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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normally large electromechanical strain properties have been reported in bismuth-based piezoelectric 

ceramics, which cast a promise for replacing the market-dominating PZT-based piezoelectric ceramics 

in actuator applications. In spite of these large strains in bismuth-based piezoelectric ceramics, there 

still remains a critical issue for its safe transfer to practical applications, representatively, a relatively high 

operating field required to obtain the large strain properties. To overcome the challenge,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so-called 0-3(or 3-0) type ceramic/ceramic composite approach to better tailoring the strain 

properties of bismuth-based piezoelectric ceramics. The approach turns out to be highly effective, leading 

to a drastic decrease in the operating electric field for these materials. Besides, both extensive and intensive 

search for the related mechanism revealed that the reduction in the operating electric field is largely due 

to the contribution from polarization coupling or strain coupling model between two different ceramics. This 

article reviews the status of the art in the development of novel ceramic/ceramic composites to make large 

incipient piezostrains in bismuth-based lead-free piezoelectric ceramics practical.

 Keywords: lead-free piezocermics; electromechanical strain; composites



90 || 세라미스트

한형수, 즈엉 짱 안, 안창원, 조욱, 이재신특 집

CERAMIST
1. 서론

압전현상은 기계적 응력을 압전 세라믹스에 인가하면 

응력에 비례하는 분극이 발생되고 역으로 전계를 인가

하면 이에 비례하는 기계적 변형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액추에이터, 센서, 초음파 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 있다.1,2) 특히, 압전 현상 기반 전계유기(electric-

field-induced) 변형특성은 기계적 변형을 활용한 액

추에이터와 같은 소자에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

다.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실용 되고있는 압전소재는 대

부분 뛰어난 압전특성을 나타내는 납(lead; Pb)을 함유

한 Pb(Zr,Ti)O3 (PZT)계 세라믹스지만, 납은 인체와 환

경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유럽연합을 중심

으로 전자장비에 납과 같은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

고 있다. 3,4) 아직까지는 PZT계 압전세라믹스를 대체할 

뚜렷한 무연 압전세라믹스가 개발되지 않아 예외 조항

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방침일 뿐 향

후 개발된 물질의 성능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규제에 포

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무연 압전(lead-free)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실

제 무연 압전소재에 대한 연구는 1976년에 Okazaki 교

수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

져 있으며,5,6) 그 결과 1991년 (Bi1/2Na1/2)TiO3-BaTiO3 

(BNT-BT)계,7) 1999년 (Bi1/2Na1/2)TiO3-(Bi1/2K1/2)TiO3 

(BNT-BKT)계8) 개발로 이어졌다. 나아가 2000년대에

는 레조네이터 (Resonator)용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비

스무스 층상 구조(Bi layered structure)의 강유전 재료 

개발 및 2004년 PZT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진 결정 배

향된 (K,Na)NbO3 (KNN)계 세라믹스9)가 개발되었다.6) 

이 후, 그림 1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무

연 압전소재를 개발에 노력한 결과 대표적인 무연 압전

세라믹스는 BNT계, KNN계, BiFeO3-BaTiO3 (BF-

BT)계10) 및 BaTiO3 (BT)기반 (Ba,Ca)TiO3-Ba(Zr,Ti)

O3 (BCT-BZT)계11) 등으로 대략 네 가지 계로 구분할 

수 있다.

비록 이 소재들 중 그 어느 소재도 기존의 PZT계

의 뛰어난 특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특화된 응

용분야에 있어서는 PZT계를 대체할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 실제 2007년 독일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의 Zhang 등에 의해 개발된 BNT-BT-

KNN 삼성분계 무연 압전세라믹스12)는 그림 2와 같이 

PZT계 보다 뛰어난 성능의 전계인가유기 변형특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성능은 액추에이터 분야

에서 PZT계를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 그림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BNT계 무연 압전세라믹스에 대한 연구를 더

욱 촉진시켰다.

