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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Properties of a PbWO4 :Ce3+ Single Crystal Doped with Ce3+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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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g value and the linewidth for cerium (Ce3+ ) ions in PbWO4 :Ce3+
single crystals have been investigated by means of an X-band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EPR) spectrometer. No change in the g value of the Ce3+ impurity ion could be detect within
the experimental accuracy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4 K ∼ to 65 K. The linewidth of the
Ce3+ resonance spectrition increase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due to the interaction of the Ce3+
electron spins with the acoustic phonons in the PbWO4 crystal. The magnetic moments of the Ce3+
ions in PbWO4 :Ce3+ single crystals were obtained as a function of the magnetic strength H by
means of a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MPMS). The magnetic susceptibilities of the
PbWO4 :Ce3+ crystal at 4.25 K and 5 K are χce = 1.62×10−5 emu/cm3 Oe and χce = 1.39×10−5
emu/cm3 Oe, respectively. The magnetic susceptibility χ at H = 50 kOe of the cerium ions in
PbWO4 :Ce3+ single crystals was also obtained with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4.25 K to 300 K,
and was found to obey the Curie law, which shows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χce as (∝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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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성 불순물 Ce3+ 이온이 첨가된 PbWO4 :Ce3+ 단결정의 자기적 성질
염태호∗
청주대학교 이공대학 레이저광정보공학과, 청주 28503
(2019년 03월 14일 받음, 2019년 5월 02일 게재 확정)
X-밴드 전자 상자성 공명 장치를 사용하여 PbWO4 :Ce3+ 단결정 내의 Ce3+ 이온의 g 값 및 공명 자기장
선폭에 대한 온도 의존성을 4 K ∼ 65 K 온도 범위에서 얻었다. Ce3+ 공명 흡수선의 분광학적 분리 인자
g 값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 온도 증가에 따라 공명 흡수선의 선폭은 증가하였는데, 이유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Ce3+ 이온의 전자 스핀이 PbWO4 단결정의 음향 포논 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특성측정장치를 사용하여 PbWO4 :Ce3+ 단결정 시료의 자기 모멘트를 자기장 강도 H 의 함수로 측정
하였다. 온도 4.25 K 및 5 K에서 Ce3+ 불순물 이온이 자기 감수율은 각각 χce = 1.62×100−5 emu/cm3 Oe
와 χce = 1.39×10−5 emu/cm3 Oe 이다. 자기장 강도 H= 5 kOe 일 때에 PbWO4 :Ce3+ 단결정 시료의
자기 감수율을 4.25 K ∼ 300 K 의 온도 범위에서 구하였다. Ce3+ 이온의 자기 감수율은 온도에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bWO4 :Ce3+ 시료가 퀴리 법칙 χce (∝T −1 ) 을 잘 만족 시키고 있으며, 이
단결정 시료가 상자성체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 주는 상자성체임을 알 수 있었다.
