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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spectra of the Mn2+ ion in a PbWO4 :Mn single crystal
taken in the crystallographic planes with an X-band spectrometer are analyzed using the effective
spin Hamiltonian. Low symmetry effects are evidenced by the observed 180◦ rotational symmetry
on the crystallographic planes of the Mn2+ EPR center. The spectroscopic splitting parameter gij ,
the 2nd and the 4th order zero-field splitting parameter (B2q , B4q ), and the hyperfine constants Aij
of the Mn2+ center show that the actual local site symmetry of the Mn2+ impurity ion in a PbWO4
single crystal doped with Mn2+ ions is monoclinic. The Mn2+ impurity ion is seem to replace the
Pb2+ ion in the host PbWO4 crystal without any charge compensation. This monoclinic Mn2+ EPR
center turned out to be a new EPR center compared to the previous tetragonal impur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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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WO4 :Mn 단결정 내의 Mn2+ 상자성 불순물 공명 중심에 대한 연구
염태호∗
청주대학교 레이저광정보공학과, 청주 28503, 대한민국
(2019년 7월 25일 받음, 2019년 8월 28일 수정본 받음, 2019년 8월 28일 게재 확정)
X-밴드 전자 상자성 공명 분광기를 사용하여 PbWO4 :Mn 단결정 시료 내의 Mn2+ 불순물 이온에 관한
전자 상자성 공명 스펙트럼을 결정 평면에서 얻었다. 이를 유효 스핀 하밀토니안을 사용 분석 하여 전자
상자성 공명 상수들을 계산하였다. 결정 평면에서 얻은 Mn2+ 공명 중심의 180◦ 공명 자기장 대칭과 Mn2+
공명 중심의 전자 상자성 공명 상수인 분광학적 분리 인자 gij , 영 자기장 갈라지기의 제2차 항 B2q 및 제
4차 항 B4q , 초미세 구조 상수 Aij 들부터 PbWO4 :Mn2+ 단결정 내에 첨가된 Mn2+ 불순물 이온의 국소
대칭성은 단사정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순물로 첨가 된 Mn2+ 이온은 추가적인 전하 보상 없이 모
단결정 내에서 Pb2+ 이온을 치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결과는 과거의 보고와 다른 새로운 Mn2+
공명 중심으로 밝혀 졌다.
PACS numbers: 76.30.−v, 76.30.Fc
Keywords: 전자 상자성 공명, PbWO4 :Mn 단결정, Mn2+ 불순물 이온, 국소 대칭성, 치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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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PbWO4 단결정은 고에너지 가속기의 열량 분석 검출기
를 위한 섬광 물질로서의 응용성이 높아서 그 동안 많이
연구되어 온 물질이다 [1–3]. PbWO4 섬광기 (scintillator)
는 고에너지 물리분야에서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Geneva, Switzerland) 에 설치된 거대 강입자 (hadron) 부
딪치개 (collider) 같은 신세대의 부딪치개를 개발하고 연
구하는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4,5]. 유망한 고속
고밀도의 다른 섬광기와 비교하여 볼 때, PbWO4 단결정은
최고의 가성비와 좋은 성능을 갖는 소형의 검출기를 만들기
위한 최상의 물질이다.
PbWO4 단결정은 +3가의 불순물 이온을 첨가시켜 성장
시켰을 때 특별한 구조적인 결함 없이 모 결정에 잘 어울리
는 놀라운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6,7]. 상자성 불순물
이온을 PbWO4 단결정에 도핑 시키면 PbWO4 단결정의
방사선 경도 (radiation hardness)를 포함하여 광학적 성질
및 섬광 성질 등을 현저하게 향상된다. 단결정 내의 구조
적 결함 (defect) 과 그들 사이의 에너지-전달 과정은 섬광
효율과 섬광 동역학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PbWO4 단결
정 내에서 결함 구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PbWO4 단결정 내의 고유한 불순물과 결정 성장 시 첨가시
킨 불순물 이온의 특성 및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PbWO4 단결정 내의 전이 금속 및 희토류 금속 이온들에
관한 전자 상자성 공명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8–11]. 형
광체 물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PbWO4 단결정 내에 Mn2+
불순물 이온을 종종 첨가물로 사용한다 [12]. PbWO4 단결
정에 관한 전자 상자성 공명 연구는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
응용에 필요한 고품질의 PbWO4 단결정을 성장시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것으로 판단
된다. 전자 상자성 공명은 모 결정 내의 불순물 이온의 국소
구조나 모 결정 내에서 불순물 이온이 어느 자리를 치환해
들어가는 지 등을 연구하는 데에 강력하고도 감도가 높은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X-밴드 전자 상자성 분광기를 사용하여
PbWO4 :Mn 단결정 내의 불순물로 첨가된 Mn2+ 상자성
이온에 대한 공명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PbWO4 :Mn 단
결정의 결정 평면에서 얻은 Mn2+ 상자성 불순물 이온의
공명 자기장을 유효 스핀 하밀토니안을 사용하여 분광학적
분리 인자 gij , 영 자기장 갈라지기 상수 Bkq , 초미세 구조
상수 Aij 를 결정 하고자 한다. PbWO4 :Mn 단결정 내에
불순물로 첨가된 Mn2+ 이온이 모 결정 내에서 어느 이온을
치환하는 지, 또한 치환하고 들어간 Mn2+ 이온 주변의 국소
대칭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Fig. 1. The simplified unit cell of the PbWO4 crystal
structure.