이 후 2012년 조욱 교수 등은 BNT계에서 이러한 거

대 전계유기 변형특성을 나타내는 원인은 완화형 강유

그림 1. Evolution of lead-free piezoelectric research output in terms of (a) publications and (b) patent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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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relaxor)를 기반으로 에르고딕(ergodic) 완화형 강

유전상이 외부 전계에 의해 강유전상으로 가역적 상전

이 때문이며 이를 초기압전성(incipient piezoelectrics)

으로 정의하였다.14,15) 하지만 이러한 BNT계 무연 압전

세라믹스의 뛰어난 전계유기 변형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대변형특성을 유도하는

데 요구되는 전계가 높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응용소자 적용에는 여전히 도전적인 상황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에 

세라믹/세라믹 복합소재기술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제조

하여 거대변형특성을 유도하는데 요구되는 전계 저감화

를 성공하였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세라믹/세라믹 복합소재 기

술을 활용하여 BNT계 무연 압전세라믹스의 작동전계 

저감화에 대한 최근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방

향 및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전계유기 변형특성 향상을 위한 완화형 

강유전체 (Relaxor)/강유전체 (Ferroelectrics) 

세라믹 복합소재 기술

일반적으로 복합소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다

른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물질로 이

루어진 재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합재료는 제조한 후

에 각각의 구성 물질은 완성된 복합재료 내에서 구별

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혼합물(mixture) 

또는 고용체(solid solution)와 구분된다.16) 전통 또

는 구조세라믹스 분야의 경우 세라믹스 기반의 복합소

재를 제조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균열 전파를 효과

적으로 저지하여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과 강

도 등의 역학적 성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

으며,17,18) 전자세라믹스 분야의 경우 대부분 높은 취성

(brittleness)을 가지는 세라믹스에 폴리머(polymer)

를 활용하여 유연성(Flexibility)을 보완한 에너지 하베

스터(energy harvester)나 소형 센서로 활용되고 있

다. 전기적 특성 향상을 위한 세라믹스 기반 복합소재

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80년 

Shrout 교수 팀은 반복적인 고전계인가시 소자의 신뢰

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연성(soft) PZT와 반강유전

체(antiferroelectrics)로 구성된 복합소재를 제조하였

다.19) 그 후 1996년에 이르러 Dausch 등은 반강유전체 

기질에 강유전상이 존재하게 되면 반강유전-강유전 상

전이에 요구되는 전계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

였으며, two-serially-connected capacitor 모델을 적

용하여 감소되는 전계를 첨가되는 강유전상의 양 변화

에 따라 정량화 하는데 성공하였다.20,21) 그 밖에도 세라

믹/세라믹 복합소재는 유전체 소재의 온도안정성,22) 압

전/초전 특성,23,24) 반복적으로 인가되는 고전계에 대한 

신뢰성,19) 유전체 tunability25,26) 등에 활용된 사례들이 

있으나 압전 세라믹스의 전기기계 변형특성과 관련된 

세라믹/세라믹 복합소재 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보고되

고 있다.

•0-3 형 세라믹/세라믹 복합소재

비스무스계 무연 압전세라믹스에서 PZT에 버금가는 

뛰어난 전계유기 변형특성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거

대 변형특성을 유기하는데 요구되는 전계를 효과적으

로 감소시키는데 0-3 형의 세라믹 복합소재가 제안되

그림 2.   Unipolar strain as function of electric field for lead‐free 
piezoceramic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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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복합소재는 지난 2011년에 처음보고 되었

으며,27) 일반적인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한 완화형 강유전

상 Bi0.5(Na0.75K0.25)0.5TiO3-BiAlO3 (BNKT-BA) 세라믹

스를 모재(matrix)로 활용하고 염용융법으로 합성하여 

비교적 큰 입자크기를 가지는 강유전상 Bi0.5Na0.5TiO3 

(BNT) 세라믹스를 보강재(reinforcement materials)로 

첨가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3에 단일 완화형 강유전상과 

완화형 강유전상/강유전상 세라믹 복합소재를 도식화하

여 전기장 인가 전·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일반적

으로 완화형 강유전체의 경우 외부 전기장 인가에 의하

여 강유전상으로 상전이가 유도되고, 완화형 강유전상/

강유전상 세라믹 복합소재의 경우 첨가된 강유전상은 

외부 전계 방향을 따라 강유전 분역의 재배향과 강유전

상의 상전이 현상이 동시에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복합소재로부터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완화형 강유전상/강유전상 세라믹 복합소재인 

