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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압전 세라믹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하기의 화학식 1:

화학식 1

(1-n)(K1-x-yNaxLiy)m(Nb1-zTaz)O3-nM1M2O3

(단, 식중에서, M1은 예를 들어, Mg, Ca, Sr 또는 Ba 등의 2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고, M2는 예를 들어, 
Ti, Zr, Sn 또는 Hf 등의 3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며, x, y, z, m, n은 하기의 조건: 0.1≤x, y≤0.3, 
x+y＜0.75, 0≤z≤0.3, 0.98≤m≤1.0 및 0＜n＜0.1을 만족한다)로 표시된 조성물을 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을 제공한다. 

색인어

압전 세라믹 조성물, 압전 세라믹 필터, 압전 세라믹 발진기, 비유전율, 임피던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압전 세라믹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예를 들어, 압전 세라믹 필터 및 압전 
세라믹 발진기 등의 압전 세라믹 소자들에 대한 재료로서 유용한 압전 세라믹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지르콘산 티탄산 납(Pb(TixZr1-x)O3) 또는 티탄산 납(PbTiO3)를 주로 포함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이, 예를 

들어, 압전 세라믹 필터 등의 압전 세라믹 소자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들 유형의 압전 세라믹 
조성물에 대한 제조공정에 있어서, 납계 산화물(lead oxide)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납계 산화
물의 기화에 의해, 제조된 소자들의 특성에 있어서 균일성(uniformity)이 악화된다.

반대로, 예를 들어, (K1-x-yNaxLiy)NbO3 등의 조성식으로 표시된 포타슘 소디움 리튬 니오베이트를 주로 포

함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은, 상기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는데, 이들이 납계 산화물을 함유하지 않기 때
문이다. 포타슘 소디움 리튬 니오베이트를 포함하는 이런 몇몇 조성물들은, 높은 전기기계 결합계수 K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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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예를 들어, 압전 세라믹 필터 및 압전 세라믹 발진기 등의 압전 세라믹 소자들을 제조하는데에 
유망한 재료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포타슘 소디움 리튬 니오베이트를 주로 포함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은, 지르콘산 티탄산 납 또
는 티탄산 납보다 더 낮은 비유전율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를 들어 압전 세라믹 필터 및 압전 세
라믹 발진기 등의 압전 세라믹 소자용 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 세라믹 소자들을 포함하는 회로와의 임피
던스-정합이 저조하며, 때때로 회로설계가 어렵다.

압전 세라믹 조성물이 고주파수 영역에 사용되는 경우, 하기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르콘산 
티탄산 납을 주로 포함하는 종래 압전 세라믹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높은 비유전율(대략 1000~2000)을 갖
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예를 들어, 100㎒ 초과의 고주파수 영역에서 감소하여, 이런 고주파수 영역에서 
이것의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반대로, 티탄산 납(PbTiO3)를 주로 포함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지르콘산 티탄산 납을 주

로 포함하는 상기 압전 세라믹 조성물보다 더 낮은, 대략 200의 비유전율을 갖는다. 그러므로, 티탄산 납
(PbTiO3)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더 높은 고주파 영역에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높은 고주

파 영역에서의 사용을 고려하여, 더 낮은 비유전율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르콘산 티탄산 납 또는 티탄산 납을 주포 포함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은 대략 2000~2500 ㎐·m
으로 낮은 두께방향으로 진동의 공진 주파수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런 압전 세라믹 조성물이 얇은 슬라
이스(slice)로 가공되어 진동자를 형성하는 경우, 진동자는 제한된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반대로, 예를 들어, (K1-x-yNaxLiy)NbO3 등의 조성식으로 표시된 포타슘 소디움 리튬 니오베이트를 주로 포

함하는 몇몇 압전 세라믹 조성물은, 티탄산 납보다 더 낮은 대략 100의 비유전율, 및 대략 3000~3500 ㎐
·m으로 낮은 두께방향으로 진동의 공진 주파수를 갖는다. 그러므로, 몇몇 조성물들은, 고주파 영역에서 
이것의 사용을 고려하여, 지르콘산 티탄산 납 또는 티탄산 납보다 더욱 유용한 특성을 갖는 재료로 사용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포타슘 소디움 리튬 니오베이트를 주로 포함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들은, 대략 150~300 ppm으로 
높은 두께방향으로 진동의 공진 주파수의 큰 온도 의존 인자(이 인자는 fr-TC로 간주되며, 압전 세라믹 
필터 및 압전 세라믹 발진기용 재료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를 갖는다. 그러므로, 압전 세라믹 조성물
은, 지르콘산 티탄산 납, 티탄산 납 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아직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fr-TC로 표시된 두께 방향으로의 진동의 공진 주파수의 상술한 온도 의존 인자는, 하기의 수학식 1:

(단, 식중에서, frmax는 -20℃~+80℃의 온도 범위 이내에 두께방향으로 진동의 최대 공진 주파수를 나타내

고, frmin는 -20℃~+80℃의 온도 범위 이내에 두께방향으로 진동의 최소 공진 주파수를 나타내며, fr20은 

20℃에서 두께방향으로의 진동의 공진 주파수를 나타낸다)로부터 계산된다. 

본 발명은 포타슘 소디움 리튬 니오베이트(potassium sodium lithium niobate)를 주로 포함하는 압전 세
라믹 조성물에 의해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서 달성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1000 이상의 향상된 비유전율(relative dielectric constant) 및 실제적으로 
충분한  값,  예를  들어,  25%  이상의 Kp 로  표시된  전기기계  결합계수(electromechanical  coupling 

coefficient)를 갖는 납을 포함하지 않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으로는, fr-Tc로 표시된 공진 주파수의 온도 의존 인자가, 즉, 100ppm 이하가 유리하
며, 또 비유전율은 180 이하인 압전 세라믹 조성물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상기 조성물은 두께방향으로 진
동의 공진 주파수의 온도-의존 인자가 3000 Hz·m 이상인 조건하에서, 고주파 영역에서 적절하게 사용된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1측면에 있어서, 

하기의 화학식 2:

화학식 2

(1-n)(K1-x-yNaxLiy)m(Nb1-zTaz)O3-nM1M2O3

(단, 식중에서, M1은 2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고, M2는 3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며, x, y, z, m, n은 하
기의 조건: 0.1≤x, y≤0.3, x+y＜0.75, 0≤z≤0.3, 0.98≤m≤1.0 및 0＜n＜0.1을 만족한다)로 표시된 조
성물을 주로 포함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이 제공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M1은 Mg, Ca, Sr 및 Ba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원소이며, 또 M2는 
Ti, Zr, Sn 및 Hf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원소인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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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측면에 따르면, 우수한 특성들, 예를 들어, 1000 이상의 비유전율과, 25% 이상의 Kp로 표시

된 전기기계 결합계수, 및 200℃ 초과의 퀴리점을 갖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이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측면에 따르면, 

하기의 화학식 3:

화학식 3

(1-n)(K1-x-yNaxLiy)m(Nb1-zTaz)O3-nM1M2O3

(단, 식중에서, M1은 2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고, M2는 3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며, x, y, z, m, n은 하
기의 조건: x≤0.9, 0.02≤y≤0.3, 0.75≤x+y, 0≤z≤0.3, 0.98≤m≤1.0 및 0＜n≤0.05을 만족한다)로 표
시된 조성물을 주로 포함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이 제공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M1은 Mg, Ca, Sr, Ba 및 Pb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원소이며, 또 M2
는 Ti, Zr, Sn 및 Hf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원소인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제2측면에 따르면, 우수한 특성들, 예를 들어, 100ppm 이하의 fr-TC로 표시된 공진 주파수의 
온도 의존 인자 및 200℃ 초과의 퀴리점을 갖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이 얻어질 수 있으며, 상기 조성물은 
두께방향으로 진동의 공진 주파수의 온도-의존 인자가 3000 Hz·m 이상이며, 또 비유전율이 180 이하인 
조건하에서, 고주파 영역에서 적절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제1 또는 제2측면의 압전 세라믹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압전 세라믹 필터 및 압
전 세라믹 발진기 등의 압전 세라믹 소자들이 제조될 소자들의 원하는 특성들을 충족하도록 유리하게 제
조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압전 세라믹 조성물은 하기의 화학식 4:

화학식 4

(1-n)(K1-x-yNaxLiy)m(Nb1-zTaz)O3-nM1M2O3

로 표현되는 조성물을 주성분으로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측면을 참조하여, 이하에서는 상기 파라미터가 소정의  범위로 한정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
명하겠다.

