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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pin structure analyses of antiferromagnet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Enhancement of the utility of the neutron scattering facilities (HRPD, FCD) 

at HANARO Center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Strengthening of the domestic research potential for spin structure analysis 

of antiferromagnetic material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Spin structure analysis of incommensurate antiferromagnets using neutron 

powder diffraction

ㆍ Synthesis of (Mn,Co)WO4 powder specimen

ㆍ Synthesis of Al doped Ba0.5Sr1.5Zn2Fe12O22 powder specimen

ㆍ Spin structur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antiferromagnetic powders 

using HRPD

￮ Spin structure analysis of incommensurate antiferromagnets using neutron 

single crystal diffraction

ㆍ Growth of (Mn,Co)WO4 single crystal specimen

ㆍ Growth of antiferromagnetic olivine single crystal specimen

ㆍ Spin structure measurement of analysis of single crystal 

antiferromagnets under DC magnetic field

Ⅳ. Result of Project

 

￮ Quantitative spin structure analysis of (Mn,Co)WO4

ㆍ Synthesis of single phase (Mn,Co)WO4 powder specimen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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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Analysis of spin structures using Rietveld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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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itative analysis of lattice and spin structures of Al doped 

Ba0.5Sr1.5Zn2Fe12O22

ㆍ Symthesis of Al doped Ba0.5Sr1.5Zn2Fe12O22 powder specimen

ㆍ Spin structure mesurement and analysis using HRPD

ㆍ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chemical substitution and the spin 

structure modification

￮ Spin structure analysis of multicritical olivines Mn2SiS4/Mn2GeS4 

ㆍ Synthesis of single crystal Mn2SiS4/Mn2GeS4 specimens

ㆍ Measurement of spin structures under DC magnetic field

ㆍ Spin structure analysis using group theory and Rietveld refinement

ㆍ Establishment of temperature-field phase diagram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Continuation to quantitative investigation of the stabilization mechanism of 

spiral spin structures, in which magnetoelectric coupling occurs

￮ Gaining insights to designing multiferroics that work near the room 

temperature

￮ Contribution of the domestic research capability utilizing HRPD and F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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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 소자들에 있어서 기  신호와 자기  신호는 주

로 개별 으로 활용되어 왔다. 반면 최근에는 자의 기  측면과 자기  측면

을 동시에 하나의 소자에서 활용하는 기술이 응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를 들어 

거 자기 항체(GMR)에서는 자기  다층구조에서 나오는 기신호의 변화를 이

용함으로써 하드디스크 등 기록매체의 집 도를 크게 신장시킨 바 있다. 복합  

기능을 갖는 소자의 응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망이다.

자기 기  다강체(magnetoelectric multiferroics)는 강유 성과 강자성/반강자

성이 동시에 나타내며 한 강한 상호결합을 보이는 물질을 지칭한다.[1-11] 이

러한 강한 상호작용은 자기장에 의해 강유  극성이 회 하거나 기장에 의해 

자기 질서의 형태가 제어되는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장에 의한 

자기신호의 제어 혹은 자기장에 의한 기신호의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자기

소자의 개발이 기 되고 있다. 다강체에서 나타나는 스핀 질서에 의한 강유  극

성 는 스핀 류 이론에 의하면 아래의 식에 의하여 나타내어진다.[12] 

 
× ×

에서 와 는 인 한 두 스핀의 자화 벡터를 나타내며, 

는 두 스

핀이 놓인 이온을 연결하는 치 벡터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강체 내에 존재하는 

스핀 구조, 즉 그 치  방향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다강체의 특성을 이

해하고 그 자기  특성을 응용하는데 필수 인 과정이다.