II. 결정 구조 및 실험
자연에 존재하는 PbWO4 단결정은 회중석-형(scheelitetype) 구조를 갖는 정방정계 stolzite와 단사정계 respite
(공간군 P21 /a) 이 존재한다 [13,14]. 회중석 결정 구조는
공간군이 I41 /a 또는 C64h 이고 점군은 4/m이다. 단사정계
respite상과는 다르게 정방정계 stolzite상을 갖는 PbWO4
단결정은 실험실에서 손쉽게 성장시킬 수 있다. respite상
은 약 400◦ C 정도에서 비가역적으로 stolzite상으로 변한다
[15]. PbWO4 단결정의 단세포 내에는 4개의 분자가 있다.
각각의 Pb 이온은 WO4 사면체에 속해 있는 여덟 개의 산소
이온 (4OI 와 4OII )에 둘러싸여있다. Pb 이온과 O 이온 사
의 거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짧은 거리인 Pb-OI = 0.2580
nm, 긴 거리인 Pb-OII = 0.2637 nm 이다 [16]. W 이온은
두 종류의 산소 사면체 내에 위치해 있는데, 서로의 산소
사면체가 약간 돌아가 있다 [17]. 순수한 PbWO4 단결정 내
의 Pb2+ 이온과 WO2−
4 이온은 Fig. 1과 같이 사면체 대칭
내에 위치하고 있다 [18]. 사면체 stolzite PbWO4 단결정의
격자 상수는 a = b = 0.5455 nm 와 c = 1.2027 nm이다.
시료 단결정의 결정학적 주축은 X-선 라우에 방법을 사용
하여 결정하였다. 전자 상자성 공명 실험에 사용한 장치는
X-밴드 제올 전자 상자성 공명 분광기 (모델: JES-RE2X)
이다. 100 kHz 자기장 변조를 사용하여 300 K에서 Mn2+
상자성 불순물 이온의 전자 상자성 공명 스펙트럼을 얻었다.
외부 공명 자기장을 PbWO4 :Mn 단결정의 결정학적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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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PR spectra of Mn2+ ion in PbWO4 :Mn single
crystal measured at 9.445 GHz when applied magnetic
field B is parallel to the crystallographic [100]-direction.
Hyperfine structure is indicated with six bars for each
fin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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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ngular variation of EPR fields for
an Mn2+ -center in a PbWO4 :Mn single crystal measured
on the crystallographic (001)-plane.

[100]-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의 공명 흡수선을 Fig. 2에 나타
내었다. Mn2+ (S = 5/2) 이온에 대한 미세 구조를 1-2, 2-3,
3-4, 4-5, 5-6으로 나타내었는데, 여기서 1-6은 각각 스핀
양자 수 ms = 5/2, 3/2, 1/2, -1/2, -3/2, -5/2를 나타내고
있다. Mn2+ 이온의 5개 그룹의 미세 구조는 각각 55 Mn (I
= 5/2, 자연 존재 비 100%) 원자핵과 초미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6 개의 공명선으로 갈라지게 된다. 따라서 미세
구조와 초미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총 30개의 공명 흡수
선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Fig. 2에서는 공명선 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미세구조가 초미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갈라진 여섯 개의 초미세 구조의 중앙
값을 미세 구조의 공명 자기장 값으로 하였다.
PbWO4 :Mn 단결정 내 Mn2+ 상자성 불순물 이온의 미세

Fig. 4. (Color online) Angular variation of EPR fields for
an Mn2+ -center in a PbWO4 :Mn single crystal measured
on the crystallographic (010)-plane.

