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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Diffraction Studies of the Relaxor Ferroelectric Pb(Mg1/3 Nb2/3 )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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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erform neutron diffraction measurements on a Pb(Mg1/3 Nb2/3 )O3 (PMN) ceramic disk under electric fields up to E ≃ 1.2 kV/mm at 300 K and 100 K. The electric field and the temperature
dependences of lattice parameter a(E, T ) are obtained from Rietveld refinements. Under the external electric field, the lattice parameter increases as the E-field increases. The E-field dependence
is found to be more significant at 100 K, and a(E, 100 K) becomes larger than a(E, 300 K) for E
≥ 0.3 kV/mm. To complement the Rietveld refinement, we investigate the local structure of PMN
by using the atomic pair distribution function (PDF). Based on the PDF analysis, we study the
effects of the external E-field and the temperature on the volume fraction of the polar nanoregions
that appear in the average cubic lattice of PMN.
PACS numbers: 61.05.F-, 61.05.-a, 77.80.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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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회절을 이용한 릴랙서 강유전체 Pb(Mg1/3 Nb2/3 )O3 세라믹의 결정구조 및
국소구조의 외부 전기장 의존성 연구
정일경∗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및 유전체 물성 연구소, 부산 46241, 대한민국
(2018년 12월 5일 받음, 2018년 12월 24일 수정본 받음, 2018년 12월 31일 게재 확정)
릴랙서 강유전체 Pb(Mg1/3 Nb2/3 )O3 (PMN) 세라믹 원판에 전기장을 최대 E ≃ 1.2 kV/mm까지
걸어주면서 300 K와 100 K에서 중성자 회절 실험을 수행하였다. 회절 패턴에 대한 Rietveld 분석을 통해
외부 전기장과 온도의 함수로 격자 상수 a(E, T ) 를 구하였다. 외부 전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격자상수는
커졌으며 전기장이 E ≥ 0.3 kV/mm일 때 그 값은 300 K보다 100 K에서 더 큰 값을 나타냈다. 또한,
Rietveld 분석을 통해 구한 평균적인 결정구조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PMN의 국소구조를 원자짝분포함수
(atomic pair distribution function) 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기장과 온도에 따른
극성나노분극의 부피 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PACS numbers: 61.05.F-, 61.05.-a, 77.80.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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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Pb(Mg1/3 Nb2/3 )O3 (PMN) 와 같은 릴랙서 강유전체는
유전상수 최고치 근처에서 완만히 변하는 유전 특성과 압
전성 및 열전성으로 인해 의학용 이미징 장치, 통신 장치,
그리고 초음파 발생 장치 등 응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지
속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 릴랙서 강유전체는
일반적인 강유전체와 달리 유전특성이 매우 강한 주파수
의존성을 보이며, 유전상수가 최대가 되는 온도 TM 에서
강유전상으로 결정구조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2, 3].
PMN의 경우 TM 은 대략 285 K이지만 1000 K에서 5 K
온도 범위에서 결정구조 상전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
구조는 입방정계의 Pm3̄m 공간군을 유지한다. 하지만,
굴절률 측정과 [4] 전기변형 [5] 등의 실험을 통해 릴랙서의
주요한 특징으로 국소적인 전기분극과 이들이 형성하는
극성나노구역 (polar nanoregion) 이 제안되었다 [4,6].
Pm3̄m 공간군을 가지는 릴랙서 강유전체 PMN에서 국
소분극과 극성나노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중성자 원
자짝분포함수 (atomic pair distribution function) 실험을
통해 제시되었다 [7]. 중성자 짝분포함수 분석은 중성자
분말 회절 패턴에 포함된 브래그 산란과 결정구조의 무질
서에 의한 퍼짐 산란 (diffuse scattering) 을 모두 사용하며,
푸리에 변환을 통해 실공간 (real-space) 에서 원자간의 거리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결정구조의 장거리
질서와 국소 구조를 연구할 수 있다 [8–10]. PMN에 대한
중성자 짝분포함수의 분석 결과 각각 산소 팔면체와 산소
십이면체내에 자리하는 Mg/Nb 이온과 Pb 이온이 산소
다면체 중심에서 국소적으로 이동하여 국소분극이 발생
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Fig. 1(a) 의 삽입 그림 참조).
또한, 600 K 이하에서 이들 국소분극이 마름모 결정구조
(rhombohedral structure) 를 가지는 극성나노구역을 형성
하며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극성나노구역의 부피 비가 점차
증가하여 100 K 이하에서 전체 부피의 대략 30%를 차지한
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7].
