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hysics: Sae Mulli,
Vol. 71, No. 3, March 2021, pp. 230∼235
http://dx.doi.org/10.3938/NPSM.71.230

BiFeO3 -BaTiO3 Ceramics Modified by using BiAlO3 with a high Cu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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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x]Bi1.03 (Fe0.99 Al0.01 )O3 -xBaTiO3 (x = 0.30, 0.33, 0.35, and 0.40) lead-free piezoelectric
ceramics were prepared through a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method followed by a waterquenching process. A single perovskite structure without any impurity or secondary phase was
confirmed for all compositions. The crystal phase, phase transition, microstructure, dielectric,
ferroelectric,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e temperature-dependent dielectric
losses (tan δ) were found to decrease dramatically to 100 – 200 ◦ C and then increased sharply
at higher temperatures for x = 0.30, 0.33, and 0.35. The ferroelectric properties improved with
increasing measurement temperatures and the highest value of 2Pr = 80.2 µC/cm2 was observed at
x = 0.33 at 100 ◦ C. It was found that the best piezoelectric charge sensor coefficient (d33 ) was 323
pC/N and the Curie temperature (TC ) was 452 ◦ C for x = 0.33. The best piezoelectric actuator
coefficient (d∗33 ) was 515 pm/V and the TC was 344 ◦ C for x = 0.40. These results showed that
Al-doped BF-BT ceramics have great potential for were in high-temperature lead-free piezoelectric
sensor and actuat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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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압전 특성과 고온 상전이 온도를 가지는 BiAlO3 를 첨가한 BiFeO3 -BaTiO3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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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x]Bi1.03 (Fe0.99 Al0.01 )O3 -xBaTiO3 (x = 0.30, 0.33, 0.35, 그리고 0.40) 의 고용체에 1 mol%의
BiAlO3 를 첨가물로 사용하여 일반적인 고상반응법을 이용하여 소결한 후 물을 이용한 급속냉각법으로
압전 세라믹을 제작하였다. 각 조성의 결정구조, 상전이, 미세구조, 유전, 강유전 및 압전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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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성에서 불순물 혹은 이차상 없이 단일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상을 가졌다. x = 0.30, 0.33, 0.35
조성에서 측정 온도에 따라 유전손실 (tan δ) 값이 100 - 200 ◦ C에서 급격히 감소되고 다시 증가되었다.
강유전 이력곡선 측정결과 100 ◦ C에서 x = 0.33 조성이 가장 높은 잔류분극 2Pr = 80.2 µC/cm2 을
가졌다. x = 0.33 조성은 가장 높은 정압전 상수d33 = 323 pC/N와 452 ◦ C의 상전이 온도(TC )를 가졌다.
또한, x = 0.40 조성에서 가장 높은 역압전 상수 d∗33 = 515 pm/V와 TC = 344 ◦ C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Al을 첨가물로 사용한 비납계 압전체 BF-BT는 고온용 센서 및 액추에이터
소자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Keywords: 비납계, 비스무트 페라이트, 티탄산바륨, 비스무트 알루미늄 산화물, 강유전체

