향상
된다고 알려져 있다 [23]. 따라서 이온 치환과 최적 조성 및
합성 방법등에 따라 압전, 강유전 및 압전특성 향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설명이 시도되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결정구조와 관련된 NKN계 복합조성의 응용특성 메카니즘
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ure 2는 1050 – 1150 ◦ C의 소결온도 (Sintering temperature, Ts ) 에서 합성된 NKLNT 세라믹스의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서로 다른 온도에서 소결된 NKLNT
의 XRD 패턴은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Fig. 3.
(Color online) XRD peak seperation of
(Na0.50 K0.47 Li0.03 )(Nb0.8 Ta0.2 )O3 ceramics sintered at
1050 – 1150 ◦ C.
이 NKLNT 세라믹스는 NKN계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3는 1050 – 1150 ◦ C의 소결온도에서 NKLNT 세
라믹스의 정확한 회절피크를 얻기 위해 겹쳐져 XRD 측정
데이터로 부터 회절피크를 분리하였다. 소결온도에 따른
이 XRD 피크 서치 (XRD peak search) 를 통해 XRD 측
정결과와 피팅결과를 맞추는 반복작업을 하였고, 얻어진
회절피크의 회절각을 통해 격자상수를 계산하였다.
소결된 NKLNT 세라믹스의 XRD 회절피크에 면지수
(Miller index) 를 결정하였고, 이 피팅 결과로 얻은 회절각
을 이용하여 ABO3 페르스카이트 결정구조의 각 축에 따른
격자상수를 계산하였다. 회절피크에 결정된 면지수를 이용
하는 코헨 (Cohen) 의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였고, 사방정계
(orthorhombic) 에 대한 외삽함수를 도입하여 각 NKLNT
세라믹스의 격자상수를 계산하였다 [24]. 결정구조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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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llex index of NKLNT ceramics sintered at
the temperature of 1080 ◦ C.
2Θ
22.212
22.336
22.497
31.752
31.850
31.950
39.234
45.287
45.488
45.912
50.969
51.087
51.250
51.462
51.608
51.751

h
0
0
1
0
1
1
1
0
0
2
0
1
0
1
2
2

k
0
1
0
1
0
1
1
0
2
0
1
0
2
2
0
1

l
1
0
0
1
1
0
1
2
0
0
2
2
1
0
1
0

I/I0
66
42
83
92
100
59
6
20
14
34
5
9
10
8
16
3

d
3.999
3.977
3.949
2.816
2.807
2.799
2.294
2.001
1.992
1.975
1.790
1.786
1.781
1.774
1.770
1.765

Fig. 4. (Color online) (a) Lattice constant and (b)
cell volume of (Na0.50 K0.47 Li0.03 )(Nb0.8 Ta0.2 )O3 ceramics sintered at each temperatures.

사방정계에 대해 Bragg 법칙과 격자면간 거리를 조합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k2
l2
λ2 h2
+
+
sin2 θ =
4 a2
b2
c2

(1)

여기서 a, b 및 c 는 격자상수이고, λ 는 측정에 사용된
X-선의 파장이다. 면지수 h, k 및 l 은 각각의 XRD 회절
피크 측정에서 얻은 sin2 θ(obs) 와 위의 이론식에서 구한
sin2 θ(cal)와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여러 번의 반복 계산을
통해 결정되었다. 서로 다른 소결온도 중 1080 ◦ C에서 소
결된 NKLNT 세라믹의 회절각에 대한 면지수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Figure 4는 소결온도에 따른 NKLNT 세라믹스의 격자상
수 a, b 및 c 와 단위포의 체적 (cell volume) 을 나타내었다.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 축의 격자상수가 증가한 후
1070 – 1080 ◦ C 이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070 –

Fig. 5. (Color online) Ferroelectric spontaneous polarization Ps depend on crystal system in ABO3 perovskite
structure.