이와 같은 자성물질의 스핀 구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성자회

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스핀 구조인자와 성자회  강도의 

계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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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범

1차년도

(2008)

단일상 (Mn,Co)WO4 분말 

제작 조건 정립

고상법을 이용한 (Mn,Co)WO4 분말 

시료의 최  제조 조건 설정  조성에 

따른 시료 제작

(Mn,Fe)WO4의 스핀구조 

분석

HRPD를 이용한 (Mn,Fe)WO4의 

분말회 패턴 측정  스핀구조 분석

단일상 Ca-doped 

Ba0.5Sr1.5Zn2Fe12O22 분말 

제작 조건 정립

고상법을 이용한 Ca-doped 

Ba0.5Sr1.5Zn2Fe12O22 분말 시료의 최  

제조 조건 설정  조성에 따른 시료 

제작

Ca-doped 

Ba0.5Sr1.5Zn2Fe12O22 스핀 

구조 분석

HRPD를 이용한 Ca-doped 

Ba0.5Sr1.5Zn2Fe12O22의 분말회 패턴 측정 

 스핀구조 분석

에서     
는 성자 동 벡터의 변  는 결정운동량

(crystal momentum) 벡터를 나타내며, 는 스핀의 자성형태인자(magnetic form 

factor)를 나타낸다. 따라서 결정운동량 벡터의 함수로 회  강도를 측정하면 스

핀의 치 분포  방향 분포에 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다강체의 새로운 응용 가능성  그에 따른 국제 인 연구의 동향을 고려할 

때, 그 스핀구조를 분석하기 한 기 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성자회  설비인 고분해능분말회 장치

(HRPD: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와 사축회 장치(FCD: Four 

Circle Diffractometer)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국내의 

반강자성체  다강체 연구 역량 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제 2  연구개발의 범

본 연구개발은 성자 회 법을 이용하여 반강자성 다강체의 스핀구조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1) 다강체를 비롯한 반강자성을 띄는 물

질을 제작하고 2) 성자 회 을 이용하여 그 스핀 구조를 측정하기 한 데이터를 수집

하며, 3) Rietveld refinement에 의해 스핀 구조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

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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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PD 데이터의 비교 평가

HRPD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외국 

분말회 장치 비한 반강자성체 분석 

합성 평가

2차년도

(2009)

고자기장에서의 스핀구조 

분석

HRPD와 도 자석을 사용한 회 패턴 

측정  스핀구조 분석

다강체 단결정 시료 제작
스핀 구조 분석을 한 다강체 단결정 

시료의 선정  제작

다강체 단결정 시료의 

스핀구조 분석

FCD를 이용한 다강체 단결정 시료의 

회 강도 측정  스핀구조 분석

FCD 데이터의 비교 평가

FCD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외국 단결정 

회 장치 비한 반강자성체 분석 합성 

평가

참고 사항으로서 연구 진행 과정에 따라 몇가지 연구 상 물질이 변경되었다. 최  연

구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Mn,Fe)WO4를 (Mn,Co)WO4로 변경함.

☞ Ca-doped Ba0.5Sr1.5Zn2Fe12O22를 Al-doped Ba0.5Sr1.5Zn2Fe12O22로 변경함.

☞ 삼각격자 반강자성체의 스핀구조 연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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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자성체는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용되어 왔으나, 그 양자역학 인 실체가 이해되

기 시작한 것은 근 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특히, 원자 단 의 자기 모멘트가 인 한 이

온 사이에 서로 상쇄되어 나타나는 반강자성의 원리는 1948년 랑스의 Néel에 의해 제

안되었다. 이러한 스핀의 공간  분포는 20세기 반 Clifford Shull 둥에 의해 발 된 

성자 산란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그 이후, 성자 산란법은 반강자성체를 비롯한 각종 자

성물질의 스핀 구조 분석에 범 하게 사용되어 왔다. 

자기 기  다강체의 경우 주로 스핀구조가 단순 반강자성체보다 더욱 복잡한 엊맞는 

반강자성체(incommensurate antiferromagnet)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반강자성 작용 사

이, 혹은 반강자성과 다른 자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재 세계 으로 다강체의 스핀구조를 이해하려는 연구가 여러 성자산란 설비들을 

심으로 활발하게 이 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스핀구조가 명확히 밝 지고 있지 않으며 

계속 으로 새로운 물질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많은 심을 끌고 있는 기자기  다강체에서 자기  구조는 강유  특

성을 결정하는 근원 인 요소이므로 매우 요하다.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기자기  다