I. 서 론
현재, Pb(Zr,Ti)O3 (PZT) 는 우수한 압전 특성과 높은
상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어 센서, 트랜스듀서, 정밀 액추
에이터 등 많은 응용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2].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납을 포함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
다. 이러한 엄격한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PZT기반의 압전체를 대체할 비납계 (lead-free) 압전 및
강유전 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5].
대표적으로 (Bi0.5 Na0.5 )TiO3 (BNT), NaNbO3 (NN) 과
KNbO3 (KN) 의 고용체인 KNN, 그리고 비교적 최근 개
발된 Ba(Ti0.8 Zr0.2 )O3 -(Ba0.7 Ca0.3 )TiO3 (BTZ-BCT) 가
우수한 압전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물질들은 최고 1500 ◦ C에 이르는
높은 소결온도와 더불어 200 ◦ C 이하의 낮은 상전이 온도를
가지는 단점이 있어 PZT를 대체하기에는 경제적이나 물성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6–9].
최근, 새로운 비납계 압전체 후보로 전형적인 굳은(hard)
강유전성을 가지는 BiFeO3 (BF)와 반대로 무른(soft) 강유
전성을 가지는 BaTiO3 (BT)의 고용체(BF-BT)가 높은 상
전이 온도와 더불어 우수한 압전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광받
고 있다. 특히, BF-BT계에서 마름모계(rhombohedral) 구
조와 정방 (tetragonal) 혹은 유사입방 (pseudo-cubic) 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공존 영역 (morphotropic phase boundary, MPB) 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압전 특성이 기대되나
[10–12], 고온의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스무트 (Bi)
이온의 휘발, 산소빈자리 형성, Fe3+ 이온이 Fe2+ 으로 천이
등의 전도성 결함에 의해 높은 누설전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방법으
로 급속냉각(quenching) 공정 혹은 화학적인 개선방법으로
주개 (donor) 혹은 받개 (acceptor) 이온 첨가 (doping) 를
통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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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 − x)BF-xBT (x = 0.30, 0.33, 0.35, 0.40)
조성영역에서 BF와 동일한 마름모계 구조를 가지며 이
론적으로 76 µC/cm2 의 자발분극을 가지는 BiAlO3 를 1
mol% 치물로 사용하고 소결 공정이 끝난 후 급속냉각 공
정을 통하여 제작한 다양한 조성의 Bi1.03 (Fe0.99 Al0.01 )O3 BaTiO3 (BFA-BT) 세라믹의 강유전 및 압전 특성을 연구
하였다 [17].

II. 실험 방법
출발물질로 Bi2 O3 (99.99%, Sigma-Aldrich), Fe2 O3
(99%, Sigma-Aldrich), BaCO3 (99.99%, Sigma-Aldrich),
TiO2 (99.9%, Sigma-Aldrich), Al2 O3 (99.9%, SigmaAldrich) 분말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고상 반응법을 이용
하여 제작하였다. 고온의 열처리 공정 중에 발생하는 Bi
이온의 휘발을 고려하여 3 mol%의 Bi2 O3 를 과잉 첨가
하여 [1 − x]Bi1.03 (Fe0.99 Al0.01 )O3 -xBaTiO3 (x = 0.30,
0.33, 0.35, 0.40) 의 조성으로 칭량하였으며, 각 조성에 따
라 BFA30BT, BFA33BT, BFA35BT, BFA40BT로 이름
을 붙였다. 분말의 혼합 및 분쇄를 위하여 폴리에틸렌(Nalgene) 병에 칭량한 분말, 에탄올, 안정화 지르코니아 볼을
함께 혼합하여 12시간 동안 볼밀링을 하였다. 볼-밀링 후
120 ◦ C의 전기오븐에서 충분히 건조한 후 전기로에서 700
◦
C 에서 2시간 동안 하소 (calcination) 하고, 분말의 균질
성을 높이기 위해 볼밀링과 건조를 반복하여 최종 하소 분
말을 얻었다. 하소 분말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하여 결합제
인 PVA(polyvinyl alcohol) 를 혼합한 후 120 ◦ C의 전기오
븐에서 충분히 건조하였다. 150 µm의 입도로 체가름 한
분말을 일축 가압기를 이용하여, 지름 10 mm, 두께 1 mm
의 디스크 형태로 시료를 제작하였다. 세라믹의 치밀화를
위하여 산소 분위기에서 10 ◦ C/min의 승온 속도로 980 –
1020 ◦ C의 온도에서 소결하였다. 소결 종료 후 상온의 물을
이용하여 급속냉각하여 최종 소결체를 제작하였다. 결정구
조 분석을 X-선 회절 분석기 (XRD, MiniFlex II, Rig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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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표면 관찰은 전계방출 주사전자현
미경 (SEM, JSM-6510, JEOL) 을 이용하였다. 소결체를
탄화규소 연마지를 이용하여 400 µm의 두께로 연마하고
전기 특성 평가를 위하여 시료의 양면에 백금 (Pt) 이온 스
퍼터링을 이용하여 1차 코팅 후 은(Ag) 페이스트를 이용하
여 2차 코팅을 하여 전극을 입혀 축전기 구조를 만들었다.
강유전 이력곡선 측정은 10 Hz 삼각파를 이용하는 강유전측정장비 (Radiant, RT6000 HVS) 를 사용하였다. 분극 처
리를 위하여 축전기 구조의 세라믹을 90 – 120 ◦ C 실리콘
기름 내에서 60 kV/cm의 직류 전기장을 가하여 30분간 분
극정렬을 수행하였다. 정압전 특성 평가는 0.25 N, 110 Hz
의 압전 d33 -meter (ZJ‐6B, IACAS)를 이용하였다. 역압전
특성 평가는 선형 가변 차동 변압기(LVDT, Millimar-1240,