PACS numbers: 76. 30.v, 76.30.kg
Keywords:PbWO4 단결정, Ce3+ 불순물 이온, 전자 상자성 공명, 자기 감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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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PbWO4 단결정은 고유한 루미네선스를 갖는 고밀도 신
틸레이터 (섬광기) 응용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로 인해 대용량 하드론 입자가속기 등에 성공적으로 사용
되었다 [1,2]. PbWO4 나노 단결정 및 마이크로 단결정은
엑시톤 루미네선스, 열 루미네선스, 여기된 라만 산란 작용
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연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 또한
광수율 (light yield) 의 증가 [4,5] 및 여러 가지의 불순물
도핑 설계 [6–8] 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고 에너지
응용 물리학 분야에서, PbWO4 단결정이 250 K 근처의 낮
은 온도에서 방사선 손상이 상당히 변하였다는 보고 [9]와
함께 이에 대한 메커니즘이 활발히 연구 [10] 되고 있다.
한편, PbWO4 단결정은 안정성, 넓은 적외선 투과율, 높은
열 전도도, 높은 레이저 손상 문턱 값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레이저에의 응용을 갖고 있다. PbWO4 단결정에 희토류
이온을 불순물로 첨가 시키게 되면, 이 단결정은 희토류 이
온 형광에 영향을 주는 진동수 변화 작용을 바탕으로 자체여기 라만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불순물 도핑
단결정에 관한 라만 레이저 성질 연구가 수행 되어왔다 [11,
12].
많은 연구자들은 섬광 물질인 PbWO4 단결정의 광학 투
과율, 감쇄 시간, 방사선 경도 등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불순
물을 도핑 시키거나 열풀림 (annealing) 처리 등을 수행해
왔다 [13–15]. 그리고 X-선 및 중성자 산란 실험 등을 통하
여 PbWO4 단결정 내의 결함 및 결정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16,17]. PbWO4 단결정에 첨가한 대부분의
불순물들은 모 단결정 내의 Pb2+ 이온을 치환해 들어가는
반면에, Fe3+ 불순물 이온의 경우에는 PbWO4 단결정 내
에서 W6+ 이온을 치환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18].
PbWO4 단결정을 성장 시킬 때 뿐만 아니라 열풀림 시에도
Pb2+ 이온 증발에 의한 Pb2+ 이온의 결함이 생기게 된다
[19]. Kobayashi 등은 PbWO4 단결정에 +3가 불순물 이온
을 도핑 시킴으로써 섬광 성질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첨가된 불순물 이온이 Pb2+ 이온의
결함을 보상하여 모 단결정 내의 결함을 감소시킨다고 생각
하였다 [20]. 또한 +3가 희토류 불순물의 복합 첨가는 Pb
가 부족한 구조를 완화 시키고 단일 Pb나 산소 빈자리의
수를 감소시킨다. 그 결과 PbWO4 단결정의 섬광 성질을
상당히 개선 시킨다 [21–23]. Nd3+ 및 Ce3+ 불순물 이온에
대한 전자 상자성 공명 실험을 통하여 g-값이 보고 되었다
[24,25]. 전자 상자성 공명은 모 단결정 내의 불순물 이온에
대한 미시적인 정보를 알기에 유용하고, 또한 자기적 성질
측정 장치는 물질 내의 자기적 성질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
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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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PbWO4 :Ce3+ 단결정 내에 불순물로 첨
가되어 있는 Ce3+ 상자성 이온의 전자 상자성 공명 흡수선
을 온도를 변화 시켜 가면서 얻었다. 온도의 변화에 따른
공명 흡수선의 변화 및 공명 자기장 값의 변화를 논의하였
다. 그리고 자기 특성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PbWO4 :Ce3+
단결정 시료의 자기 모멘트를 자기장의 함수로 측정하였고,
또한 자기장의 세기를 고정 시킨 후 온도 변화에 따른 자기
감수율을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PbWO4
단결정 내의 Ce3+ (cerium) 상자성 불순물 이온의 전자 상
자성 공명 온도 의존 실험 및 자기적 성질 연구는 처음으로
보고 되는 것이다.