구조에 대한 공명 자기장 값은 결정 시료를 돌려 자기장을
가하는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얻었다. 외부 자기장을 단

값을 갖는다. 이는 PbWO4 단결정의 결정구조가 정방정계

결정의 (001)-면과 (010)-면에 가하였을 때의 공명 자기장

일지라도 실제로 모 단결정 내 Mn2+ 상자성 불순물 이온이

값의 변화를 Fig. 3와 Fig.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실험에서

치환하고 들어가 있는 자리의 국소 대칭성은 정방정계 보다

얻은 공명 자기장 값을 검은색 원으로 나타내었고, 아래의

더 낮은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부분에서 다룰 유효 스핀 하밀토니안으로 계산한 공명
자기장 값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Figure 3에서 외부 자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기장의 방향이 0도 ([100]-)인 경우의 Mn2+ 불순물 이온의
공명 자기장 값은 자기장 방향이 180도인 경우와 같은 값을
갖지만, 자기장이 90도 ([010]-)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와는

Mn2+ 이온은 유효 스핀 S = 5/2를 갖고 전자 구조가 3d5

다른 값을 갖는다. Figure 4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로 바닥 상태가 6 S5/2 인 이온이다. 미세 구조 (영 자기장

2+

불순물 이

갈라지기) 는 일반적으로 결정장 (crystal field), 스핀 궤도

온의 공명 자기장 값은 자기장 방향이 180도인 경우와 같은

상호작용, 스핀 상호작용 등의 합으로 나타난다. 초미세 구

값을 갖지만, 자기장 방향이 90도 ([100]-)인 경우와는 다른

조는

외부 자기장 방향이 0도 ([001]-)인 경우의 Mn

55

Mn 원자핵 스핀과 Mn2+ 이온의 전자 스핀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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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PbWO4 :Mn 단결정 내의
Mn2+ 이온의 상자성 공명의 실험 데이터를 다음의 스핀
하밀토니안으로 분석 할 수 있다 [19,20]:

Principal values (MHz) and
D-tensor (MHz) principal axis(θ, ϕ) of
D-tensor
Dxx = 89.3(3)
DXX = 104(2), (57◦ , 90◦ )
gxx =1.9882(3)
gyy =1.884(5)
Dyy = 15.7(9)
DY Y = 89.3(3), (90◦ , 0◦ )
gyz =-0.661(14) Dyz = 135.9(2.6) DZZ = −193.2(2), (147◦ , 90◦ )
gzz =1.884(5)
Dzz = −105.0(9)
2nd -order (MHz)
4th -order (MHz)
0
B2 = −52.5(5)
B40 = −0.13(3)
B22 = 36.8(5)
B42 = −0.2(1)
B2−1 = 272(5)
B44 = −0.40(6)
B4−1 = −0.04(7)
B4−3 = 0.4(2)
(a) g-tensor

∑

Bkq Okq + S · A · I.
(1)
여기서, HZ 는 Zeeman 상호작용, HZFS 는 미세구조 (영
자기장 갈라지기), Hhyp 는 초미세 상호 작용을 나타낸다.
또한 µB 는 Bohr 마그네톤, g는 분광학적 분리 인자 텐서,
S 는 전자 스핀, A 는 초미세 텐서, I 는 핵 스핀, Bkq 는
연장된 Stevens 연산자 Okq 와 연관된 영 자기장 갈라지기
상수를 나타낸다 [21].
PbWO4 :Mn 단결정에서, C2 축이 x-축에 나란한 경우에
단사정계 대칭성 자리에 있는 상자성 불순물 Mn2+ 이온에
대한 영 자기장 갈라지기 값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23].
H = HZ + HZFS + Hhyp = µB B · gS +

Table 1. The g and the 2nd -order ZFS values (Dij ) of
Mn2+ in PbWO4 single crystal. (b) The 2nd - and 4th order ZFS parameters in unit of MHz.