Fig. 1. (Color online)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BFA-BT ceramics.

Mahr) 를 사용하였다. 임피던스 분석기 (HP4194A) 를 사
용하여 30 ◦ C에서 700 ◦ C까지의 온도변화에 따른 유전상
수와 유전손실을 측정하여 상전이 온도를 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Figure 1은 BiAlO3 가 첨가된 BF-BT 세라믹스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2θ = 10◦ − 70◦ 의 영역에서 XRD
회절패턴을 나타낸 그림이다. 편의상 고온의 입방 (cubic)
구조로 모든 픽 (peak) 을 인덱스 (indexing) 하였으며, Bi
혹은 Fe의 과잉/부족과 같은 불순물상이 없는 단일상을
나타냈다. ABO3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의
BiFeO3 에서 6배위수를 가지는 철 (Fe)–자리의 Fe 이온이

Fig. 2. (Color online) Grain size distribution and surface SEM images (inset) of BFA-BT ceramics for (a)
BFA30BT, (b) BFA33BT, (c) BFA35BT, (d) BFA40BT
with (e) average grain size.

Fe3+ 으로 존재할 때 0.654 nm의 알짜 이온반경 (effective
ionic radius) 을 가진다 [18]. 따라서 동일한 6배위를 가
지는 Al

3+

은 상대적으로 작은 0.535 nm의 알짜 이온반경

BF-BT계의 상공존 영역 조성 부근인 BFA33BT는 (111)R ,
(111)R 와 (111)T 가 모두 혼재하는 형태의 픽을 가진다.

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치환형 고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Figure 2 는 SEM 으로 찍은 BFA30BT, BFA33BT,

쉽게 단일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BT의 고용량

BFA35BT, BFA40BT 세라믹의 표면 사진을 이용하여 낟알

이 증가되면서 픽의 위치가 낮은 각도로 움직이는데 이는

의 분포와 평균적인 낟알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

BF(a = 0.3960 nm, JCPDS 72-2035) 와 비교하여 BT (a

림이다. 모든 조성에서 기공 (pore), 부풀어 오름 (swelling)

= 0.3994 nm, JCPDS 05-0625) 의 격자상수가 크기 때문

등과 같은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5 µm

이다. BFA30BT 와 BFA40BT 세라믹은 38◦ ≤ 2θ ≤ 40◦

이상의 낟알 크기를 가진다. 이는 치환물로 사용된 Al 이

에 존재하는 [111] 픽과 56◦ ≤ 2θ ≤ 58◦ 사이에 존재하는

온이 BF-BT에 고용이 잘되며, 소결과정 중 치밀화가 잘

[211] 픽의 형태가 눈에 띄게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마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PZT계 및 비납계 압전 세라믹에서

모계 구조를 갖는 BF는 (111)R 과 (111)R 의 2개 픽이 있고

낟알의 크기가 크고 균일하면 강유전, 압전, 유전, 누설전류

정방 구조를 갖는 BT는 (111)T 하나의 픽을 가진다. 특히,

등의 전기적 특성이 향상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19–22].

BFA30BT는 [111] 이 2개로 명확히 구분되는 전형적인 마

따라서, 평균적인 낟알의 크기가 크고 균일한 BFA-BT 세

름모계 구조를 가진다. 반면에, BFA40BT는 다른 세라믹

라믹은 양호한 전기적 특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다.