II. 결정 구조 및 실험
PbWO4 단결정은 Me(W, Mo)O4 , Me = Ca, Sr, Pb, Ba
의 공식을 갖고 있는 scheelite 그룹에 속한다. 이들 단결정
들은 단위 세포의 격자 상수 값만 다르다 [26,27]. PbWO4
단결정의 공간군은 C4h 6 이고 단위 세포의 격자 상수는
a=0.5455 nm, c=1.2027 nm이다. Pb2+ 이온과 W6+ 이
온 자리에서의 점군은 모두 S4 이다 [28]. PbWO4 단결정의
단위세포에는 4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Pb2+ 이온은 8
개의 산소 원자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 산소들은 또한 W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WO4 사면체 내에 있는 산소들이다.
W 이온의 사면체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종류의
WO4 사면체가 서로 간에 약간 틀어져 있다 [29].
4개의 Pb 원자는 쌍으로 동등 한데, 한 쌍은 체심 입방
대칭에 의하여 다른 한 쌍과 동등하다. 8개의 O 원자의
두 세트는 서로 (001) 평면에 대하여 반사면 대칭 관계에
있다 [30]. 그래서 단위 세포 내에 있는 4 개의 Pb 자리는
상자성 불순물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동등한 자리로 동등한
한 개의 공명 흡수선을 준다. 전자 상자성 공명은 모 결정
내에서의 불순물 이온의 자리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따라서 PbWO4 단결정의 신틸레이션 과정에 여러
가지 격자 결함의 중요성과 PbWO4 내의 실제적인 격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실험에 사용한 PbWO4 단결정은 0.5 mol%의 Ce3+ 상자
성 이온을 불순물로 첨가 시켜서 Czochralski 방법으로 성장
시킨 것이다. 이 PbWO4 :Ce3+ 단결정 내의 첨가된 상자성
불순물 Ce3+ 이온에 대한 온도 변화에 따른 공명 흡수선의
변화를 실험 하기 위하여 X-밴드 Bruker EPR 스펙트로미터
(ESP300) 를 사용하였다. 100-KHz 자기장 변조를 통하여
온도 4 K ∼ 100 K 범위 내에서 PbWO4 단결정 내의 Ce3+
공명 흡수선을 얻는 실험을 하였다. 또한 PbWO4 :Ce3+
단결정의 자기 특성 실험을 위하여 MIT에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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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특성측정시스템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모델 : MPMS-XL(Quantum Design)) 을 사용하
였다. 이 MPMS는 초전도 양자간섭계를 활용한 장치로
초전도체, 신소재, 자성 분야에 걸친 기록 매체의 평가에
사용된다. 자기 모멘트를 측정하기 위하여 159.3 mg의
PbWO4 :Ce3+ 단결정 시료를 사용하였고, 이 물질의 밀도
는 8.28 g/cm3 이다. PbWO4 :Ce3+ 단결정 시료에 대한
자기 모멘트는 4.25 K ∼ 300 K의 온도 범위 내에서 측정
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분석
PbWO4 단결정 내에 불순물로 첨가되어 있는 상자성
Ce3+ 이온에 대한 전자 상자성 공명 실험을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시행 하였는데, 4 K ∼ 65 K 온도 범위에서 만 공명
흡수선을 얻었다. 41 K 온도에서 얻은 Ce3+ 이온의 전자
상자성 공명 흡수선의 모습을 Fig. 1에 나타내었다. Ce3+
이온은 전자 구조가 4f1 이고 유효 전자 스핀이 S=1/2, 바
닥상태가 2 F5/2 인 F-상태이다. 따라서 오직 한 개의 공명
흡수선 만을 줄 수 있다. Ce3+ 이온이 PbWO4 모 단결정
내에서 어느 자리를 치환해 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공명 흡
수선의 개수가 달라 질 수 있는데, 결정 구조적으로 Pb2+
이온을 치환해 들어갈 경우에는 단위세포내의 Pb2+ 이온의
자리가 자기적으로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1개의 공명 흡수
선이 나오게 되고, W6+ 이온을 치환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단위세포내의 서로 다른 두 개의 W6+ 사면체로 인하여 2개
의 공명 흡수선이 나올 수 있다. Ce3+ 이온을 불순물로 첨가
하였을 경우에 PbWO4 단결정 내에서 Ce3+ 이온은 W6+
가 아니라 Pb2+ 이온을 치환해 들어간다는 보고 [31]가
있는 데, 이는 한 개의 공명 흡수선 만을 얻은 본 연구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PbWO4 단결정의 온도를 변화 시켜 가면서
단결정 내의 Ce3+ 불순물 이온의 공명 흡수선을 얻은 실험
데이터 이다. 저온에서부터 온도를 점점 증가 시키자 공명
흡수선의 면적이 점점 작아지면서 65 K 이상의 온도에서는
공명 흡수선이 사라졌다. 온도에 따라 공명 흡수선의 면
적이 점점 작아지는 변화는 뒤에서 설명할 PbWO4 :Ce3+
단결정의 온도 증가에 따른 자기화량 (magnetization) 의
감소 경향성과 잘 일치하고 있다.
Ce3+ 전자 상자성 공명 실험의 온도에 따른 공명 흡수선
의 peak-to-peak 강도와 공명 선폭 (full width half maximum, FWHM) 의 값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PbWO4 :Ce3+ 단결정 내의 Ce3+ 공명 흡수선의 peak-topeak 강도는 온도 10 K ∼ 65 K 범위에서 온도 증가에 따라