BNKT-BA/BNT 세라믹스가 단일 완화형 강유전상인 

0.93BNKT-0.07BA 세라믹스보다 낮은 전계에서 상전

이가 유도되어 향상된 변형특성을 얻었으며, 기존 단일 

세라믹스에서 요구되던 6 kV/mm이상의 전계를 4 kV/

mm까지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다.27)

그리고 0.82(Bi1/2Na1/2)TiO3-0.18(Bi1/2K1/2)TiO3 

(BNKT) 다결정 세라믹스를 소결한 후 분쇄하여 약 

45 – 53 μm의 크기로 선별한 강유전상을 모재인 완

화형 강유전상 Bi0.5(Na0.385K0.09Li0.025)(Ti0.975Ta0.025)O3 

(BNKLTT) 세라믹스에 첨가하여 제작한 복합소재도 보

고되었으며, 제작된 복합소재는 그림 5와 같이 저전계 

특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지난 2015년에 보고되었다.28)

또한 최근 2019년에 보고된 연구결과29)의 경

우 염용융법으로 합성한 판상 형태의 강유전체 

Bi1/2(Na0.78K0.22)1/2TiO3 (BNKT) 입자를 완화형 강유전

체 0.72(Bi1/2Na1/2)TiO3–0.28SrTiO3 (BNT–28ST)

그림 3.   Schematics of the polarization processes in (a) polycrystalline materials showing electric field-induced phase transition 
and (b) polycrystalline materials consisting of ferroelectric large grains and relaxor small grains showing electric field-
induced phase transition.27)

그림 4. Strains versus electric field for 0.93BNKT-0.07BA with and without BN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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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첨가하여 복합소재를 제작하였으며, 이 복합소재의 

미세구조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판상 형태의 BNKT

를 첨가하면 큰 BNKT 입자 주위를 작은 입자크기의 

BNT-28ST세라믹스가 둘러싼 형태의 미세구조가 관찰

된다.

이렇게 제작된 복합소재는 그림 7과 같이 첨가한 판상

의 BNKT에 의하여 완화형 강유전체와 강유전체 사이의 

입계에서 두 물질의 변형률 차이가 발생되고 이로인하

여 내부 스트레스가 발생된다. 결론적으로 내부에 발생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계유기 변형특성을 유도 시키

는데 요구되는 전계가 약 1.8 kV/mm (BNT-28ST 세

라믹스의 약 2.95 kV/mm 기준)까지 감소 된다고 보고

하였다. 본 기고문에서 소개한 세라믹/세라믹 복합소재

의 변형률 기구에 대한 원리는 다른 형태의 세라믹 복합

소재를 소개한 다음 상세하게 기술 하겠다.

•하소분말을 이용한 세라믹/세라믹(3-0형) 복합소재

본 장에서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하소분말을 이용한 

세라믹/세라믹 복합소재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소

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의 복합소재는 합성한 두 종

의 다른 세라믹스를 분말 상태로 혼합 및 소결하여 제

조된다. 이러한 접근은 지난 2014년 독일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에서 완화형 강유전체 물질과 

강유전체 물질로 0.92(Bi1/2Na1/2)TiO3-0.06BaTiO3-

0.02(K0.5Na0.5)NbO3 (0.92BNT-0.06BT-0.02KNN)

세라믹스와 0.93(Bi1/2Na1/2)TiO3-0.07BaTiO3 

(0.93BNT-0.07BT) 세라믹스를 각각 선정하여 복합소

재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여 보고하였다.30) 이 복합소재

의 변형률 특성을 그림 8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피비 

10%의 강유전체 0.93BNT-0.07BT 세라믹스를 첨가한 

복합소재에서 전계유기 상전이 전계가 감소되어 단일 

0.92BNT-0.06BT-0.02KNN 세라믹스 보다 저전계 

변형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2016년과 2017년에 0.98Bi1/2(Na0.78K0.22)1/2 