대응하는 영 자기장 갈라지기 제2차항 D 텐서의 주축 방향
(θ, ϕ) 는 각각 X(57◦ , 90◦ ), Y (90◦ , 0◦ ), Z(147◦ , 90◦ ) 이다.
Sn과 Bi가 첨가된 PbWO4 단결정과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고 성장시킨 PbWO4 단결정에서 Mn2+ 불순물 이온에
관한 전자 상자성 공명 연구가 보고되어 있는데 [11], 이는

orth
mono
HZFS = HZFS
+ HZFS

= (B20 O20 + B22 O22 + B40 O40 + B42 O42 + B44 O44 ) (2)
+ (B2−1 O2−1 + B4−1 O4−1 + B4−3 O4−3 )

본 연구의 PbWO4 단결정에서 얻은 Mn2+ 이온에 대한
공명 자기장의 각도 의존성과는 전혀 다르다. 이는 기 발
표된 Mn2+ 공명 중심 [11]과 본 연구의 Mn2+ 공명 중심

여기서 사용한 실험실 좌표계는 (x, y, z) 이고, 이 좌표축
과 대응되게 결정학적 주축 (a, b, c) 를 선택하였다. 자기적
주축은 대문자인 (X, Y, Z) 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수식 (2)
에서 영 자기장 갈라지기 제2차항 B2q 항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 자기장 갈라지기 상수 Dij 와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전자 상자성 분야의 논문 [19,24]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5].

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전의 Mn2+
공명 중심 [11]의 20 K에서의 분광학적 분리 인자 값은
g∥ = 2.0004, g⊥ = 2.0002 로 정방정계 대칭성을 나타내
고 있어 본 연구 결과 (Table 1 참조) 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사정계 대칭성 값과는 완전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3d5
전자구조 (S-상태) 의 상자성 이온의 g 값은 자유 전자의
값인 g=2.0023 에 매우 가깝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은
분광학적 분리 인자 값은 비등방성의 g 값을 갖는데, 이와

B20 =

1
1
Dzz , B2−1 = 2Dyz , B22 = (Dxx − Dyy ).
2
2

(3)

컴퓨터 프로그램 [26]을 사용하여 얻은 분광학적 분리
인자 g 및 D-텐서 값의 최적 성분들을 Table 1(a) 에 정리
하였다. 각 수치의 마지막 자리 수의 추정되는 통계학적
불확정도를 괄호 안에 나타내었다. 식 (3)의 관계식을 사용
하여 Dij 값을 Stevens 연산자 기호로 변환하여 영 자기장
갈라지기 제4차항과 함께 Table 1(b)에 정리하여 나타내었
다. 변환 할 때의 오차 값은 표준 오차 분석 [27]을 이용하
였다. 이렇게 얻은 분광학적 분리 인자 값 gij 와 영 자기장
갈라지기 값 Bkq 는 PbWO4 :Mn 단결정 내의 상자성 불순물
Mn2+ 이온의 국소 대칭성이 단사정계임을 명확히 보여주
고 있다. Mn2+ 이온에 관한 영 자기장 갈라지기 주축 값은
Table 1(a) 에서 볼 수 있듯이 DXX = 104(2) MHz, DY Y
= 89.3(3) MHz, DZZ = -193(2) MHz 이다. 그리고 이에