Fig. 1. (Color online)Typical EMR spectrum of Ce3+
impurity ion in PbWO4 :Ce3+ single crystal.

Fig. 2. (Color online)Integrated EPR Spectra of Ce3+ in
PbWO4 :Ce3+ crystal.
서 감소하였다. Ce3+ 이온의 공명 선폭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더 넓어 지면서 65 K 이상에서는 공명 흡수선
의 강도도 거의 영이 되어서 공명 흡수선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단결정
시료의 포논은 점점 더 활발해 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
료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Ce3+ 이온의 공명 흡수선의
선폭이 점점 더 넓어 지는 이유는 온도 증가에 따라서 Ce3+
이온의 전자 스핀이 PbWO4 단결정 격자의 포논과 상호작
용이 활발 해져서 선폭 넓어짐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65
K 이상에서 Ce3+ 공명 흡수선이 검출되지 않는 이유는 이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 Ce3+ 공명 흡수선이 검출되기에는
스핀-격자 완화 시간이 너무나 짧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이와 같은 현상은 Mn2+ 상자성 불순물 이온이 첨가된
GaN 시료의 경우 [32,33]에서도 볼 수 있다.
Fig. 4는 PbWO4 단결정 내의 Ce3+ 상자성 불순물 이
온의 상자성 공명 자기장 값의 온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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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Temperature dependence of intensity and width of Ce3+ EPR spectra in PbWO4 :Ce3+
crystal.

Fig. 4. (Color online)Temperature dependence of resonance field for Ce3+ EPR-center in PbWO4 :Ce3+ crystal.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명 자기장은 실험 온도 범위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PbWO4 단결정
내의 Ce3+ 불순물 이온의 분광학적 분리 인자 g 값도 실험
온도 범위 내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실험 온도 범
위에서 PbWO4 :Ce3+ 단결정 내의 Ce3+ 이온 주변의 국소
대칭성이나 미시적 결정 구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Ce3+ 상자성 불순물 이온 0.5 mol%가 첨가되
어 있는 PbWO4 단결정에 대하여 자기적 성질 측정 장치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MPMS)를 사
용하여 자기 모멘트를 측정하였다. 4.25 K과 5 K의 온도에
서 각각 자기장 세기(H)를 100 Oe부터 50 kOe까지 증가 시
키면서 자기 모멘트를 측정하였는데, 실험에 사용한 시편의
질량 159.3 mg과 PbWO4 단결정 시료의 밀도 8.28 g/cm3
를 이용하여 구한 자기장 H 에 따른 자화 (magn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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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Magnetization of PbWO4 :Ce3+ single crystal as a function of applied magnetic field.
값의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화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선형적
으로 증가하는 자기화량은 자기장이 높은 곳에서는 약간
포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의 자기화량이 선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의 직선 기울기로부터 구한 자기
감수율 (magnetic susceptibility) χce 는 온도가 4.25 K 일
때 χce = 1.62×10-5 emu/cm3 Oe이고, 5 K 일 때 χce =
1.39×10−5 emu/cm3 Oe이다. 두 온도에서 자기 감수율을
비교하여 보면, 온도가 낮을 때 물질이 자기장 내에서 자
기화 되는 비율인 자기 감수율이 더 크다. 온도가 낮을수
록 자기 감수율이 증가하는 것은 상자성 물질의 일반적인
성질이다. 강자성 물질의 자기 감수율은 대체적으로 ∼107
정도로 상자성 물질에 비하여 매우 큰 값을 갖는다.
Fig. 6은 자기장의 세기를 50 kOe로 고정하고, 온도를
4.25 K ∼ 300 K까지 변화 시켜 가면서 PbWO4 :Ce3+ 단결
정의 자기 감수율을 온도의 함수로 얻은 그래프이다. 온도
가 감소함에 따라서 자기 감수율 χce 는 온도에 반비례하여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즉, 같은 크기의 자기장 세기를 주었을
때, 온도가 감소하면 자기 모멘트의 값이 증가하는데 이는
앞에서 기술한 PbWO4 단결정 내의 Ce3+ 상자성 불순물
이온의 전자 상자성 공명 흡수선의 적분 값 (면적) 이 온도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자성 및 상자성 물질의 자기 감수율 값은 양의 값을 갖는
반면에 반자성 물질의 경우에는 자기 감수율이 음의 값을
갖는다. Fig. 6에서 상온 부근의 자기 감수율이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기 모멘트를 측정할 때 미처 제거하지
못한 시편 홀더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기 감수율 χce 의 값을 온도의 역수로 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PbWO4 :Ce3+ 단결정 시료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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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
감에 따라서 PbWO4 단결정의 격자 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포논 활동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이 포논이 Ce3+ 이온의
전자 스핀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선폭이 점점 더 넓어 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Ce3+ 이온의 스핀-격자 완화 시간이
점차적으로 짧아 지게 되는데,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 Ce3+ 이온의 전자 스핀이 PbWO4 단결정 내의 포논과
상호 작용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65 K 이상의 온도에서 PbWO4 단결정 시료 내의 Ce3+
이온의 공명 흡수선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온도 이상이
되면 공명선이 검출되기에는 스핀-격자 완화 시간이 너무
Fig. 6.
(Color online)Magnetic susceptibility of
PbWO4 :Ce3+ single crystal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짧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Ce3+ 공명 흡수선
의 적분 값은 시료의 온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은
Ce3+ 이온의 전자 스핀 모멘트 값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
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bWO4 :Ce3+ 단결정 시료 내의
Ce3+ 이온에 대한 공명 자기장 값은 실험 온도 범위 내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로부터 Ce3+ 이온의 분광학적 분리 인자
g 값의 온도 변화가 전혀 없었으며, 이는 Ce3+ 불순물 이
온의 결정 내에서의 대칭성이나 미시적 결정구조의 변화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자기특성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PbWO4 :Ce3+ 단결정
시료 내의 Ce3+ 이온의 자기 모멘트를 자기장의 강도 H
의 변화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Ce3+ 이온의 자기 모멘트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커졌다. 자기장의
세기가 충분히 커지면 자기 모멘트 값이 약간 포화가 일어