TiO3–0.02LaFeO3 (BNKT22LF) 완화형 강유전체 세

라믹스를 모재로 Bi0.5Na0.41K0.09Ti0.985Sn0.015O3 

(BNKTSn) 세라믹스와 0.995Bi1/2(Na0.82K0.18)1/2TiO3–

0.005BaZrO3 (BNKT18BZ) 세라믹스를 각각 강유전체

로 혼합한 완화형 강유전체/강유전체 세라믹 복합소재

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31,32) 더욱이 강유전체 혼합

그림 6.   FE–SEM images of BNT–28ST/BNKT (0 and 5 vol.%) composites. The small size BNT–28ST relaxor particles are  
surrounding the large size ferroelectric particles.29)

그림 5.   Comparison of the unipolar strain properties between 
the 30% seed content, BNKLTT matrix and BNKT seed 
material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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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증가와 인가 전계 변화에 따라 가역적(reversible)과 

비가역적(irreversible) 상전이거동을 정량화 하였고, 이

를 통하여 혼합한 강유전체가 전계인가 유기 상전이에 

요구되는 전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32) 그 결과 5 kV/mm의 인가전계를 기준으로 완

화형 강유전체인 단일 BNKT22LF 세라믹스의 경우 약 

636 pm/V의 정규변형특성 (Smax/Emax 또는 d33
*)을 가

지는 것에 비하여 부피비로 30%의 강유전체가 혼합된 

완화형 강유전체/강유전체 세라믹 복합소재의 d33
*의 경

우 4 kV/mm의 인가전계에서 690 pm/V값을 얻어 작

동전계의 저감화 및 변형특성 향상을 성공시켰다.32)

2-2.   완화형 강유전체/강유전체 세라믹 복합소재의 

변형기구

그림 7.   (a) Polarization, (b) bipolar, and (c) unipolar strain hysteresis loops of BNT–28ST/BNKT composites (0 to 15 vol.%.).  
Extracted values of (d) polarization (Pmax, Pr, and Pmax–Pr), (e) coercive field (Ec), and (f) poling field (Epol) with respect to 
plat–type BNKT content in vol.%. The bipolar and unipolar strain hysteresis loops were measured at the frequency of 0.2 
Hz at room temperature. Schematic for the poling field (Epol) is in the inset of Fig. 4(f). The poling field (Epol) is marked with 
black dashed line in all composited BNT–28ST/BNKT samples according to the schematic figure.29)

그림 8.   (a) Comparison between unipolar strain hystereses of 0%- and 10%-seed compositions at two different electric field levels, 
namely 4 and 6 kV/mm. (b) Changes in d33* (i.e., Smax/Emax) as a function of seed content.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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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스무스계 무연 압전세라믹스의 전계유기 

변형특성 향상 및 작동전계 저감화에 대한 다양한 형태

의 세라믹/세라믹 복합소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

에서는 이러한 복합소재 제조를 통하여 개선된 전계유

기 변형특성에 대한 원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9 (a)와 같이 0-3 또는 2-2 형 강유전체/완화형 

강유전체 세라믹 복합소재는 직렬로 연결된 두개의 커

패시터로 묘사되며 이를 통하여 각 물질의 분극이 결합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30)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따르면 서로 다른 유전율을 가지는 두 개 상

의 공존으로 인하여 완화형 강유전체의 전계유기 상전

이의 시작을 촉진할 수 있는 불균일한 로컬 전기장(local 

field)이 발생되게 된다.27) 이러한 이유는 그림 9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완화형 강유전체와 강유전체가 분극 

결합(polarization coupling)으로 인하여 실제로 각 물

질에 인가되는 전계는 외부에서 인가한 전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의 경우 강유전상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항전계 보다 높은 전계에서 완화형 

강유전상보다 높은 분극값을 가져야 비로소 분극 결합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완화형 강유전

체의 거대 변형특성을 유도시킬 수 있는 전계를 충분하

게 낮출 수 있다.27,30)