같이 비등방성 g 값을 갖는 많은 연구 결과 [28–30]가 발표
되었다. 자유 전자의 g 값과 상당히 다른 값을 갖는 두 가지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다 [31]. CsBr 단결정 내의 Mn2+
이온은 Cs+ 이온을 치환하고 g∥ = 1.95 를 갖는데, 이는
Mn2+ 이온 주변 가까운 곳에 양이온 빈자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29]. NaN3 단결정 내 Mn2+ 불순물 이온의
경우에는 g = 1.95 와 축 방향의 큰 결정장을 갖고 있다 [28].
As-Te-I 유리질 고체 내의 Mn2+ 이온은 이온의 크기가 작
아 주변에 변형된 결정장을 주어 g=4.3 값을 갖는다 [30].
S-상태의 이온이 자유 전자 스핀의 g=2.0023 값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32–34]도 보
고되었다.
Table 1에 있는 영자기장 갈라지기 값들을 이전의 연구보
고 [11]와 비교하기 위하여 10−4 cm−1 로 변환하였다. 이렇
게 변환한 Table 1의 단사정계 대칭성 내의 제2차 영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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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지기 값 B20 = −17.5 × 10−4 cm−1 , B22 = 12.3 × 10−4
cm−1 , B2−1 = 91 × 10−4 cm−1 은 이전에 보고된 정방정계
대칭성을 나타내는 B20 = −9.73×10−4 cm−1 값 [11]과 매우
다르다. Table 1의 영 자기장 갈라지기 제4차항 값 B40 =
−0.04(1) × 10−4 cm−1 , B42 = −0.07(3) × 10−4 cm−1 ,
B44 = −0.14(2) × 10−4 cm−1 , B4−1 = 0.013(20) × 10−4
cm−1 , B4−3 = 0.13(10) × 10−4 cm−1 의 경우에도 이전에
보고된 값 B40 = −0.022×10−4 cm−1 , B44 = −0.115×10−4
cm−1 [11]와 다른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본 연구의 Mn2+ 공명 중심은 PbWO4 :Mn 단결
정 내에서 단사정계 국소 대칭성을 갖고 있으며, 이전에 보
고된 정방정계 대칭성을 갖고 있는 Mn2+ 공명 중심 [11]과
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식 (1) 의 하밀토니안의 마지막 항인 초미세 상호작용은
Zeeman 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Zeeman항의 1차 섭동 항
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로부터 300 K에서 PbWO4 :Mn2+
단결정 내의 55 Mn 원자핵에 의한 초미세 상수의 절대값
Ax = 86.3 × 10−4 cm−1 , Ay = 81.8 × 10−4 cm−1 , Az =
82.6 × 10−4 cm−1 를 얻었다. 이들 초미세 상수는 이전
에 보고된 20 K에서 정방정계 대칭성을 갖는 초미세 상수
A∥ = −88.99 × 10−4 cm−1 , A⊥ = −89.79 × 10−4 cm−1
[11] 값보다 더 적은 값을 갖는다. 초미세 상수가 더 적은
이유는 공유결합과 초미세 상수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Mn2+ 이온의 초미세 상수가 Mn2+ 이온과 이웃 이온과의
공유결합성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
한 보고 [35, 36]가 있다. 또한 공유결합성은 배위자 수에
의존하고 Mn2+ 이온과의 결합 배위수가 더 많은 경우에 더
큰 초미세 상수 값을 갖고, 더 적은 배위수를 갖는 이온은
더 적은 초미세 상수를 갖는다는 보고도 있다. [37] 이러
한 연구 보고들 [35–37]에 따르면, 본 연구의 Mn2+ 공명
중심의 초미세 상수가 이전에 보고된 값 [11]보다 더 적은
이유가 본 연구의 Mn2+ 이온과 결합하고 있는 산소 이온들
의 배위 수가 이전에 보고된 Mn2+ 이온과 결합하고 있는
산소 이온들의 배위 수 [11]보다 더 적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 Mn2+ 이온 주변의 산소 배위수가 더 적은 이유는
PbWO4 :Mn 단결정 성장 시 산소 원자 결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본 연구의 Mn2+ 공명 중심의
국소 대칭성이 이전에 보고된 Mn2+ 공명 중심의 정방정계
국소 대칭성 [11] 보다 더 낮은 원인은, Mn2+ 이온과 결합
하는 산소 이온의 결함으로 인하여 Mn2+ 이온 주변의 결정
장이 일그러지고 그로 인하여 더 낮은 대칭성인 단사정계를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PbWO4 :Mn 단결정 내의 Mn2+ 공명
중심의 각도 의존성 Fig. 3와 Fig. 4을 보게 되면 90◦ 회
전 대칭성이 없고 180◦ 대칭성을 갖는다. 이는 정방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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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된 PbWO4 시료에서의 Mn2+
공명 중심 [11] 보다 더 낮은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PbWO4 시료에서의 Mn2+ 공명 중심 [11]에서는 gij 값 및
제2차, 제4차 영 자기장 갈라지기 값 또한 정방정계 대칭성
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는
PbWO4 :Mn 단결정 내 Mn2+ 공명 중심의 분광학적 분리
인자 gij 뿐만 아니라 제2차, 제4차 영 자기장 갈라지기 상
수들은 명확하게 Mn2+ 공명 중심이 PbWO4 :Mn 단결정
내에서 단사정계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PbWO4 :Mn 단결정 내에 불순물로 첨가되어 있