Fig. 7.
(Color online)Magnetic susceptibility of
PbWO4 :Ce3+ single crystal as a function of inverse temperature.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기장의 세기를 H = 50 kOe
로 고정하여 놓고 Ce3+ 이온의 자기 감수율 χce 를 온도를
변화 시켜 가면서 4.25 K ∼ 300 K 온도 범위에서 측정

Ce3+ 이온의 자기 감수율 χce 값은 절대온도 T 에 반비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기 감수율이 퀴 법
칙인 χ = C/T 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PbWO4 :Ce3+ 단결정 물질이 상자성체라는 것을 잘 설명
하고 있다. 위의 식에서 C 는 퀴리 상수이다.

계산하였다. Ce3+ 이온의 자기 감수율 χce 의 온도 변화는
절대 온도 T에 반비례 (χce ∝T −1 ) 하였는데, 이는 퀴 법칙
(χ=C/T ) 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PbWO4 :Ce3+ 단결정
시료가 상자성 물질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기특성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얻은 Ce3+ 이온의 자기
모멘트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 하였는데, 이는 EPR
장치를 사용하여 얻은 Ce3+ 이온의 공명 흡수선의 면적이

IV. 결 론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이
다. Ce3+ 공명 흡수선의 면적은 Ce3+ 이온 의 전자 스핀의

Czochralski 방법으로 0.5 mol%의 Ce3+ 상자성 이온을
첨가 하여 성장시킨 PbWO4 :Ce3+ 단결정에 대한 Ce3+ 전
자 상자성 공명 실험을 하였다. 온도를 변화 시켜 가면서
Ce3+ 상자성 불순물 이온에 대한 공명 흡수선을 4 K ∼ 65
K 온도 범위에서 얻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Ce3+ 상자성
불순물 이온의 공명 흡수선의 강도는 점점 작아지고, 선폭은
점점 더 넓어지면서, 65 K 이상의 온도에서는 Ce3+ 공명

자기 모멘트 값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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