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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 K) NbO3 thick film was successfully achieved using a sol-gel coating process with the addition of
polyvinylpyrrolidone (PVP) to a metal alkoxide solution. The transparent coating solution, mixed with Nb:PVP = 1:1 in a molar
ration, was synthesized by evaporating the solvent to over 62.5 wt%. Additive PVP increased the viscosity of the solution so
that the coating thickness could be enhanced. The thickness of the (Na, K) NbO3 film assisted by PVP was ca. 320 nm at the
time of deposition; this value is four times thicker than that of the sample fabricated without PVP. Also, due to PVP binding
with the OH groups of the metal alkoxide, the condensation reaction in the film was suppressed. The crystalline size of the
(Na, K) NbO3 films assisted by PVP was ca. 15 nm smaller than that of the film fabricated without PVP. After the sintering
process at 700 oC, the (Na, K) NbO3 films were mainly composed of randomly oriented (Na, K) NbO3 phase of perovskite
crystal structure, including a somewhat secondary phase of K2Nb4O11. However, by adding PVP, the content of the secondary
phase became quite smaller than that of the sample without PVP. It was thought that the addition of PVP might have the effect
of restraining the loss of potassium and that PVP could hold metalloxane by strong hydrogen bonding before complete
decomposition. Therefore, the film thickness of the (Na, K) NbO3 films could be considerably advanced and made more crackfree by the addition of PVP.
Key words polyvinylpyrrolidone, sol-gel, coating, thickness enhancement.

1. 서

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9-11) (Na,K)
NbO3 막이 디바이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막의 두
께가 써브미크론 이상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뛰어난 강
유전체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12)
그러나 일반적으로 솔-젤 법을 이용하여 균열이 없는
0.1 µm 이하의 막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솔-젤 법
에 의해 그 이상의 두꺼운 막을 1회 코팅하여 제조하
기 위해서 높은 점도의 용액을 사용하면 코팅 막의 균

론

강유전체 막은 마이크로-전자기계 시스템에서 마이크로
엑츄에이터, 마이크로센서, 메모리 등에 적용되고 있다.1-3)
특히 (Na,K)NbO3는 무연 강유전체 세라믹으로써 제조 공
정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4-8) 그래서 (Na,K)
NbO3를 기반으로 한 세라믹의 제조 공정 뿐만 아니라
미세구조와 물질의 조성을 제어하여 강유전체 특성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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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혹은 박리 현상이 발생된다.13) 그러므로 원하고자 하
는 막의 두께를 얻기 위해서는 낮은 점도의 용액을 이
용하여 여러 번 코팅을 반복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코팅 막이 형성될 때 발생되는 수
축과정에서 용액의 거동을 완화시켜주는 킬레이팅제와 용
매 등을 선택하여 막의 두께는 향상시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14,15) Polyvinylpyrrolidone(PVP) 또한 전구체
용액에 첨가하여 코팅 막의 두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16,17) 왜냐하면 PVP의 아미드 그룹과 금
속 알콕사이드의 하이드록시 그룹 사이에서 강한 수소
결합을 통한 축합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균열의 형성
을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PVP를 첨가하여 1회 코팅하였을 때 균
열이 없는 (Na,K)NbO3 막의 제조 및 막의 두께를 향상
시키는 솔-젤 코팅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명한 용
액을 제조하기 위한 조건은 용매와 Nb 전구체 용액에
첨가된 PVP의 몰비를 최적화 함으로써 확인하였으며, 최
대 함량의 PVP가 용해된 투명한 용액을 사용하여 (Na,K)
NbO3 막을 제조 하였다. 제조된 막의 결정화도 와 미
세구조는 X-ray diffraction(XRD) 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2. 실험 방법
Fig. 1은 (Na,K)NbO3 막을 제조하기 위한 용액의 합
성 및 코팅 막 제조 방법을 나타낸다. 코팅 용액은
niobium ethoxide(Nb(OEt)5), sodium ethoxide(NaOC2H5),
potassium ethoxide(KOC2H5), acetic acid(CH3COOH), acetylacetone(C5H8O2) 과 PVP 를 용매2-Methoxyethanol
(CH3OC2H4OH)에 각각 정해진 몰비로 합성하였다. 또한
여분의 PVP가 용액에 추가하였다. 이때 각각의 전구체
niobium ethoxide : Na ethoxide : K ethoxide의 몰비는 1 :
0.5 : 0.5 이다. 또한 여분의 PVP 함량을 Nb : PVP의 몰
비를 1 : 0.5 에서 1 : 1.5로 변화시켜 계산하였다. 킬레이
팅제로써 2 mL 의 acetic acid 와 안정화제로써 1 mL 의
acetylaceton을 9 mL 용액에 섞은 후, 코팅 용액을 80 oC
에서 가열하면서 2시간 동안 교반하여 합성하였다. 최종
적으로 합성된 용액에서 용매를 로터리 펌프를 사용하
여 50 wt%를 휘발시켜 고농도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그
후 용액을 상온에서 밀봉하여 20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제조된 용액의 점도는 점도계(DV-II+Pro, BROOKFIELD)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코팅 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용액을 Si 기판 위에 떨
어뜨린 후 1250 rpm에서 1분간 스핀하여 코팅 막을 제
조하였고 코팅된 기판을 공기 중에서 건조한 후 150 oC
로 설정된 핫플레이트 위에 1분간 두어 건조하였다. 이

