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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ngsten bronze structure Sr1-xBaxNb2O6 (SBN) single crystals were grown primarily using the Czochralski method,

in which several difficulties were encountered: striation formation and diameter control. Striation formation occurred mainly

because of crystal rotation in an asymmetric thermal field and unsteady melt convection driven by thermal buoyancy forces.

To optimize the growth conditions, bulk SBN crystals were grown in a furnace with resistance heating elements. The zone of

O2 atmosphere for crystal growth is 9.0 cm and the difference of temperature between the melt and the top is 70 oC. According

to the growth conditions of the rotation rate, grown SBN became either polycrystalline or composed of single crystals. In the

case of as-grown Sr1-XBaXNb2O6 (x = 0.4; 60SBN) single crystals, the color of the crystals was transparent yellowish and the

growth axis was the c-axis. The facets of the crystals were of various shapes. The length and diameter of the single crystals

was 50~70 mm and 5~10 mm, respectively. Tungsten bronze SBN growth is affected by the temperature profile and the

atmosphere of the growing zone.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on heating and on cooling of the grown SBN single

crystals were not matched. These coefficients were thought to influence the phase transition phenomena of SBN.

Key words tungsten bronze structure, Sr1-xBaxNb2O6(SBN) single crystals, growth condition, Czochalski method.

1. 서  론

Sr1-xBaxNb2O6(SBN)과 같은 강유전성 특성을 갖고 있

는 텅스텐 브론즈(tungsten bronze structure)형 단결정(0.25

≤ x ≤ 0.75)은 광도파로 소자,1) 광굴절 소자,2-3) 밀리미터

파장 소자,4) 그리고 초전 소자5,6) 등 다양한 응용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점군이

4 mm인 SBN 정방정계(tetragonal) bronze 결정인 경우

다른 강유전체 재료인 BaTiO3나 KNbO3의 강한 종방향

(longitudinal) 광학 특성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뛰어

난 횡방향(transverse) 강유전성 및 광학 특성을 갖고 있

다. 따라서 보다 품질이 우수한 단결정을 성장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텅

스텐 브론즈 단결정 성장은 구성 원소가 비교적 많고 성

장조건에 따라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가역

성 광 메모리(reversible optical memory)의 매체로 활용

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은 SBN 결정의 산업화 응용을

제한하는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재

현성이 뛰어난 재료를 생산 개발함으로서 제품의 상용

화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로 활발히 수반되고 있다.

강유전성 결정 SBN은 공간 그룹이 P4bm(C4v)으로 4

mm의 극성(polar)계에 속한다. Tetragonal 단위포는 5개

의 구조식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라믹 소결체의 고

용체 조성에 따른 a 축과 c 축은 다소 차이가 있다. 격

자상수 a와 c는 SrO/BaO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고 있으며, Nb2O5가 증가함에 따라 a는 감소하지만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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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격자상수의 크기는 성

장된 결정의 냉각속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결

정의 냉각속도가 크면 클수록 격자상수 a는 작아지며 격

자상수 c는 커지게 된다.7) SBN에 있어 화학결합에 관한

성질은 문헌상으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SBN과 LiNbO3

에 있어 원자 간의 거리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서, LiNbO3

는 NbO6 옥타헤드라(octahedra)의 Nb-O 결합은 실질적

으로는 공유결합(covalence)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자발

분극 Ps의 값을 고려해 볼 때 순수한 이온 모델로 적

용해보면 실험적으로 얻어진 결과의 대략 절반정도로 이

것은 자발분극 Ps에 전자의 기여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

음을 의미하고 있다.6)

텅스텐 브론즈 단결정 성장은 다른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층형 구조(layered structure) Bi4Ti3O12 그리

고 lead germanates, phosphates 그리고 vanadates와 비

교하여 성장하기가 쉽지 않지만 perovskite 단결정에서 야

기되는 90o와 180o twin이 없고 간단한 상전이가 일어

난다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결정성장이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결정 성장 공정은 성장된 단결정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

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조성(Multicomponent) 고

용체 system의 경우 결정의 균일 조성 제어(homogeneity

control)에 주의해야 하며, 결정학적 site의 exchange(특히

Ba2+, Sr2+, K+, La3+와 같은 15배위와 12배위 이온들)가

심하여 striation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

다. 또한 고온에서의 성장(1550 oC 까지)은 휘발을 야기

하며, 산화-환원(oxidation-reduction, Nb5+
F Nb4+) 문제

도 야기되고, 상전이를 통해 열 순환(thermally cycling)

하면 cracking이 발생, 이것은 결함에 의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8)

본 연구에서는 기존 LiNbO3나 LiTaO3등 여러 산화물

의 단결정 성장에 사용하던 R.F. 가열식 Czochralski 단

결정 성장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저항 발열체(re-

sistance heating element)로 가열되는 성장장비를 제작하

여 사용하였다. 이는 R.F. 가열 방식의 단결정 성장 장

비와의 결정 성장 있어서 차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SBN 등 새로운 단결정 성장에 있어 기본 조건으로 사