한편, Zhang 등은 지난 2015년 2-2형의 강유전체/

완화형 강유전체 세라믹 복합소재에서 전기장 인가에 

따른 변형률 차이로 인하여 복합소재 내부의 전기적 반

응 및 잔류 응력의 변화가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하여 전

계유기 상전이 전계가 감소되는 변형률 결합(strain 

coupling) 기구를 제안하였다.34) 그 후 2019년에 0-3

형 복합소재를 활용하여 변형률 기반 기구를 성공적으

로 입증한 결과가 보고되었다.29) 변형률 결합 기구에 대

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림 10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외부에서 전계를 인가하기 전, 즉 초기 상태에 

완화형 강유전체 분역이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강유전

체 분역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며, 이 때는 모든 

강유전체 및 완화형 강유전체 분역들이 무작위 방향으

로 배향되어 있다. 하지만 강유전체 분역 부분에 분극전

계(polarization field; Epol) 이상의 전계가 인가되면 주

위의 완화형 강유전체에 응력을 가하게 된다. 이때, 인

가한 전계가 강유전체 분역을 전계방향으로 배향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하게 되면 강유전체 분역의 빠른 배

향성으로 인하여 강유전체 주변에 응력이 발생되는데, 

이로 인하여 완화형 강유전체는 전계인가 방향으로 신

장(elongation) 응력을 그리고 전계인가 방향으로 압축

(compressive) 응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복합소재 모

그림 9.   (a) Schematic illustration of 0-3 and 2-2 type ferroelectric/relaxor composite with an equivalent circuit for each type and 
(b) an explanation for the expected outcomes due to the formation of composites based on the polarization-coupling 
mechanism.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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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완화형 강유전체에서 단일 소재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작동전계에도 큰 변형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외부인가 전계가 다시 “0”으로 감소되었을 때, 복

합소재는 생성되어 있던 인장 응력으로 인하여 완전히 

초기 상태 (분극 전)로는 복원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일부 완화형 강유전체 분역은 초기 상태로 복원되나 강

유전체 분역에 의해 내부 응력이 인가되고 있는 부분의 

분역은 잔재하게 됨으로 다음 전계인가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전계에서도 완화형 강유전체의 상전이가 유도된다

는 원리이다.

3. 결론

현재까지 PZT계 압전 세라믹스를 대체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무연 압전세라믹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다재다능한 

PZT계 압전 세라믹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보고된 비스무스계 무연 압전세라믹스에서 PZT에 

버금가는 전계유기 변형특성이 보고되고는 있으나 요

구되는 높은 작동전계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기

고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스무스

계 무연 압전세라믹스와 관련된 최근에 제안되고 있는 

세라믹/세라믹 복합소재 기술과 그 효과에 대하여 소개

하였다. 사실 코어쉘(core-shell) 구조 또는 소재 합성

시 자연적으로 강유전성과 완화형 강유전성이 공존하

는 구조를 통하여서도 작동전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본 기고문에서는 복합소재

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

였다. 비스무스계 무연 압전세라믹스의 세라믹/세라믹 

복합소재는 완화형 강유전체 세라믹스를 모재로 강유

전체 상을 보강제로 첨가하여 제작되고 첨가한 강유전

체로 인하여 모재인 완화형 강유전체의 전계유기 상전

이 전계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원리는 두 가

지의 다른 물질이 가지는 유전율 차이에 의한 분극 결합

(polarization coupling model) 또는 내부응력에 기인

그림 10. Schematic of strain coupling mechanism.29)

그림 11.   Comparison of normalized strain between PZT and 
BNT-based material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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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변형률 결합(strain coupling model)으로 제안되었

다.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바탕으로 얻어진 결과를 그림 

11에 요약하였으며 제안되고 있는 복합소재기술이 비스

무스계 무연 압전세라믹스의 작동전계를 효과적으로 감

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록 연성 

PZT계 세라믹스에 비하여 정규변형특성(Smax/Emax)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향후 실

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멀지 않은 미래에 무연 압전세라믹스가 실용화에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본 기고문의 끝을 맺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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