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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Na0.5)NbO3-SrTiO3계에서 결정구조 및 미세구조 제어를
통한 유전특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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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id solutions and composites of a mixture of (K0.5Na0.5)NbO3 (KNN) and SrTiO3 (ST) were
respectively synthesized by different process routes using a conventional solid state reaction. All starting
materials were mixed simultaneously and calcined at 800 oC for 4 h to obtain the solid solutions of KNN-ST.
Meanwhile, the composites of KNN-ST were obtained by mixing the synthesized KNN and synthesized ST,
respectively. KNN-ST calcined powders were sintered at 1150, 1250 and 1300 oC for 2 h. The calcined powders,
in which all starting materials were mixed at once, showed a single-phase pseudo-cubic structure after
sintering. On the other hand, the powders with the mixture of KNN and ST had two phases of cubic ST and
orthorhombic KNN as composites. The dielectric loss values of all samples decreased as the sintering
temperature increased because of increased densification. The dielectric constants of the solid solutions were
increased as the sintering temperature increased, however, the dielectric constants of the composites
decreased with increasing sintering temperature. It was concluded that, for enhanced dielectric properties,
the dielectric materials should be synthesized as soli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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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율주행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의 개발과 발전에 의한

라 200 oC 이상의 고온, 높은 습도, 외부의 충격 등의 극
단적인 환경에서도 작동하기 위한 높은 신뢰성을 필요로
한다 [1,2]. MLCC에 응용되는 강유전체 재료인 BaTiO3

전장용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MLCC)의 수요

(BT)는 페롭스카이트(Perovskite) 구조로 유전특성이 우수

가 증가하고 있다. 전장용 MLCC는 고용량 특성뿐만 아니

하고 상온에서 tetragonal 구조를 가지며 약 120 oC 정도
에서 cubic으로 상 변화가 일어나며 큐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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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지만 이러한 BT는 고온용 MLCC에 응용하기에
비교적 낮은 큐리점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첨가제를 이
용하여 tetragonality의 변화는 최소화하며 온도안정성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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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유전특성 또한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

하소하고, KNN : ST= 80 : 20 (몰 비율)으로 혼합한 분말을

고 있다 [5,6].

준비하였다. 모든 과정의 분말 혼합에서는 폴리프로필렌 병

강유전체는 큐리온도(Curie temperature)에서 상전이가

에 에탄올 용매와 지르코니아 볼(dia. 5 mm)과 함께 넣고

일어나면서 유전상수가 급격히 변화하므로, 온도에 따른 유

24 h 동안 ball milling하고 건조한 분말을 80 oC 오븐에서

전상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작동 환경

완전 건조시킨 다음 분쇄하였다. KNN과 ST, KNN-ST 1

의 온도보다 큐리온도가 높거나, 완화형 유전특성 [7,8]을

분말들을 각각 합성하기 위해 건조된 분말을 알루미나 도

가져야 한다. (K0.5Na0.5)NbO3 (KNN)은 페로브스카이트 구

가니에 담고 FURNACE (SC-20.UP35A, HAN TECH.)

조의 강유전체 재료로 상온에서 orthorhombic 구조를 가지

에서 분당 5 oC의 속도로 승온하여 공기중에서 800 oC로

다 200 oC 부근에서 tetragonal로, 420 oC 부근에서 cubic

4 h 하소한 후 KNN-ST 1와 KNN, ST 분말들을 각각

으로 상이 변환되며 큐리온도를 가져 비교적 넓은 온도 특

수득하였다. 수득한 KNN과 ST 분말을 위와 같은 방법으

o

성을 가진다 [9,10]. KNN의 큐리온도는 400 C 이상이나,

로 슬러리로 제조한 다음 Ball milling과 건조 과정을 거

BT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특성을 가지며 출발원료인

쳐 800 oC로 4 h 하소한 후 80KNN-20SrTiO3 (KNN-ST

Na2CO3와 K2CO3가 낮은 melting point를 가지고 있어

2) 분말로 수득하였다.

합성 중 휘발이 쉽게 일어나고 조해성이 높아 치밀한 미세

KNN-ST 1, KNN-ST 2 분말을 각각 금속 mold를 사

구조를 형성하기 어렵다 [11-13]. 이로 인해 치밀하고 우수

용하여 약 10 mm의 디스크 형태로 1차 압축성형 후 CIP

한 특성을 가지는 KNN 세라믹스를 제조하기 위해 소결조

(Cold Isostatic Pressing)공정으로 185 MPa에서 15 분간

제를 첨가하거나 원소를 첨가하여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수압을 가하였다. 제조된 디스크들을 분당 5 oC의 속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4-17]. KNN에 SrTiO3