용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SBN 단결정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초기원료는 단결정

의 품질에 큰 영향을 준다. 원료에 포함되어있는 불순물

은 단결정 제조 시 cracks의 발생 원인이 되거나 성장

된 단결정의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SBN단결정을 성장하

기 전에, 원료의 순도와 불순물의 종류 및 함량을 조사

하였다. 사용된 원료는 높은 고순도의 원료를 사용하였으

며 다음과 같다. BaCO3는 99.999%의 순도를 갖는 Cerac

Incoporation사(미국)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SrCO3

는 순도 99.99%의 Rare Metallic Co.에서 제조된 분말

을, Nb2O5는 99.995%의 순도를 갖는 H.C. Starck Co.

(독일)의 분말(Ultra Pure Grade)을 사용하였다. 출발 원

료 BaCO3, SrCO3, Nb2O5의 불순물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준비된 고순도 원료는 혼합하기 전에 대기의 수분 흡

수성을 고려하여 150 oC oven에서 하루 이상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혼합된 조성은 다음과 같은 반응식 

 

(1 − X)SrCO3 + XBaCO3 + Nb2O5 = Sr1-XBaXNb2O6 + CO2 

(1)

에서 Sr1-XBaXNb2O6(x = 0.4; 60SBN)인 조성을 선택하였

다. 각각의 원료는 소수점 3째 자리까지 측정하여, nylon

jar에 혼합하여 nylon balls과 함께 15 hrs 동안 혼합하였

다. 이때 solvent는 ethyl alcohol을 사용하였으며, 혼합된

slurry는 oven에서 건조한 후 mortar에서 분쇄한 후 disc

형태로 성형하고 최고온도 1350 oC-5hrs 동안 소결하였

다. 이 때 소결 과정 중에서 CO2의 휘발을 고려하여

1000 oC-2hr 유지한 후 최종 소결온도까지 가열하였다. 소

결 된 분말은 XRD 분석을 통해 SBN의 상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9)

SBN단결정의 경우 고액계면에서 상부 방향에 따른 온

도구배가 성장된 단결정의 물리적인 특성에 중요한 영

Table 1. Impurities of the raw materials.

Elements BaCO3 (ppm) SrCO3 (ppm) Nb2O5 (ppm)

Al < 1 1

Ca < 1 < 15 2

Cr 2 0.3

Cu < 1 0.1

Mg < 1  2 1

Pb 1 < 1 0.5

Si < 1 2

Ti 1 1

Sr < 2

Na 5 0.5

Ba < 10

Fe < 1 0.5

Ta 12

B 2

V 1

W 1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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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므로 저항 발열체를 이용한 성장방법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결정 성장 장비를 개략화 하여 Fig. 1에 나타

내었다. 결정 성장 장비의 인상장치(puller)와 저항 발열

체 성장 전기로는 자체 제작되었다. 성장 전기로는 super-

kantals을 발열체로 사용하여 1600 oC까지 사용이 가능하

다. 발열체는 상하좌우 각각 2개씩 배치하여 온도의 균

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밑에서 Pt도가니와 원

료를 장입하여 상하로 수직이동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밑

부분을 보온을 위하여 밀폐시켰다. 이때 Pt도가니는 알

루미나 튜브와 튜브형태로 가공된 내화단열벽돌로 감싸

Pt도가니의 보호와 내용물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방지하

도록 하였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인자인 분위기는 gas

를 도가니 부근으로 흘려 제어 할 수 있게 하였다. 인

상장치(Puller)는 스텝모터(stepping motor) 2개를 이용하

여 인상속도는 0.001-999 mm/min(mm/hr)로 회전속도는

0.1-999 mm/min(mm/hr) 범위에서 수동 및 자동조절이 가

능하다. View hole을 통하여 용융액(melt)의 표면과 seed

에서 성장되는 SBN단결정을 관찰되도록 하여 인상속도

와 회전속도, 그리고 발열체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그리

고 인상장치(puller)의 샤프트(shaft)는 내부로 냉각수를 통

과시켜 고온에서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소결 된 disc 형상의 SBN 시편들을 직경이 4 cm, 높이

4 cm 인 비이커 형(beaker type) Pt 도가니에 장입하여

200 oC/h로 1540 oC까지 승온(heating)하여 1540 oC에서 4

시간이상 유지하였다. 가열, 유지, 냉각 동안 항상 O2 gas

를 흘려 산화분위기로 하였다. SBN의 녹는점(melting

point)은 1480 oC이지만 본 실험실의 thermocouple 위치

에서는 1500 oC에서 용융되었다. 충분한 용융 및 용융 혼

합(soaking)을 하기 위하여 용융 온도는 1540 oC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1540 oC에서 view hole을 통해 내용물이

완전히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말 충진은 최초

에는 충진과 용융을 3번 행하여 Pt 도가니에 90 vol%되

도록 하였으며, 결정 성장 후에는 성장된 양만큼 더 충

진하여 용융액이 Pt도가니의 일정량이 되도록 하였다.