x 및 y는 0.1≤x 및 y≤0.3이 되도록 한정된다. x 및 y가 상기 범위를 벗어나면, 소결된 제품은 만족스럽
지 못하다. x+y는 x+y＜0.75가 되도록 한정된다. x+y가 0.75이상이면, 전기 기계 결합 계수 Kp가 25%미만

으로 감소되며, 이에 따라서 상기의 조성물을 압전 세라믹 필터, 압전 세라믹 발진기 등의 재료에 적용하
기 어렵게 된다.

z는 0≤z≤0.3이 되도록 한정된다. z가 상기 범위를 벗어나면, 퀴리점이 200℃이하로 감소하며, 이에 따
라서 본 발명에 의한 압전 세라믹 조성물로 형성된 소자의 온도 변화에 대한 특성의 편차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m은 0.98≤m≤1.0이 되도록 한정된다. m이 상기 범위를 벗어나면, 소성된 압전 세라믹 조성물의 분극 처
리가 어렵다.

n은 0＜n＜0.1이 되도록 한정된다. n이 0.1이상이면, 전기 기계 결합 계수 Kp가 25% 미만으로 감소되며, 

이에 따라서 상기 조성물을 압전 세라믹 필터, 압전 세라믹 발진기 등의 재료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본 발명의 제 2 측면을 참조하며, 이하에서는 상기 파라미터가 소정의 범위로 한정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
명하겠다.

x 및 y는 x≤0.9 및 0.02≤y≤0.3이 되도록 한정된다. x 및 y가 상기 범위를 벗어나면, 소결된 제품은 만
족스럽지  못하다.  x+y의  값은  0.75≤x+y가  되도록  한정된다.  x+y가  0.75미만이면,  비유전율이  180을 
넘고, 이에 따라서 상기의 조성물을 고주파 영역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결점을 갖는다.

z는 0≤z≤0.3이 되도록 한정된다. z가 상기 범위를 벗어나면, 퀴리점이 200℃이하로 감소하며, 이에 따
라서 본 발명에 의한 압전 세라믹 조성물로 형성된 소자의 온도 변화에 대한 특성의 편차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m은 0.98≤m≤1.0이 되도록 한정된다. m이 상기 범위를 벗어나면, 소성된 압전 세라믹 조성물의 분극 처
리가 어렵다.

n은 0＜n≤0.05가 되도록 한정된다. n이 0.05를 넘으면, 퀴리점이 200℃이하로 감소하여, 본 발명에 의한 
압전 세라믹 조성물로 형성된 소자의 온도 변화에 대한 특성의 편차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으나, 이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출발원료로서 K2CO3, Na2CO3, Li2CO3, Nb2O5, Ta2O5, CaCO3, SrCO3, BaCO3, TiO2, ZrO2 및 SnO2를 준비하고,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조성식 (1-n)(K1-x-yNaxLiy)m(Nb1-zTaz)O3-nM1M2O3의 조성물을 형성하도록 칭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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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료에 있어서, 상기 출발 원료를 볼 밀을 사용하여 약 4시간 동안 알코올에 습식 혼합하고, 얻어진 
혼합물을 건조하고, 이어서 700-900℃에서 하소하였다. 이어서, 건조된 혼합물을 거칠게 분쇄하고, 볼 밀
을 사용하여 약 4시간 동안 적절한 양의 유기 바인더로 습식 밀링하고, 40메시 체를 통과시킴으로써, 밀
링된 분말의 입자 크기를 조정하였다.

이어서, 입자 크기가 조정된 분말을 약 1000kg/cm
2
로 성형하여 직경 12mm, 두께 1.2mm의 원반을 얻고, 이 

원반을 통상의 소성 방법에 의하여 1050℃-1300℃에서 소성함으로써, 세라믹 원반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은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소성함으로써 세라믹 원반의 양 측면에 은 전극을 형성하
였다. 원반을, 50-150℃의 전기 절연유(insulating oil)내에서 약 10-30분간 2-10 kV/mm의 DC전압을 인가
하여 분극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시료로서의 압전 세라믹 원반을 얻었다.