Fig. 1. Flow diagram for sol synthesis and film fabrication.

후 코팅 막은 300 oC에 설정된 전기로에서 10분간 넣어
열분해 하였고 최종적으로 700 oC로 설정된 전기로에서
10분간 열처리 하였다. 10분 후 샘플을 꺼내어 상온에
서 건조하였다. 열처리는 공기 중에서 시행되었다. 막의
결정 구조는 XRD(Cu-K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막의
표면구조 및 두께는 S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솔-젤 코팅 공정에서 (Na,K)NbO3 막의 두께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용액의 점도가 반드시 높아져야 한다. 용
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한 물질로 PVP는 많이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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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map for the PVP content of solvent in the sol to the Nb
content with various solvent contents controlled by vacuum
extraction.

있다.18,19) 다른 방법으로는 용액 내에 용매의 함량을 낮
춰야 점도를 높일 수 있다. Fig. 2는 용매의 함량과 Nb :
PVP 몰비의 변화에 따른 코팅 용액의 투명도를 나타낸
다. 투명한 용액을 얻기 위한 PVP와 Nb 의 몰비는 1 : 1
이었다. PVP를 더 첨가하였을 때는 용액은 불투명해졌
으며 용액 내부에는 성분들이 분리되거나 침전물이 발
생되어 코팅 용액으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또한 진
공 펌프를 사용하여 용매를 휘발시켰을 때 증발된 총 용
액의 양이 45 wt%, 용매는 휘발은 62.5 wt% 일 때까지
는 투명한 용액 상태를 유지하였다.
용액이 50 wt% 휘발되었을 때 용액은 불투명하게 변
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점도를 갖는 투명한 용액은
Nb : PVP의 몰비를 1 : 1로 하여 합성 한 후 용액중의 용
매를 약 62.5 wt% 휘발시킴으로써 얻어졌다.
PVP의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 용액의 점도는 높아졌
다. PVP가 6 wt% 까지 첨가되었을 때 용액의 점도는 약
50 mP·s 이였으며, 62.5 wt%의 용매가 휘발된 후의 용액
의 점도는 최대 100 mP·s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Na,K)NbO3 막은 Si 기판 위에 고점도를 갖는 용액을
떨어뜨린 후 스핀 코팅 되었고 150 oC 에서 1분 건조된
후, PVP와 다른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하여 300 oC에서
10분 동안 열분해 되었다. Kozuka 등은 PVP는 약 210
o
C 에서 360 oC 사이에서 분해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
다.20) PVP가 분해될 때, PVP의 C=O 그룹과 금속산화
물의 OH 그룹 사이에 강한 수소결합이 발생되며 연속
적으로 축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열분해 과정에서 막
의 내부에 발생될 수 있는 균열이 억제된다.22) 최종적으
로 균열이 없는 (Na,K)NbO3 막을 만들기 위하여 700 oC
에서 10분간 열처리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약 440 oC 정
도에서 CH3COO− 와 킬레이팅 금속이온의 분해가 이루
어지며 다른 잔존 유기물들도 없어진다.21) 그러므로 대
부분 막의 수축은 열분해와 열처리 공정 중에 발생하게