강체에 한 기   응용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상온에서 동작하는 소자롤 

직  응용할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 까지 연구된 부분의 다강체 물질

은 액체질소 온도 이하에서 반강자성과 강유 성을 나타내고 있다. 극소수의 물질만이 상

온에서 반강자성 혹은 강유 성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기  특성을 이용한 

신물질과 소자의 개발로 인해 반강자성체의 스핀구조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련 장치를 효율 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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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반강자성 다강체 Mn1-xCoxWO4

다강체 특성을 나타내는 반강자성체 MnWO4에는 3가지의 반강자성상이 존재

한다.[13-17] 상자성상에서 온도가 온으로 감소하면 13.7 K에서 공선(collinear) 

이안맞는(incommensurate) 반강자성 구조(AF3)가 나타나며, 12.3 K에서 타원 나

선 구조를 갖는 이안맞는 반강자성 구조(AF2)가 나타난다. 온도가 더욱 낮아지

면 공선형 이맞는(commensurate) 구조(AF1)가 나타난다. 각각의 반강자성 상에 

있어서 자성질서 벡터는 k 1 = (±1/4, 1/2, 1/2)  k 2 = k 3 = (-0.214, 1/2, 0.457)

로 알려져 있다. 이 , 자기 기  결합에 의한 강유  극성의 발 은 타원 나

선형 이안맞는 구조를 갖는 AF2 상에서만 나타나며, 따라서 이러한 스핀 구조의 

요성을 잘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Mn
2+

 (S = 5/2) 이온을 Co
2+

 이온으로 치

환하 을 경우에 나타나는 자성 상변화의 양상을 연구하 으며, 기존에 연구된 

Fe
2+

 이온의 치환 효과와 비교 연구를 수행하 다.[18]

1. 분말 시료의 제작

Mn1-xCoxWO4 (0 ≤ x ≤ 0.3)의 분말시료는 고상합성법에 의하여 제조하 다. 

고순도 MnO2, Co3O4  WO3 시약을 건조 후 정량하여 미세하게 혼합 분쇄하

다. 혼합된 분말은 펠렛 형태로 성형하여 섭씨 800도와 1200도 사이에서 총 20시

간 열처리하 다. 균일도의 향상을 해 3회 재분쇄 혼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엑

스선회 에 의해 분석한 결과 950도에서 열처리한 시료가 가장 우수한 결정성과 

단일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감수율의 측정

자기감수율(magnetic susceptibility)는 진동시료자화측정방법(vibrating sample 

magnetometry)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측정을 한 시료용기는 양단을 알루미나

로 막은 테 론 튜 로 사용하 다. 직류자기장 B = 1000 Oe을 인가한 상태에서 

온도를 온으로 떨어뜨린 후, 일정한 속도(5 K/min)로 증가시키면서 자화율(M)

을 측정하 으며, 자기감수율은   의 계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그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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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도핑이 되지 않은 MnWO4의 경우에 상자성상에서는 Curie-Weiss 법칙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N,1 = 8.2 K, TN,2 = 12.9 K,  TN,3 = 13.7 K에

서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세 번의 자성 상 이가 찰되었다. 이러한 자성 상

이는 자기감수율 곡선의 격한 변화로 나타나며, 그 온도 미분값에서 계단형 

는 피크형의 신호로 찾아질 수 있다. Co 이온이 소량 도핑된 경우, TN,2와 TN,3

의 두 상 이 온도는 크게 향을 받지 않는 반면 TN,1의 상 이 온도는 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d)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소량의 Co 이온 도핑에 의해 좌측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넓어지

며, x = 0.03 부근에서 이미 거의 사라지는 것이 찰되었다. 따라서 Co 이온 도

핑은 타원 나선 스핀구조를 갖는 AF2 상의 역을 확 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Fe 이온 도핑의 경우와 서로 다른 결과이다.