Seed는 Pt 3 wire bundle 또는 SBN 단결정을 사용하

였으며, seed SBN 단결정은 Pt wire에서 성장시킨 SBN

단결정을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길이가 보

통 5 mm 이다. 결정의 표면은 결함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 1200 SiC paper로 연마한 뒤 희석된 질산으로

세척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저항 발열체(Resistance heating elements)를 사용한 성

장 전기로에서 외부 전력의 불균일, 낮과 밤의 기온차

와 내부 잠열로 인하여 결정의 정확한 녹는점(melting)

온도 측정이 어려웠다. 정확하지 않은 온도에서 결정을

성장시킬 경우 melting 온도가 높으면 seed에 결정이 형

성되지 않고, melting 온도가 낮으면 seed를 담그는 순간

갑작스런 결정화(frozen)가 일어나 다결정(polycrystalline)

이 형성되거나 양질의 단결정을 얻기가 힘든 결과를 초

래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결정성장온도 측정은 다

음과 같이 하였다. 측정 초기에는 Pt wire를 melt에 조

금만 담궈 melt의 점도나 결정질의 유/무를 식별하여 용

Fig. 2. Temperature profile of furnace(reference temperature,

1470 oC).

Fig. 1. Schematic diagram of Czochralski crystal growing system.

(1. O2 gas flow, 2. Thermocouple, 3. Resistance heating element, 4.

Alumina pot, 5. Alumina powder, 6. Alumina tube, 7. Seed tube,

8. Sapphire plate and view hole, 9. Insulator, 10. Alumina tube, 11.

Pt three wire bundle, 12. Pt crucible, 13. Alumina insulating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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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온도를 측정하였고, 후에는 초기 측정 온도에서 ± 1 oC

씩 온도 제어기(temperature controller)를 제어하여 view

hole을 통한 관찰로 좀 더 정확한 결정성장 온도를 측

정하였다. 

Fig. 2는 단결정 성장로의 내부 온도의 온도구배를 확

인하기 위하여 저항 발열체 성장 전기로의 thermocouple

을 1470 oC에 고정시킨 후(reference temperature), seed

rod hole을 통하여 다른 thermocouple을 이동하여 Pt-

crucible 바닥에서부터 상부로 5 mm 간격으로 온도를 조

사한 결과이다. 이 온도 분포도는 높이가 0~40 mm인 Pt-

crucible 내에서는 온도가 균일하게 나타나며 높이가 40~

130 mm alumina pot 내에서는 seed rod hole 부근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

은 성장 전기로의 thermocouple을 1470 oC로 고정시킨

후, seed rod hole의 중심축에서 반경 2 cm 부분의 온도

를 구부린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45o씩 회전하면서

온도를 조사하고, Pt-crucible 바닥부터 0, 5, 10 및 15 cm

부분의 온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0과 5 cm 부분에서는

평면사이에서 3 oC차이가 났으며 10과 15 cm 부분에서

는 7 oC차이가 났다. 높이가 같은 위치에서 온도 구배가

생긴 것은 성장 전기로의 발열체의 길이에 따른 영향으

로 보인다. 60 mm 높이까지는 온도 기울기가 각각 1 oC/

cm, 0.3 oC/cm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단결정을 성장하기 위하여 단결정 성장장치에서 원료

소결체는 백금 도가니에 장입하여 가열, 용융하였다. 이

때 용융온도는 1500 oC 부근으로 소결체를 혼입 용융하

여 반복 확인하였으나 1540 oC로 선정하였다. 이 온도는

지금까지 보고 발표된 녹는점(melting point) 보다 대략

60 oC 높으나, thermocouple의 위치에 따라 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다 높은 온도에서 용융하였다. 용융이 확인된

후 3 Pt wire bundle을 seed로 사용하여 melt에 접촉하

여, 성장을 시도하였다. 