는 Mn2+ 공명 중심이 모 결정 내에서 어느 자리를 치환하
는 지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하자. 첫 번째로 PbWO4 :Mn
단결정을 구성하는 주된 이온과 불순물로 첨가되어 있는
Mn2+ 이온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자. Mn2+ 불순물 이온이
6-배위 결합을 할 때 이온 반경은 0.067 nm이고, 모 결정을
이루고 있는 Pb2+ 이온과 W6+ 이온의 반경은 배위 결합에
따라서 각각 0.119 nm – 0.140 nm와 0.042 nm이다 [38].
따라서 Pb2+ 이온의 반경이 W6+ 이온 반경보다 더 크기
때문에 Mn2+ 이온은 크기가 더 큰 Pb2+ 이온을 치환하
고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게다가 +2가를 갖고 있는
Mn2+ 이온은 +5가를 갖고 있는 W5+ 이온 보다는 같은
+2가를 갖고 있는 Pb2+ 이온을 치환하는 것이 부가적인
전하 보상 없이 Pb2+ 이온을 치환하게 된다.
만일 Mn2+ 이온이 모 단결정 내에서 W6+ 이온을 치환하
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2가 이온인 Mn2+ 이온과 +6가
인 W6+ 이온의 전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W6+ 이온은 두 종류의 산소
사면체 내에 위치 [17]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동등하
지 않은 두 세트의 Mn2+ 공명 자기장을 관측해야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직 한 세트의 공명 자기장 만을 관
측하였다. 모 단결정의 단위세포 내에 4개의 Pb2+ 이온은
자기적으로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Pb2+ 이온을 치환하고
들어가면 Mn2+ 이온은 오직 한 세트의 공명 자기장을 얻
는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Mn2+ 이온은 PbWO4 :Mn
단결정 내의 Pb2+ 이온을 전하 보상 없이 치환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Mn2+ 이온이 PbWO4 :Mn 모 단결정 내의 정방정계 대
칭성 자리에 있는 Pb2+ 이온은 치환한 후에 Mn2+ 이온이
단사정계 대칭성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PbO8 다
면체는 두 종류의 사면체로 나눌 수 있는데, 결합 길이가
긴 결합 (0.2637 nm) 의 사면체와 결합 길이가 짧은 결합
(0.2580 nm) 의 사면체이다 [16]. 이온 반경이 0.067 nm인
Mn2+ 이온이 Pb2+ 이온 (이온 반경 : 0.119 – 0.140 nm)
을 치환하고 들어가게 되면 Mn–O 평균 결합 길이는 Mn2+
이온이 치환하고 들어가지 않은 Pb–O 평균 결합 길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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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지게 되어 Mn2+ 이온 주변에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순수한 PbWO4 단결정 내의 정방정계 국소
대칭성을 갖고 있는 Pb2+ 이온을 Mn2+ 이온이 치환하고
들어가면서 대칭성이 더 낮아져서 Mn2+ 이온의 대칭성이
단사정계가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La이 불순물로 첨가된 PbWO4 단
결정에서 나타나는데 [39], Pb2+ 이온 반경보다 더 작은
이온 반경을 갖고 있는 La3+ 이온의 첨가는 Pb–O 평균
결합 길이가 더 작아지게 되어 구조적으로 약간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Pb–O 평균 결합 길이의 감소는 PbO8 와
WO4 다면체가 결정학적 주축 c-축을 따라서 약 57.8◦ 만큼
회전을 야기한다 [39]. 이들 다면체의 회전을 포함한 구조
적인 변형은 단결정의 퍼텐셜 에너지를 더 낮게 만든다. 본
실험에서도 PbWO4 단결정 내의 Mn2+ 불순물 이온의 영
자기장 갈라지기 텐서의 주축 중 하나가 Table 1에서 보여

Mn2+ 불순물 이온의 초미세 구조 상수 Ax , Ay , Az 를
Zeeman 항에 대한 1차 섭동 이론을 사용하여 구하고, 이를
이전의 보고된 연구 [11]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초미세 상수 값은 이전에 보고된 초미세 상수 값 [11] 보다
더 작은 값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결정 성장 시 산소 결함으
로 인하여 Mn2+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산소 이온의 수가
더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본
연구 단결정 내의 Mn2+ 불순물 이온의 국소 대칭성이 이
전에 보고된 정방정계 국소 대칭성 [11]을 갖는 Mn2+ 공명
중심의 대칭성 보다 낮은 단사정계 대칭성을 주게 되는 한
원인임을 알아냈다. PbWO4 단결정에 Mn을 첨가함으로
써 PbO8 다면체가 결정학적 c-축을 따라서 약 57◦ 회전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았다. 본 연구의 Mn2+ 공명 중심은 이
전에 발표된 Mn2+ 공명 중심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Mn2+
공명 중심이다.

주듯이 (θ, ϕ) = (57◦ , 90◦ )이다. 이는 본 시료 결정 성장 시
에 Mn2+ 불순물 첨가로 인하여 PbWO4 단결정에서 Pb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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