로 승온하여 1150 oC, 1250 oC, 1300 oC에서 각각 2 h 소

(ST)를 첨가하면 상온에서 orthorhombic 구조를 가지는

결하였다. 소결한 시편을 분쇄한 분말을 X선 회절 분석기

KNN의 격자 내에 ST가 고용되면서 pseudo-cubic 결정상

(XRD, Cu X-ray Tube, D8 Advance A25, BRUKER)를

이 나타나며 확산 상전이가 일어나 완화형 강유전특성을

이용하여 step:0.01 °, 2 theta:10-90 °의 조건으로 분석하였

띄면서 온도 안정성과 유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

고, 소결한 시편의 파단면을 전계방사주사현미경 II (FE-

고 되었다 [18-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화형 강유전체로 응용하기 위해

SEM II, JSM-7610F, JEOL)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유전
특성 측정을 위해 디스크에 Silver Paste (SJA-11-472,

연구되는 KNN-ST 계에서 고용체(solid solution)와 복합체

HAN TECH.)를 도포하여 180 oC에서 15 min 건조한 다

(composites)를 각각 제조하고 소결 온도를 변화시켜 ST의

음 FURNACE에서 300 oC까지 2 oC/min, 700 oC까지 5 oC/

고용 거동을 제어하여 이에 따른 미세구조와 결정구조 및

min로 승온하여 700 oC에서 10 min 열처리한 후 냉각하였

유전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다. 유전 특성은 정밀 LCR미터(E4980AL, KEYSIGHT)로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K2CO3 (≥99%, Sigma-Aldrich, USA),

3. 실험 결과 및 고찰

Na2CO3 (≥99.5%, Sigma-Aldrich, USA), Nb2O5 (≥

1150, 1250, 1300 oC에서 소결한 KNN-ST 1 (고용체),

99.9%, Sigma-Aldrich, ITALY), SrCO 3 (≥99.99%,

KNN-ST 2 (복합체) 시편들의 XRD 결과를 그림 1에 나

Sigma-Aldrich, CHINA), TiO2 (≥99.7%, Sigma-Aldrich,

타내었다. 그림 1(a)은 소결온도에 따른 KNN-ST 1의 결

CHINA) 분말을 사용하여 고상합성법으로 80(K0.5Na0.5)

과이고, 그림 1(b)는 소결 온도에 따른 KNN-ST 2의 결

NbO3-20SrTiO3 (KNN-ST) (mole fraction)의 고용체와
복합체를 각각 제조하였다. KNN-ST 고용체(KNN-ST 1)

과이다. 그림 1(a)의 결과에서 처음부터 출발원료들을 함께
하소한 후 소결한 고용체 KNN-ST의 경우 모든 소결 온

를 제조하기 위해 K2CO3 : Na2CO3 : Nb2O5 : SrCO3 : TiO2

도에서 KNN-ST 단일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1 : 1 : 2 : 1 : 1 (몰 비율)으로 칭량한 출발원료 분말을 1차

이는 KNN의 격자 내에 ST가 고용되어 pseudo-cubic 결

하소를 통해 합성하였다. KNN-ST 복합체 (KNN-ST 2)를

정상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제조하기 위해 K2CO3 : Na2CO3 : Nb2O5 = 0.5 : 0.5 : 1 (몰

[18,21]. 그림 1(b)에서 KNN과 ST를 각각 합성 후 혼합하

비율)와 SrCO3 : TiO2 = 1 : 1 (몰 비율)로 KNN과 ST를 각각

여 소결한 복합체 KNN-ST 2의 경우 모두 orthorhom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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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oC에서 소결하였을 때 각각 존재하던 KNN과 ST의
peak이 1250 oC와 1300 oC로 소결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KNN의 격자 내에 ST가 일부 고용되면서 KNN-ST
pseudo-cubic 결정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KNN
과 ST를 각각 합성하여 혼합하고 소결하는 경우, 1300 oC
까지 소결 온도를 높여도 ST가 KNN에 일부 고용되기는
하나 완전한 고용체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소결온도에 따른 KNN-ST 1, KNN-ST 2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것이다. 그림 2의 (a)와 (d), (b)와 (e)
를 비교하면 1150 oC와 1250 oC에서 소결하였을 때 KNNST 2가 크고 작은 입자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bimodal
한 입자크기분포를 보였다. 이는 그림 1(b)의 결과와 함께
보았을 때 KNN-ST 2가 복합체로 존재하면서 KNN과
ST가 하나로 성장하지 않고 각각 존재하여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22,23]. 또한 그림 2(c)와 (f)를 비교하면
1300 oC에서 소결한 KNN-ST 1의 경우에는 SEM 상에서
는 액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KNN-ST 2는 KNN 과
ST가 각각 존재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melting point
(1130 oC±10 oC)를 가지는 KNN [17]으로 인해 형성된
KNN matrix에 ST 입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림 2(f)).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intered samples: (a) KNNST 1, (b) KNN-ST 2.