성장한 결정9)은 poly-crystal인 경우에는 불투명하고

single crystal인 경우에는 투명하였으며 약한 노란색(yel-

lowish 60SBN)을 띄었다. 길이는 5~70 mm이며, 직경은

약 5~10 mm의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인상속도와 회전

속도 등 성장 변수에 따른 성장 외형은 다른 결정 형상

을 보였다. Table 2에 성장 변수에 따라 얻어진 SBN 단

결정을 요약하였다. 저항 발열체 로를 이용하여 성장 시

킬 수 있는 SBN 단결정은 인상속도, 회전 속도, 성장 온

도 및 용융액 분위기 등이 성장 환경에 복합적으로 작

용하며,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최적 조건을 찾기는 쉽

지 않았지만, 단결정을 얻기 위한 성장 환경을 다양한

조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저항 발열체 로를

사용하는 성장 조건에서 형성된 단결정과 Bridgeman 및

rf-Czochralski 등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단결정의 형상 및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여 최적의 SBN 단결정 성장 조건

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Tungsten bronzes

구조로 성장시킨 SBN의 형태는 SBN의 조성뿐만 아니

라 성장하는 온도구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본 연

구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일정하지 않은 크기의 facet을

형성하면서 성장하였다. Pt wire에서 형성된 결정은 Pt

wire에 수직으로 다이아몬드 휠(diamond wheel)을 이용

하여 낮은 속도로 절단한 후 결정면을 XRD 분석하였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growing zone in furnace.

Table 2. Obtained crystals of various growing condition.

Pulling rate 

(mm/hr)

Rotation

(rpm)

Growing 

temp. (
oC)

Atmosphere
Crystal 

type

1 3 1506 O2 single

1.5 3 1500 O2 ploy

1.5 3 1505 O2 single

1.5 10 1505 O2 poly

1.5 10 1505 O2 single

2 3 1503 O2 poly

2 8 1503 O2 single

3 10 1506 O2 poly

3 0 1507 O2 poly

4 15 1503 O2 single

4 20 1503 O2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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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 결과 Pt wire에서 자란 결정은 c-axis 방향으

로 단결정이 성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장된 결정은

대부분 (110)면이 발달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9)

Fig. 4에서는 1.5 × 1.5 × 10(mm) SBN 단결정 시편을 c-

axis으로 측정한 열팽창율을 나타내었다. Thermo-mechanical

analysis(TMA)는 진동 주기가 없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하

중에서 측정되는 물질이 프로그램에 의해 조절되는 온

도변수에 따른 길이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TMA를 이용

하여 결정의 열간 선팽창율을 측정하였으며, 사용 된 표

준 기준 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 SRM)은 길이

10 mm alumina rod이다. 측정 시 가열 및 냉각속도는

7 oC/min로 상온부터 1000 oC까지 하였으며, 하중은 시편

holder에 −5 g을 하였고, N2 gas는 50 ml/min로 flow하

였다. TMA기기는 Shimadzu(Japan)사의 model TMA60-

H였다. SBN은 Curie 온도 이상에서는 공간 그룹이 P4bm

에서 비분극 그룹인 로 포인트 그룹은 

로 전이하게 되어 Curie 온도를 전 후 해서 급격한 팽

창과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열과 냉각

시 팽창율이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smearing 상

전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

전율 측정에서도 유사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온

도에 대한 유전율의 특성은 주파수가 증가 할수록 감소

하며, 유전율의 온도 의존성에서 유전율이 최고로 나타

나는 온도는 주파수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

전율의 특성은 relaxor적 특성을 보였지만 주파수에 대한

relaxor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ungsten bronze 구조

를 가지는 강유전적 고용체에서 diffused phase transi-

tion(DPT) 거동을10) 보면 상전이 온도 근처에서 유전율

의 변화 모양이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고 주파수에 따라

유전율의 최고 값이 넓은 온도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러

한 현상은 화합물의 조성 때문에 상전이 온도 부근에서

결정구조가 국소적으로 대칭성이 깨어져 미시적인 com-

positional fluctuation에 의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9)

4. 결  론

R.F. 가열식 Czochralski 단결정 성장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저항 발열체(resistance heating element)로

가열되는 성장장비를 제작하여 사용하여 텅스텐 브론즈

구조를 갖고 있는 Sr1-xBaxNb2O6(SBN) 단결정 성장하였

다. 저항 발열체(Resistance heating elements)를 사용한

성장 전기로에서는 외부 전력의 불균일, 낮과 밤의 기

온차와 내부 잠열로 인하여 결정의 정확한 melting 온

도 측정이 어려우므로 결정 성장 영역(growing zone)에

대한 온도 구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아울러 결정 성

장 분위기가 고품질 단결정을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성장한 결정은 poly-crystal인 경우에는 불투

명하고 single crystal인 경우에는 투명하였으며 약한 노

란색(yellowish 60SBN)을 띄었다. 길이는 5~70 mm이며,

직경은 약 5~10 mm의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인상속

도와 회전속도 등 성장 변수에 따른 성장 외형은 다른

결정 형상을 보였다. 

열팽창 계수 측정 결과 Curie 온도를 전 후 해서 급

격한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열과

냉각 시 팽창율이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smearing

상전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화합물의

조성 때문에 상전이 온도 부근에서 결정구조가 국소적으

로 대칭성이 깨어져 미시적인 compositional fluctuation에

의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으며, 유전특성과도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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