과 다르게 정방 구조가 지배적인 XRD 결과를 가지고 있어
가장 무른 강유전성을 가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3(a) 는 상전이 온도 (TC ) 를 알아보기 위하여 30
◦

C에서 700 ◦ C까지의 온도영역에서 BFA-BT 세라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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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Temperature‐dependent dielectric constants (ϵr ) and (b) dielectric losses (tan δ) at 100
kHz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30 to 700 ◦ C of the
BFA-BT ceramics.
온도에 따른 유전상수 (ϵr ) 를 100 kHz로 측정한 그림이다.
BT의 고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TC 가 497 ◦ C 에서 344 ◦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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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Ferroelectric polarization hysteresis (P − E) loops of the BF-BT ceramics at 25 ◦ C and
100 ◦ C.
증가할 수록 항전기장 (Ec ) 이 감소하였다. 특히, Fig. 1
에서 관찰된 마름모계 구조를 가지는 BFA30BT 세라믹은
가장 큰 항전기장을 가지며 굳은 강유전성을 가졌다. 반면

점차 낮아 지며, BFA40BT 조성에서는 유전완화(dielectric

에 정방구조를 가지는 BFA40BT는 가장 낮은 TC 와 더불

relaxation) 현상이 관찰되고 최대 유전상수(maximum di-

어 가장 작은 Ec 를 갖는 무른 강유전성을 가졌다. Figure

electric constant, ϵr,max )가 가장 낮았다. Figure 3(b)은 30

4(b) 는 100 ◦ C에서 측정한 BF-BT 세라믹의 기울이기 이

◦

◦

C에서 700 C까지의 온도에서 유전손실(tan δ)의 변화를

력곡선이다. 일반적으로 강유전체는 Tc 에 도달하기 전까지

나타낸 그림이다. BFA30BT와 BFA33BT는 온도 증가에

온도가 증가할수록 Ec 와 Pr 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 비슷한 유전손실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약 100 –

무른 강유전성을 가지는 BFA40BT는 상온과 비교하여 Ec

200 ◦ C 부근에서 가장 낮은 유전손실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BFA40BT는 30 ◦ C 에서 300 ◦ C 온도 부근까지 유전손실의

와 Pr 이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BF-BT세라믹은
상온과 비교하여 Ec 는 감소하지만 Pr 이 급격하게 증가하였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BFA40BT에서 보이는 독

다. 특히, BF-BT계의 MPB 조성에 Al을 치환물로 사용한

특한 유전완화 현상은 향후 적층형 세라믹 축전기 (MLCC,

BFA33BT는 상온에서 가장 작은 2Pr = 33.7 µC/cm2 을 가

multilayer ceramic capacitor)와 같은 소자에 적용 가능성

졌지만 100 ◦ C에서 가장 큰 2Pr = 80.2 µC/cm2 을 가졌다.

이 크다 [23,24].

이 결과는 Fig. 3(b)의 온도에 따른 유전손실 측정에서 100

Figure 4(a)는 10 Hz 주파수와 최대 55 kV/cm의 전기마

◦

C 부근에서 급격하게 유전손실이 작아지는 경향과 일치

당의 교류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한 BF-BT 세라믹의

한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은 BF-BT

강유전 이력곡선 (P − E)을 측정한 결과이다. 모든 세라믹

와 Ga를 첨가물로 사용한 BF-BT에서 보고하고 있다 [15].

이 누설전류 없이 포화가 잘 이루어졌으며, BT의 고용량이

아울러 급격히 작아지는 유전손실의 온도 구간을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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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세라믹 시료 내에 충분히 높은 전기장을 인가할 수
있어 분극정렬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Figure 5(a) 는 상온 55 kV/cm의 전기장에서 50 mHz
로 LVDT 를 이용하여 단극성 (unipolar) 변위 (strain)
를 측정한 그림이다.