릴랙서 강유전체에서 외부 전기장의 영향은 주로 단결정
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PMN 단결정에 [111]
방향으로 E ≥ 1.8 kV/cm 세기의 전기장을 인가하고 온도를
낮추어 주면 입방구조에서 마름모 구조로 상전이가 일어나
는 것이 엑스선 회절 실험을 통해 관측 되었다 [11]. 그리고
Pb(Mg1/3 Nb2/3 )O3 -PbTiO3 단결정에서 조성, 온도, 외부
전기장에 따라 상유전체에서 강유전체로의 1차 상전이가
끝나는 특이점들이 존재하며, 이들 특이점에서 압전상수
(piezoelectric constant) 가 최대가 됨이 알려졌다 [12].
본 논문에서는 중성자 짝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
른 극성나노구역의 형성을 연구한 기존의 실험을 바탕으로

Fig. 1. (Color online) Neutron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Pb(Mg1/3 Nb2/3 )O3 disk. To apply external electric field gold electrodes are deposited on both sides of
the disk. (a) Open circles are experimental pattern at
300 K with no external electric field. Solid lines are Rietveld fitting using cubic Pm3̄m space group. The inset
shows a crystal structure of PMN with Pb at the center of oxygen dodecahedron and Mg/Nb at the center
of oxygen octahedron. Tick marks indicate the Bragg
peak positions. Also shown are difference curves. The Rweighted pattern of the Rietveld fitting is Rwp = 6.86%.
(b) Measurement at 300 K with external electric field of
∼1.2 kV/mm. Rwp = 6.76 %. The inset shows a shift of
a Bragg peak position between 0 V/mm and 1.2 kV/mm.
Pb(Mg1/3 Nb2/3 )O3 세라믹 시편에서 외부 전기장에 의한
결정구조의 장거리 질서와 극성나노구역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중성자 회절패턴의 Rietveld 분석을 통해 300
K와 100 K에서 외부 전기장에 따른 격자 상수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중성자 짝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외부 전기장이
극성나노구역의 부피 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II. 실험 및 분석 방법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면서 중성자 회절 실험을 수행하
기 위해 Pb(Mg1/3 Nb2/3 )O3 세라믹 시편을 제작하고 그
표면에 금 전극을 입혔다. 원형 세라믹 시편의 두께는 0.85
mm, 지름은 25.4 mm 이고 원형의 금 전극의 직경은 16
mm이다. 중성자 회절 실험은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
구소의 Lujan Center에서 수행하였다. 저온 실험을 위해
이중 구조의 시료 챔버를 이용하여 시편 주위에 헬륨 가스를
주입함으로써 시편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였다.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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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와 100 K에서 각각 전압을 0 V, 300 V, 700 V, 1000
V로 증가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측정된 중성자 회절 패턴에 포함된 브래그 산란과 퍼짐
산란으로부터 결정구조와 국소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각 Rietveld 분석과 원자짝분포함수 분석을 수행하
였다. Rietveld 피팅은 GSAS 프로그램을 [13] 사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외부 전기장과 온도에 의한 격자 상수의 변화를
구하였다.
중성자 짝분포함수 분석에서는 브래그 산란뿐만 아니라
퍼짐 산란이 사용된다. 퍼짐 산란은 브래그 피크에 비해
매우 약하고 넓게 퍼져있어 시료 캔과 주변 장치의 산란등에
의한 잡신호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입사
하는 중성자 다발 (flux) 로 회절 패턴을 규격화하기 위해 바
나듐 (Vanadium) 막대를 측정하여야 한다 [1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산란 구조 함수 (total scattering structure
function, S(Q)) 를 얻게 되면 중성자 짝분포함수 G(r) 은
S(Q) 의 파생함수인 Q[S(Q)-1] 의 사인 푸리에 변환을 통해
∫Q
얻을 수 있다 : G(r) = π2 0 max Q[S(Q) − 1] sin Qr dQ.
여기서, Q 는 산란벡터의 크기이며 r 은 원자쌍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정리 (data reduction) 를
위해 PDFgetN [1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Fig. 1(a) 는 300 K에서 전압을 가하지 않고 측정한 PMN
의 중성자 회절 패턴 (원형 심볼) 과 Pm3̄m 공간군을 이용
한 Rietveld 피팅 (실선) 결과이다. 회절 패턴 아래의 수직
마크는 브래그 피크의 위치를 나타낸다. Fig. 1(b) 는 1.2
kV/mm의 전기장을 인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회절 패턴과
공간군 Pm3̄m을 Rietveld 피팅 결과이다. 피팅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Rwp [13]는 전기장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와 인가 했을 때 각각 6.86%, 그리고 6.76%로 큰 변화는
없다.