그림 3은 1250 oC에서 소결한 KNN-ST 1, KNN-ST 2
의 미세구조를 SEM-EDS mapping 분석으로 관찰한 것이
다. KNN-ST의 모든 원소가 고르게 분포하는 KNN-ST 1
과 달리 KNN-ST 2에서는 KNN과 ST의 원소들이 비교적

결정상의 KNN과 cubic 결정상의 ST가 각각 존재하는 구
조를 보였다. 그 중 20 − 24o와 44 − 47o 사이의 peak에서

각각 분포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mapping 분석에서도
KNN-ST 1은 KNN에 ST가 고용되면서 성장한 고용체 구

Fig. 2. SEM micrographs of KNN-ST 1 sintered at (a) 1150 oC, (b) 1250 oC, (c) 1300 oC and KNN-ST 2 sintered at (d) 1150 oC, (e)
1250 oC, and (f) 13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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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EDS images of (a) KNN-ST 1 and (b) KNN-ST 2 sintered at 1250 oC for 2 h.

조로 KNN-ST 2는 KNN과 ST가 각각 존재하나 ST가 일

따른 1 kHz와 1 MHz에서 각각의 유전특성을 그림 5에 나

부 고용된 복합체 구조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파수에 따른 유전특성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타내었다. 그림 5에서 고용체인 KNN-ST 1의 경우 소결온
도가 증가할수록 유전상수가 계속 증가하고 유전손실은 계

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주파수에 따라 유전상수와 유

속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KNN-ST 2의

전 손실이 감소하는 주파수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가장 높

경우 1150 oC에서 소결하였을 때 보다 1250 oC와 1300 oC

은 온도인 1300 oC에서 소결한 KNN-ST 1이 1300 이상

에서 소결하였을 때 치밀화에 따른 유전상수 증대효과가 나

의 높은 유전상수를 보였는데 그에 반해 이를 제외한 모든

타나지 않고 오히려 1300 oC에서는 감소하였으며, 유전손실

소결온도에서의 KNN-ST 1,2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은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소결온도를 높임으로써 유전손

o

1000 이하 정도의 유전상수를 가졌다. 그 중 1150 C에서

실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이것은 그림 2와 함께 보았을

소결한 KNN-ST 2는 유전상수가 가장 낮았으며 반면 손

때 치밀해진 미세구조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

실은 가장 높은 값을 가졌다. 그림 4의 결과 모든 소결온

러나 KNN-ST 1의 고용체를 소결온도를 증가시켜 치밀한

도에서의 고용체인 KNN-ST 1이 복합체인 KNN-ST 2

구조로 형성하였을 때 유전상수의 증가는 확연하였으나,

보다 큰 유전상수를 가졌고 이를 통해 KNN과 ST가 각각

KNN-ST 2 복합체의 경우 그 효과가 발현되지 않았다. 따

존재하는 복합체의 구조보다 고용체로 형성되어 있을 때
유전상수 증대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결온도에

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상이 혼합되어 유전특성
이 향상되는 경우에 [24,25] 복합체보다 고용체로 존재할

이성은 · 권준형 · 문경석

503

Fig. 4. Frequency dependence of (a) dielectric constant and (b) dielectric loss.

때 유전상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유전상수가 증가할수록 분극이 반전됨에 따라 생성되는 열

4. 결

론

로 인해 [26] 유전손실이 함께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본 연구에서는 합성공정을 달리하여 80(K0.5Na0.5)NbO3-

달리 고용체로 합성하고, 소결온도를 높임으로써 유전상수

20SrTiO3 (KNN-ST)를 고용체와 복합체로 제조하고 결정구

는 증가시키고 낮은 유전손실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조와 미세구조 및 유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처음부터

였다.

출발원료들을 함께 합성하여 하소 및 소결한 KNN-ST 고

Fig. 5. Dielectric properties at (a) 1 kHz and (b) 1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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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는 모든 소결온도에서 ST가 KNN 격자 내에 고용되
면서 pseudo-cubic 결정상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KNN과
ST를 각각 하소 후 합성하여 소결한 KNN-ST 복합체는
1150 oC에서 소결하였을 때 KNN과 ST의 결정상이 각각
존재하였고 소결온도를 1300 o C까지 증가시켰을 때
pseudo-cubic 결정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같은 소결온
도에서 KNN-ST 고용체와 복합체를 비교하였을 때 KNNST 고용체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복합체보다 큰 유전
상수 값을 가졌다. 또한 모든 조건에서의 KNN-ST 중에
1300 oC에서 소결한 KNN-ST 고용체가 유전상수가 가장
높았으며 비교적 낮은 유전손실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
구로부터 KNN-ST 계를 같은 조성비에서 결정상을 제어하
여 고용체로 제조하고 소결온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유전 특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NN 계는 큐리온
도는 높지만, 유전상수가 BaTiO3 계 대비 상대적으로 매
우 낮고, 유전손실이 큰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SrTiO3의 고용 거동을 제어하여 BaTiO3 수준의 높은
유전상수를 갖고 동시에 낮은 유전손실을 갖도록 하여, 고
용안정성을 갖는 고유전율의 유전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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