얻어진 시료에 대하여, 비유전율, 전기 기계 결합 계수 Kp 및 퀴리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나

타낸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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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있어서, *로 표시된 시료는, 본 발명의 범위외의 것을 나타낸다.

표 1에 있어서, 0.1≤x, y≤0.3, x+y＜0.75, 0≤z≤0.3, 0.98≤m≤1.0 및 0＜n＜0.1의 각 조건을 모두 만
족하는 시료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요약하자면, 본 발명에 의한 모든 시료(*로 표시되지 않은 시
료)는, 비유전율이 1000이상이고, 전기 기계 결합 계수 Kp가 25%이상이고, 또한 퀴리점이 200℃이상이다.

반대로, 0.1≤x 또는 y≤0.3 중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료 번호 14 및 15는, 소결불량을 
나타낸다.

0.1≤x 또는 y≤0.3의 조건을 만족하며, x+y＜0.75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료번호 1은, 전기 기계 결
합 계수 Kp가 22.0%이다. 또한 시료번호 1은 비유전율이 850이다. 상기 데이타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시료번호 1은 1000이상의 비유전율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며, 전기기계 결합계수 Kp가 25%이하이다.

0≤z≤0.3를 만족하지 못하는 시료번호 32는 퀴리점이 160℃이고, 따라서 200℃ 이상의 퀴리점을 달성하
지 못한다.

0.98≤m≤1.0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료번호 37은 원하는 분극을 달성하지 못한다.

0＜n＜0.1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료들 중에서, n이 0.1 이상인 시료번호 5, 9, 13, 19, 23, 27, 31, 36, 
40, 43, 46 및 49는 전기기계 결합계수 Kp가 25% 미만이고, n이 0인 시료 번호 2, 6, 10, 16, 20, 24, 28 

및 33은 1000이상의 비유전율을 달성하지 못한다.

실시예 1에 있어서, M1으로서는 Ca, Ba 및 Sr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 사용되며, M2로서
는 Ti, Zr 및 Sn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 사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M1으로서 
Mg가 사용되고, M2로서 Hf가 사용될 경우, 동등한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2가의 금속 및 4가의 금속이 각각 M1 및 M2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측면에 의하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압전 세라
믹 조성물이 제공된다. 즉, 비유전율이 1000이상으로 향상되고, 전기 기계 결합 계수 Kp가 25%이상이며, 

퀴리점이 200℃이상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측면에 의한 압전 세라믹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압전 
세라믹 필터 및 압전 세라믹 발진기와 같은 압전 세라믹 소자가 유리하게 제조된다.

(실시예 2)

출발원료로서 K2CO3, Na2CO3, Li2CO3, Nb2O5, Ta2O5, CaCO3, SrCO3, BaCO3, TiO2, ZrO2 및 SnO2를 준비하고, 표

2 및 표3에 나타낸 바와 같은 화학식 (1-n)(K1-x-yNaxLiy)m(Nb1-xTax)O3-nM1M2O3의 조성물을 형성하도록 칭량

하였다. 각 시료에 있어서, 출발 원료를 볼 밀을 사용하여 약 4시간 동안 알코올에 습식 홉합하고, 얻어
진 혼합물을 건조하고, 이어서 700-900℃에서 하소하였다. 이어서, 건조된 혼합물을 대충 분쇄하고, 볼 
밀을 사용하여 약 4시간 동안 적절한 양의 유기 바인더로 습식 밀링하고, 40메시 체를 통과시킴으로써, 
밀링된 분말의 입자 크기를 조정하였다.

이어서, 입자 크기가 조정된 분말을 약 1000kg/cm
2
로 성형하여 직경 12mm, 두께 1.2mm의 원반을 얻고, 이 

원반을 통상의 소성 방법에 의하여 1050℃-1300℃에서 소성함으로써, 세라믹 원반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은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소성함으로써 세라믹 원반의 양 측면에 은 전극을 형성하
였다. 원반을, 50-150℃의 전기 절연유내에서 10-30분간 2-10kV/mm의 DC전압을 인가하여 분극 처리를 실
시함으로써, 시료로서의 압전 세라믹 원반을 얻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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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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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및 표 3에 나타낸 시료에 대하여, 비유전율, 두께 방향 진동에 있어서의 전기기계 결합계수 Kp, 두께 

방향 진동에 있어서의 공진 주파수 상수 N, 두께 방향 진동에 있어서의 공진 주파수의 온도 의존 계수 
fr-TC 및 퀴리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4 및 표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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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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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2 내지 표5에 있어서, *로 표시한 시료는 본 발명의 범위 외의 것이다.