Co 이온의 치환량이 0.5 ≤ x ≤ 1.0 인 역에서는 TN,2와 TN,3만이 찰되며, 

그 온도에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x > 1.0 이상으로 증가하면 두 

온도의 차이가 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은 Fe 이온 첨가의 

경우와 비슷하며, 따라서 CoWO4 는 FeWO4에서 나타나는 k 4 = (1/2, 0, 0)을 

갖는 AF4상의 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성자 분말회  측정

자기감수율 측정에 의해 찰된 각 역의 확인과 그 스핀 구조의 분석은 

성자 분말회 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분말회 강도의 측정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의 고분해능분말회 장치(HRPD)를 이용하 다. 10 - 15 gram의 분말시료을 시

료용기에 담아서 헬륨으로 채워진 캔에 폐한 후, closed-cycle displex 냉각기

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 하 다. 각 온도에서는 수 분간 안정화를 거친 후 1 - 2 

시간에 걸쳐 회 강도를 측정하 다. 구조 모델링  분석은 최소자승법인 

Rietveld refinement를 사용하 으며, 이를 하여 이안맞는 자기구조의 분석에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는 FullProf Suite를 이용하 다.[19]

그림 2는 MnWO4에서의 표 인 세 온도에서의 분말회 상을 보여 다. T = 

20 K는 상자성 상에 해당하며, 단사정계 구조를 이용하여 측정 강도와 계산된 

강도 사이의 우수한 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온도에서 나타나는 Bragg 

피크들은 원자 구조의 질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자성 산란에 의한 신호는 

산란각도 20도 이하의 역에서 매우 낮은 diffuse intensity로서만 존재하는 것

으로 찰되었다. (b)에서 나타낸 T = 9 K에서의 측정결과는 AF2 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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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동시료자화측정법에 의해 측정된 Mn1-xCoxWO4 (0 ≤ x ≤ 0.3) 자화

감수율  그 온도 미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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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nWO4의 (a) 상자성 (b) AF2 (c) AF1 상에서의 성자분말회  데이

터  Reitveld refinemen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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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k 2 = (-0.214, 1/2, 0.457)의 이안맞는 자성질서에 의한 피크들이 낮은 

산란각도에서 찰이 되고 있다. 한 온도가 AF1 상의 역으로 더욱 낮아지면 

자성산란에 의해 나타나는 래그피크의 치와 강도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격자산란에 의한 피크들의 치는 세 온도 역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상에서의 반강자성상의 스핀 구조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주기성을 가지는 스핀 구조의 n-번째 단 셀 j-번째 이온의 자화 성

분 
  는 푸리에 시리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에서 
  는 1차 Brillouin zone 내부로 제한된 역격자벡터 에 해당하는 

푸리에 성분을 의미한다. 이 때 특정한 역격자벡터에 해당하는 주기성만 존재하

는 경우 이는 스핀 질서 벡터 으로 나타내어지며, 따라서 의 식은 아래와 같

이 단순화된다.


       ∙    ∙  

즉, 스핀 질서 벡터는 에서와 같이 에 의한 주기성으로 그 크기가 변화하

는 을 갖는 sinusoidal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반면 이러한 두 직교 성분이 결합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나선형 질서를 만들기도 한다.


   

    



  ∙   ∙ 

 

이때 스핀 구조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푸리에 성분은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그 격자의 칭성에 기반한 그룹이론에 의해서 결정된다. P2/c 공간군에서 

이와 같은 자성질서가 찰될 경우, 그 Mn
2+

 이온 치에서의 irreducible 

representation (IR)에 의한 기  벡터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 인 고려를 기반으로 하여 얻어진 기  벡터를 스핀 구조의 분석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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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1/2, y, 1/4) (1/2, -y, 3/4)


 (1, 0, 0) (, 0, 0)


 (0, 1, 0) (0, -, 0)


 (0, 0, 1) (0, 0, )


 (1, 0, 0) (-, 0, 0)


 (0, 1, 0) (0, , 0)


 (0, 0, 1) (0, 0, -)

표  1  공간군 P2/c에서 k2 = (kx, 1/2, kz) 벡터를 갖는 Mn2+ 이온 치에서의 축

모드(axial mode)의 기 벡터

이러한 스핀 구조의 Rietveld refinement 분석의 결과는 그림 3에 정리되어 있

다. 각각의 역에서 측정된 강도와 계산된 강도는 매우 우수한 일치를 보 다. 