단극성 변위에서 역압전 상수

(d∗33 = Smax /Emax ) 는 각 조성에서 BFA30BT (262
pm/V), BFA33BT (317 pm/V), BFA35BT (410 pm/V),
BFA40BT (515 pm/V) 으로 측정되었다. 비납계 압전
체인 BNT 기반의 0.93(Bi0.5 Na0.5 )TiO3 -0.07BT-0.008Pr
(BNTBT-Pr) 조성을 갖는 세라믹은 770 pm/V, BT [100]
단결정은 37500 pm/V의 매우 높은 역압전 상수를 가지고
있다 [25–27]. 하지만, 압전 세라믹스의 직선 운동을 필요로
하는 액추에이터와 같은 소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높은
변위과 더불어 낮은 변위이력 (strain hysteresis) 이 필요

Fig. 5. (Color online) (a) Unipolar strains, (b) strain
hysteresis, (c) bipolar electromechanical strain (S − E)
hysteresis loops, and (d) piezoelectric coefficients (d33
and d∗33 ) of the BFA-BT ceramics.

하다. Figure 5(b) 는 단극성 변형이력을 나타낸 그림으로
uni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개념도를 삽입하였
∆S uni /Smax

IV. 결 론

다. 여기서 ∆S uni 는 가장 큰 변위이력 값이다. 매우 우수한
역압전 상수를 가지는 BNT 기반의 세라믹과 BT [100] 단
결정은 각각 66% 와 88%의 다소 높은 변위이력을 가지고
있다 [23–25].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비납계 삼중 (마름모
계, 정방, 입방) MPB 계인 ⟨111⟩ 배향 BTZ-BCT는 621
pm/V의 역압전 상수와 11%의 낮은 변위이력을 가지고
있다 [28]. 하지만, BTZ-BCT는 90 ◦ C의 상전이 온도를

(1 − x)BF-xBT (x = 0.30, 0.33, 0.35, 0.40) 조성에서 1
mol% BiAlO3 를 치환물로 사용한 세라믹을 고상반응법과
급속냉각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세라믹의 유전, 강유전,
압전, 변위 특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조성에서 이차상과
같은 불순물상이 없는 단일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졌다.

있어서 실제 응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모든

온도에 따른 유전상수와 유전손실 측정으로 -100 ◦ C에서

BFA-BT 조성에서 25% 이하의 낮은 변위-이력을 가지는

유전손실 값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고, 이 온도 영역

데, BFA35BT는 가장 낮은 -17.5%의 변위이력, 405 pm/V

에서 강유전 특성의 향상되었고 분극정렬 공정을 수행했을

◦

의 역압전 상수와 더불어 400 C의 상전이 온도를 가진다.

때 정압전 특성이 향상되며 BFA33BT 조성에서 가장 높은

Figure 5(c)는 양극성 (bipolar) 변위를 측정한 결과로 Fig.

우수한 정압전 상수 d33 = 323 pC/N을 가졌다. 반면에,

3의 P − E 이력곡선과 유사하게 BT 조성이 증가할수록

BFA40BT에서 가장 높은 역압전 상수 d∗33 = 515 pm/V

즉, 무른 강유전성을 가질수록 Ec 는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를 가지며, 30 ◦ C – 300 ◦ C 온도에서 유전손실의 변화가

전기장 유도 최대 변위 (Smax ) 는 증가하였다. 가장 굳은

거의 없었다. BiAlO3 를 치환물로 사용한 BF-BT계는 300

강유전성을 가지는 BFA30BT는 0.12%의 최대 변위를 가

◦

C 이상의 매우 높은 상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어 고온용

지며, 가장 무른 강유전성을 가지는 BFA40BT는 -0.28%로

센서, 액추에이터, 적층 세라믹 축전기 소자로 활용될 수

약 2배 이상 큰 값을 가졌다. Figure 5(d) 는 정압전 (d33 )

있는 가능성이 큰 재료이다.

및 역압전 (d∗33 ) 상수의 측정결과이다. 정압전 특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Fig. 4(b) 에서 관찰된 유전손실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100 ◦ C 온도에서 분극정렬 공정을 수행
하였다. 정압전 상수는 BT 조성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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