표2 및 표3에 있어서, x≤0.9, 0.02≤y≤0.3, 0.75≤x+y, 0≤z≤0.3, 0.98≤m≤1.0, 및 0＜n≤0.05의 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료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요약하자면, 표4 및 표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모든 시료(*로 표시되지 않은 시료)는, 비유전율이 180이하이고, 두께 방향 진동에 있어서의 
공진 주파수 상수가 3000 Hz·m이상이고, 공진 주파수의 온도 의존 계수가 100ppm이하이고, 퀴리점이 200
℃ 이상이다.

반대로,  x≤0.9  또는  0.02≤y≤0.3  중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료  번호  101,  119  및 
132는, 소결불량을 나타낸다.

0.75≤x+y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료번호 145는 비유전율이 200이고, 따라서 180 이하의 비유전율을 
달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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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z≤0.3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료번호 154는 퀴리점이 165℃이고, 따라서 200℃ 이상의 퀴리점을 
달성하지 못한다.

0.98≤m≤1.0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료번호 163은 원하는 분극을 달성하지 못한다.

0＜n≤0.05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료들 중에서, n이 0.05보다 큰 시료 번호 105, 110, 114, 118, 
123, 127, 131, 136, 140, 144, 149, 153, 158, 162, 166, 169, 172 및 175는 퀴리점이 200℃이하이고, n
이 0인 시료 번호 102, 106, 110, 115, 120, 124, 133, 137, 141, 146, 150, 155 및 159는 공진 주파수의 
온도 의존 계수가 100ppm을 훨씬 넘는다.

실시예 2에 있어서, M1으로서는 Ca, Ba 및 Sr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 사용되며, M2로서
는 Ti, Zr 및 Sn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 사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M1으로서 
Mg 및/또는 Pb가 사용되고, M2로서 Hf가 사용될 경우, 동등한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2가의 금속 및 4가의 금속이 각각 M1 및 M2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

    발명의 효과

본 실시예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2측면에 의하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이 제공된다. 즉, 비유전율이 180이하이고, 두께 방향 진동에 있어서의 공진 주파수의 온도 의존 
계수가 3000 Hz·m이상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조성물이 고주파 영역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본 실시예의 조성물은 공진 주파수의 온도 의존 계수 fr-TC가 100ppm이하이고, 퀴리
점이 200℃이상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2측면에 의한 압전 세라믹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압전 세라
믹 필터 및 압전 세라믹 발진기와 같은 압전 세라믹 소자가 유리하게 제조된다.

이상, 비한정적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으나, 본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압전 세라믹 조성물의 여러가지 변형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한 변형예는 본 발명의 
범위내의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의 화학식 5:

화학식 5

(1-n)(K1-x-yNaxLiy)m(Nb1-zTaz)O3-nM1M2O3

(단, 식중에서, M1은 2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고, M2는 3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며, x, y, z, m, n은 하
기의 조건: 0.1≤x, y≤0.3, x+y＜0.75, 0≤z≤0.3, 0.98≤m≤1.0 및 0＜n＜0.1을 만족한다)로 표시된 조
성물을 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M1은 Mg, Ca, Sr 및 Ba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원소이며, 또 M2는 
Ti, Zr, Sn 및 Hf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원소임을 특징으로 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
물.   

청구항 3 

하기의 화학식 6:

화학식 6

(1-n)(K1-x-yNaxLiy)m(Nb1-zTaz)O3-nM1M2O3

(단, 식중에서, M1은 2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고, M2는 3가의 금속원소를 나타내며, x, y, z, m, n은 하
기의 조건: x≤0.9, 0.02≤y≤0.3, 0.75≤x+y, 0≤z≤0.3, 0.98≤m≤1.0 및 0＜n≤0.05을 만족한다)로 표
시된 조성물을 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전 세라믹 조성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M1은 Mg, Ca, Sr, Ba 및 Pb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원소이며, 또 
M2는 Ti, Zr, Sn 및 Hf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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