도핑이 되지 않은 x = 0.0의 시료에서는 공선형 이맞는 구조의 AF1상에 해당하

는 피크와 이안맞는 타원 나선 구조의 AF2 상에 해당하는 피크가 온도 역에 

따라 차례로 나타나서 자기 감수율의 측정 결과와 잘 일치하 다. 반면 x = 0.03 

 x = 0.05 시료에서는 AF1 상에 해당하는 피크가 최 온도에서도 나타나지 않

으며 모두 AF2 상에 해당하는 피크만이 찰되었다. 따라서 이 한 자기감수율 

측정에서 나타난 나선형 이안맞는 스핀구조의 안정화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한 x ≥ 0.06에서부터는 AF4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도핑량이 증가할수록 그 강도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 다. 

한편, 이안맞는 타원 나선 스핀구조를 보이는 AF2 상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피크들의 치는 한 피  결과를 보이나, 그 강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c)에 나타난 바와 같이 x = 0.1의 경우 여러 자성 피크

의 강도가 기존의 모델, 즉 나선 평면이 b  축을 포함하는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

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나선 평면이 b  축을 벗어나 a 는 c 

축을 포함하도록 변화시키면 그 산란강도가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Co 이온 첨가에 의해서는 나선 평면의 방향이 변화하며, 이는 MnWO4의 자

기이방성이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4. 단결정 시료의 제작  성자 회  측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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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n1-xCoxWO4의 성자분말회  데이터  Rietveld refinement 값의 비

교. 자성 산란 피크가 주로 나타나는 낮은 산란각도의 역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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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F2 상에서의 자성산란에 의한 데이터와 모델링에 의한 Rietveld 

refinement 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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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1-xCoxWO4 (x = 0.0, 0.05, 0.1) 단결정 시료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 및 포항

공과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floating zone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이 방법에

서는 고순도의 Mn1-xCoxWO4 분말을 제작한 후 봉 형태로 성형하여 고온의 이미

지로를 사용하게 된다.

단결정을 이용한 중성자회절실험은 스위스 Paul Scherrer Institue에 설치된

Swiss Spallation Source(SINQ)의 사축회절장치 TriCS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는 Rietveld refinement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얻

어진 스핀 구조는 분말회절의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리되었다.

그림 5. Mn1-xCoxWO4의 조성과 온도에 따른 상평형도. 왼쪽 위에는 비교를 위해

Mn1-xFexWO4의 상평형도가 삽입되어 있다.

5. 상평형도의 제작 및 스핀 구조 정리

자기감수율 측정과 중성자 분말회절 및 단결정 회절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Mn1-xCoxWO4 계의 조성과 온도에 따른 상평형도를 작성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

으며, Rietveld refinement에 의해 각 상에서 얻어진 스핀 구조의 결과를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Mn1-xFexWO4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이한 점으로는 Fe 이온의 경우 공선형 이맞는 구조인 A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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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6. 각 반강자성상에서의 스핀구조 (a) AF1 (b) AF2, x = 

0.0 (c) AF2, x = 0.06 (d,e) AF2', x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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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역이 크게 확장되는 반면, Co 이온의 경우 나선형 이안맞는 구조인 

AF2 상의 역이 확 되는 차이를 보 다. 유사한 으로는 x > 0.2의 역에서 

AF4상의 확장이 나타나는 동시에 온에서 AF2와 AF4가 공존하는 역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두 이온 치환 효과가 일견 비슷하면서도 그 미세

한 격자  스핀 도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여 다. 이는 

한 좁은 온도 역에서 세 번의 자성상 이가 일어나는 MnWO4의 경우, 여러 

자성교환상호작용의 첩으로 인해 그 균형이 매우 복잡하며, 따라서 안정된 상

을 결정하는 스핀 해 토니안이 미세한 격자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제 2  반강자성 다강체 Al-doped Ba0.5Sr1.5Zn2Fe12O22