모델 결정구조가 중성자 회절 패턴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매우 강한 외부 전기장에도 불구하고 세라믹 PMN의
결정구조 대칭성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삽입 그림으로부터 외부 전기장에 의해 브래그 피크의 위
치가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저온에서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결정구조의 변화
를 조사하기 위해 온도를 100 K로 낮추고 전기장을 최대
1.2 kV/mm까지 인가하면서 중성자 회절 실험을 수행하였
으나 여전히 결정구조 상전이는 발생하지 않았고 브래그
피크의 위치만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PMN
단결정에서 외부 전기장을 (E ≥ 1.8 kV/cm) [111]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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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Lattice parameters of
Pb(Mg1/3 Nb2/3 )O3 disk at 300 K and 100 K as a function of external electric field. With increasing E-field,
the lattice parameters increase. The effect of E-field is
more significant at lower temperature, T = 100 K, and
the lattice parameters at T = 100 K become larger than
those at T = 300 K for E ≥ 0.3 kV/mm.
인가한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었을 때 나타나는 입방구조마름모구조 상전이와 대비 되며 [11] 다결정인 세라믹과
단결정 시편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Fig. 2는 300 K와 100 K에서 외부 전기장에 따른 격자상
수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00 K에서는 300 K에 비해
격자상수가 외부 전기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전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외부
전기장이 없을 경우 격자상수는 100 K에서 더 작은 값을
가지지만 E ≥ 0.3 kV/mm에서는 300 K에서 보다 더 커지
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전기장의 영향으로 국소적인
마름모구조를 가지는 극성나노구역의 부피 비가 증가하여
PMN 전체의 전기 변형 (electrostriction) 이 커져서 발생한
것이다.
Fig. 3(a) 는 300 K에서 외부 전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
PMN의 총산란 구조함수 S(Q) 의 파생된 함수 Q[S(Q)-1]
이다. 산란 벡터 Q의 최대크기는 20 Å−1 이다. Fig. 3(b) 는
Q[S(Q)-1] 를 푸리에 변환하여 얻은 짝분포함수 G(r) 이다.
여기서는 단위 낱칸의 크기인 r ∼ 4.2 Å 이내에서 원자쌍
들의 거리 분포를 보여준다. 수직 막대는 PMN이 이상적인
Pm3̄m 공간군을 가질때 예상되는 원자들간의 거리이다.
원자짝분포함수의 첫번째 피크는 Mg/Nb-O 원자쌍에 기
인하고 두번째 피크는 Pb-O와 O-O 원자쌍에 의한 것이다.
Pb-O 원자쌍의 길이가 3개로 분리된 것은 Pb 이온이 산소
십이면체 중심에서 ∼0.5 Å 정도 이동한 결과이다. 전체적
으로 세라믹 PMN에서 구한 짝분포함수는 분말을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잘 일치한다 [7].
릴랙서 강유전체 PMN에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극성
나노구역의 부피 비가 증가하게 되면 격자의 평균적인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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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PDF of PMN in the r-range, 7.95
Å ≤ r ≤ 9.7 Å. Note changes in peak heights for r1
and r2 PDF peaks as a function of (a) temperature, (b)
E-field at 300 K, (c) E-field at 100 K.
회절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 E ≃ 1.2 kV/mm, T = 100 K
에서 결정구조 상전이는 관측되지 않았으나 외부 전기장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격자상수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저온에서 전기변형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서 전기장의
세기가 E ≥ 0.3 kV/mm일 때 격자상수는 300 K보다 100
K에서 더 큰 값을 보였다. 원자 짝분포함수의 분석 결과
PMN에서 평균적인 입방정계 격자속에 형성되는 극성나
Fig. 3. (Color online) (a) Reduced total scattering structure function, Q[S(Q)-1] of Pb(Mg1/3 Nb2/3 )O3 (disk
sample) at 300 K, 0 V. (b) Corresponding atomic pair
distribution function, G(r). The first few peaks are
shown. Note a Pb-O peak at about 2.5 Å which appears due to a local displacement of Pb ion in O12 cage.
The vertical tick mark indicates pair distances expected
from an ideal cubic PMN structure.

노구역의 부피 비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증가하며,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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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극성나노구역의 대칭성의 차이로 인해 짝분포함수의
특정 피크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Fig. 4(a) 에서와
같이 평균적인 원자 간의 거리가 r1 = 8.5 Å인 피크는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r2 = 9.09 Å인 피크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인다 [7].
Fig. 4(b), (c) 는 300 K와 100 K에서 외부 전기장을 1.2
kV/mm 인가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온도를 낮춰주었을
때와 유사하게 r1 피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r2 피
크의 높이는 약간 커졌다. 100 K에서는 온도 효과와 함께
외부 전기장에 의해 r2 피크의 높이가 더 커졌다. 이 결과는
PMN 세라믹에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국소적으로
극성나노구역의 부피 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연구되었습니다. IKJ is grateful to Professor J. K. Lee
for providing PMN sample for neutr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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