되고 고온에서 최종 열처리를 통하여 제조 된 막은 결
정화가 된다.
Fig. 3은 2 종류의 (Na,K)NbO3 막의 모습을 보여준
다. PVP가 첨가되지 않은 (Na,K)NbO3 막은 균일하고 치
밀하게 Si 기판 위에 코팅되었다. 한편, PVP가 첨가된
경우는 (Na,K)NbO3 막의 두께가 Fig. 3(b)에서 보여지듯
이 약 320 nm까지 향상되었다. PVP 가 함유되지 않은
막의 두께는 그림 Fig. 3(a)에서 보듯이 약 80 nm로 확
인 되었다. PVP를 첨가하여 막의 두께가 약 4배 정도
증가 되었다. 막의 표면 구조를 확인한 결과 PVP를 첨
가하여 제조 하였을 때도 표면의 거칠기는 다소 증가하
였지만 균열이 없는 미세구조를 보이고 있다.
Fig. 4는 700 oC에서 열처리된 (Na,K)NbO3 막의 XR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600
o
C에서 열처리된 (Na,K)NbO3 막은 결정화가 시작되었지
만 완전히 결정화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열처리 온도는
700 oC 결정하였다. PVP 첨가 유무에 따라 제조된 두 막
은 열처리 이후에 다소 K2Nb4O11 2차 상을 포함한 불규
칙적으로 배향된 페로브스카이트 (Na,K)NbO3 결정상을 나
타내었다. K2O-Nb2O5의 상태도에 의하면, 만약 Nb2O5
와 K2O 의 비율이 1.5보다 크면 K2Nb4O11 상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각 원소의 조성이 (Na,K)NbO3
가 되는 화학량론적인 조성이지만, 제조 공정 중에 Na의

Fig. 3. SEM image of the surface and cross section of the (Na,K)
NbO3 films with PVP deposited on Si(100) substrate : (a) (Na, K)
NbO3 films and (b) (Na, K) NbO3 films assisted by P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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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50 oC, 300 oC, 700 oC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Na,K)
NbO3 막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PVP 의 첨가는 막의
두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막의 균열도 억
제시켰다. PVP가 첨가된 용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Na, K)
NbO3 막의 두께는 1회 코팅에 약 320 nm 로 PVP 가
첨가되지 않은 용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막의 두께보다 4
배 두꺼운 값을 나타내었고, 제조된 막의 입자 크기는 약
15 nm 로 더 작았다. 또한 PVP 첨가에 의해 열처리 후
형성되는 K2Nb4O11 의 2차상 성분도 많이 줄어들었다.

감사의 글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Na, K) NbO3 films sintered at
700 oC : (a) (Na, K) NbO3 and (b) (Na, K) NbO3 assisted by PVP.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2차상인 K2Nb4O11 이 형성되었다
고 판단된다. (Na,K)NbO3 세라믹스는 고온에서 열처리
시 Na의 휘발에 의한 2차상인 K2Nb4O11이 형성되게 되
면 최종적으로 만들어 지는 (Na,K)NbO3 세라믹스의 결
정도가 낮아짐에 따라 강유전 특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박막 코팅 후 열처리 조건에서Na와 K의 휘발량을 적절
히 조절해야 한다.22) Na는 고온에서 휘발에 의해서 쉽게
손실되지만, 솔-젤 공정에서 (Na,K)NbO3를 만들기 위한
화학량론적 조성을 설계하기 위해서 여분의 Na가 첨가
될 수 있다. 특히 PVP의 첨가에 있어서는,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PVP를 첨가 하지 않았을 때보다 PVP
를 첨가한 경우가 2차상의 형성이 훨씬 작아졌다. 이 결
과는 PVP의 첨가가 Na 의 손실을 억제시켰다고 생각된
다. 왜냐하면 PVP는 완전히 분해되기 전까지 강한 수소
결합에 의해 금속 알콕사이드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반치폭을 이용하여 Hall-Williamson 공식에 의해 계산
된 PVP를 첨가하여 제조된 (Na,K)NbO3 막의 결정입자
크기는 약 15 nm이였으며 PVP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막의 결정입자 크기는 20 nm로 확인되었다. 반면, PVP
를 첨가하여 제조된 (Na,K)NbO3 막의 잔류 응력 값은
0.0059 로 PVP 첨가 없이 제조된 막의 잔류 응력 값
0.0108의 절반 정도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두껍고 균열이 없는 (Na,K) NbO3 막을 코팅하기 위
한 투명한 용액은 Nb : PVP의 몰비를 1 : 1로 하여 합성
한 후 용액중의 용매를 약 62.5 wt% 휘발시킴으로써 얻
어졌다. PVP를 포함한 알콕사이드 용액을 스핀 코팅하

본 연구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정책연구사업의 연구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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