1. 분말 시료의 제작

본 연구의 주안 은 자기 기  다강체 특성을 나타내는 헥사 라이트인 

(Ba,Sr)Zn2Fe12O22에 Al 이온을 첨가하여 나타나는 자기   격자 특성을 이해

하는 것이다.[21] Al 이온의 첨가에 의한 자기이방성의 감소  자기 기감수율

의 증가는 공동연구 에 의하여 이미 발표된 바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첨가된 

Al 이온이 자성을 띄는 Fe 이온을 치환함에 있어서 팔면체 치와 사면체 치

에 각각 존재하는 Fe 자리를 어떠한 비율로 치환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의 결과는  Al  이온의 첨가에 의해 나타나는 자기이방성 변화의 원인을 근본

으로 이해하는데 단 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되었다. 

Ba0.5Sr1.5Zn2(Fe1-xAlx)12O22 분말 시료는 서울 학교 물리학과와 공동연구를 통

하여 확보하 다. BaCO3, SrCO3, ZnO, Fe2O3, Al2O3 등의 고순도 시약을 정량한 

후 성형하여 섭씨 1000도, 1100도, 1180도에서 각각 10 시간씩 열처리하 으며, 

각각의 열처리 사이에 재분쇄  혼합을 수행하 다.[23-25] 제작된 분말시료는 

진동시료자화율 측정법에 의해서 자화율을 측정하 으며, 그림 7에서 보듯이  상

온 이상에 존재하던 TN이 Al 이온의 첨가에 의해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 원하는 조성이 얻어진 것으로 추정하 다.

  2. 성자 분말회  측정실험 수행

Ba0.5Sr1.5Zn2(Fe1-xAlx)12O22 (0 ≤ x ≤ 0.12)의 성자분말회  측정실험은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고분해능분말회 측정장치(HRPD)를 활용하여 수행하 다. 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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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이트 물질은 상온부근의 자성상 이 온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본 실험에서는 자성산란에 의한 산란강도를 최소화하기 하여 섭씨 100도에

서 측정을 수행하 다. 자기에서 자기질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7. Ba0.5Sr1.5Zn2(Fe1-xAlx)12O22의 Al 첨가농도에 따른 자화율의 변화  자

기 상변이 온도의 변화.

다섯 개의 시료에 한 성자분말회  측정 데이타  Rietveld refinement 

분석 결과는 그림 8에 정리되어 있다. 섭씨 100도의 온도에서도 자성산란에 의한 

강도가 완 히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산란각도 25도 이하의 역은 분석에서 제

거하 다. 모든 시료에는 수 % 정도의 ZnFe2O4 스피넬이 2차상으로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상과의 동시 분석에 의하여 그 효과를 제거할 수 있었다. 

x = 0.0  x = 0.02 등 두 시료의 경우에는 시료캔의 일부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신호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 역도 제거되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시료에서 

이와 같은 신호는 찰되지 않았다. 그림 8은 모델 계산에 의한 결과가 측정된 

산란강도와 매우 우수한 수 의 일치성을 가짐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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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a0.5Sr1.5Zn2(Fe1-xAlx)12O22의 성자 분말회 에 의한 측정 결과  

Rietveld refinement에 의한 구조 분석 결과

 

헥사페라이트는 비교  복잡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말산란에 의한 

Rietveld refinement를 이용하여 수많은 라미터들을 모두 정확한 값으로 얻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구조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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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 제한조건을 설정한 후 분석을 수행하 다. 가장 요한 가정은 Al 

이온이 Fe이온이 존재하는 두 격자 치, 즉 팔면체 치와 사면체 치를 치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격자 치는 동일한 비율로 치환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치환된 Al 이온은 부분 팔면체 치에 존재하는 Fe 이

온을 치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x = 0.08까지 증가하다가 

x = 0.12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이온치환의 치가 자기

이방성의 변화와 직 인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l 이온이 Fe나 Zn 이온보다 반경이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치환량이 증가

함에 따라 격자상수  면간 거리도 차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9에 나

타낸 결과에 의하면, Al 이온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격자상수가 차 감소하