1080 ◦ C에서 소결된 NKLNT 세라믹스의 격자상수 a, b 및
c 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070
– 1080 ◦ C에서 소결된 NKLNT 세라믹스의 단위포 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는 ABO3 페르브스카이트 구조에서 나타나는
강유전 자발 분극특성을 나타내었다 [1,2]. 강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이 없어도 나타나는 전기분극 즉 자발분극이 존재하
는 물질이며, 압전소재의 압전효과는 물질내의 자발분극의
크기와 관련된다. ABO3 페르브스카이트 구조에서 B자리
의 이온이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Fig 5의
정방정계에서는 업 (up) 또는 다운 (down) 상태의 전기적
분극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압전소자의 압전특성은 분극처
리(poling)과정을 통해 세라믹의 강유전 구역(ferroelectric

domain) 을 특별한 방향으로 정렬항 후 이 정렬된 강유전
분극특성을 이용한다.
본 실험을 통해 NKLNT 세라믹스는 같은 NKNT 조성을
갖더라도 1050 – 1150 ◦ C의 소결온도에 따라 다른 압전특
성을 갖는다 [8, 9, 15–17]. 특히 ∼1080 ◦ C의 소결온도가
압전특성 향상을 위한 최적 소결온도로 확인되었다. 또
회절분석과 격자구조 분석을 통해 ∼1080 ◦ C의 소결온도
에서 합성된 세라믹스의 격자상수 a, b 및 c 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적 소결온도에 따른 압전특성의 향상은 격자상수
증가에 따른 강유전 분극특성의 향상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유전체에서 따라 상전이 온도 이하로 온도가 감소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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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산소팔면체의 중심에 놓인 B자리 이온이 상대적인

[2] J. F. Li et al., J. Am. Ceram. Soc. 96, 3677 (2013).

변위에 따라 자발분극이 발생한다. 특히 이 자발분극은 정

[3] J. S. Kim et al., Curr. Appl. Phys. 10, S201 (2010).

방정계에서는 Ps=[100] 으로 또 사방정계에서는 Ps=[110]

[4] Y. Saito et al., Nature 432, 84 (2004).

으로 나타난다. 격자의 뒤틀림 또는 격자가 커짐에 따라

[5] Y. Dai, X. Zhang, and G. Zhou, Appl. Phys. Lett.

산소육면체가 만드는 공간의 변화로 분극이온의 변위가 증
가하여 강유전 분극이 증가할 수 있다. 동일한 조성성분으
로 서로 다른 소결온도로 NKN계 세라믹스를 합성할 때,
압전특성 향상에 따른 최적 소결온도는 결정구조적 측면에
서 내부 강유전 분극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 구조변화와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90, 262903(2007).
[6] J. S. Kim, M. S. Kim, G. H. Ryu, and M. H. Kim,
J. Kor. phys. Soc. 63, 2350 (2013).
[7] D. Hongliang, W. Zhou, F. Lou and D. Zhu, Appl.
Phys. Lett. 91, 202907(2007).
[8] J. S. Kim et al., Curr. Appl. Phys. 11, S149(2011).
[9] Y. S. Sung et al.,
012902(2012).

IV. 결 론
소결온도에

따른

[10] M. S. Kim et al., New Phys.: Sae Mulli 63, 926

(Na0.50 K0.47 Li0.03 )(Nb0.8 Ta0.2 )

O3 (NKLNT) 세라믹스의 유전 및 압전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1050 – 1150

◦

C 의 소결온도에서 1080

J. App. Phys. Lett. 101,

◦

C 에서

소결된 NKNT 세라믹스가 높은 밀도 ρ = 4.69 g/cm3
와 압전상수 d33 = 192 pC/N를 갖는다. 측정된 XRD
회절피크에 면지수 (Miller index) 를 결정하였고, 코헨
(Cohen) 의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각 축에 따른 격자상
수를 계산하였다. 특히 ∼1080 ◦ C에서 소결된 NKLNT
세라믹스의 격자상수 a, b 및 c와 단위포 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일한 조성성분을 갖는 NKN계 세라믹스를

(2013).
[11] I. H. Chan, C. T. Sun, M. P. Houng, and S. Y. Chu,
Ceramics International 37, 2061 (2011).
[12] J. S. Kim et al., New Phys.: Sae Mulli 60, 1294
(2010).
[13] C.-K. Lee and S.-D. Lee, Sae Mulli 60, 386 (2010).
[14] K. Wang and J. F. Li, Journal of Advanced Ceramics 1, 24 (2012).
[15] J. S. Kim et al., Phys. Status Solidi A 211, 1715
(2014).

서로 다른 소결온도로 합성하였고, 압전특성 향상에 따른
최적 소결온도는 격자상수의 증가에 따라 내부 강유전

[16] C. W. Ahn et al., J. Am. Ceram. Soc. 92, 2033

분극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격자 구조와 관련됨을

[17] J. Fang et al., Physica Status Solidi (a), 208, 791

(2009).
(2011).

확인하였다.

[18] J. S. Kim, H.-E. Kim H. S. Lee and K.-S. Lee, New
Phys.: Sae Mulli 67, 128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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