며, 특히 c 축 방향의 길이가 더 큰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축에 

수직인 산소층 사이의 거리의 변화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O2층과 O3층 사이

의 거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층 사이에는 팔면체자리

가 가장 높은 도로 존재하며, 따라서 앞서 논의한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림 9. 성자분말회 의 Rietveld refinement 분석 결과에 의한 조성에 따

른 산소층간 거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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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자기장하에서의 스핀 구조 분석

  1. 다임계성 올리빈 단결정 시료 제작

Mn2SiS4  Mn2GeS4는 다임계성을 나타내는 반강자성체이다. [26,27] 기존의 

반강자성 스핀구조  T-H 상 이 특성에 한 연구에 의하면, 상자성상에서 

tilted 반강자성상으로의 이경계면과 반강자성상으로의 이경계면이 H = 0 T

에서 거의 만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두 임계성이 만나서 형성되는 

다임계성으로 불리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격자구조의 특성으로 이해 나타나는 특

정한 스핀 칭성이 이러한 다임계성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상평형도 연구에서 완 히 이해되지 않았던  다른 기울어진

(tilted)  반강자성상의 실체를 규명하고, 상평형도상에서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역을 확실하게 이하기 한 측정연구를 수행하 다. 

Mn2SiS4  Mn2GeS4 시료는 일본 동경 학교 Institute of Solid State 

Physics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확보하 다. 고품질의 황화물단결정들은 화학

기상운송법(chemical vapor transport)를 이용하여 성장되었다. 성장된 단결정은 

자기장을 b  축 방향으로 인가한 후 자화율  자기감수율을 측정하 다. 측정결

과에 의하면 두 물질은 모두 낮은 자기장에서는 형 인 반강자성 자화율 거동

을 보이나, 자기장이 5 T 정도로 증가하면 자화율 곡선에서 변화를 찾아보기 힘

들었다. 그러나 이를 온도에 해서 미분하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에 

띄었으며, 새로운 상의 경계면을 발견하는데 단 를 제공하 다. 

  2. 고자기장하에서의 성자 산란 측정  분석

온도-자기장의 함수로서 나타낸 상평형도를 검증하기 해 고자기장 하에서의 

성자산란 실험은 미국 NIST Center for Neutron Research의 열 성자삼축분

장치인 BT9 분 기에 수직형 7T 도자석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자기장

의 방향이 b  축 방향으로 가하여지게 되므로 Q  = (h, 0, l) 평면상에 있는 래

그피크들의 강도를 온도와 자기장에 한 함수로 측정하여 그 상 이의 경계면

을 확인하 다. 한 각각의 상에서 나타나는 스핀 구조를 확인하기 해 그룹이

론과 Rietveld refinement를 사용하여 규명하 다. 

표 인 결과로서 성자 회 강도로 측정된 질서계수(order parameter)를 온

도의 함수로 나타낸 결과 두 물질에서 모두 고자기장하에서  하나의 자성상

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 상 이는 고온 역의 Cx-Cx'에서 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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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z-Cz' 상으로 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러 자기장의 함수에 의해 

그 상 이 온도가 변화하기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동은 

Clausius-Clapeyron 계식을 이용하여 설명되었다.

그림 10. SQUID 자화측정법에 의해 측정된 Mn2SiS4  Mn2GeS4의 

자화율과 그 온도에 한 미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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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n2SiS4  Mn2GeS4의 특정 자기장에서의 선택된 래그피

크들의 분강도의 온도에 따른 변화

그림 12. 단결정 성자회 과 SQUID 자화율측정법에 의해 작성

된 다 임계성을 나타내는 상평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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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삼각반강자성체의 스핀 구조 분석

  1. 분말 시료의 제작

삼각 구조를 갖는 반강자성체 AgNiO2  AgFeO2의 분말시료는 가톨릭 학교 

물리학과  화학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작하 다. [28] 우선 고상 반응법을 

이용하여 NaNiO2와 NaFeO2를 제조한 후, 양이온 교환법을 통해 Na
+

 이온을 

Ag
+

 이온으로 교환하 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 삼각격자 물질은 

R-3m의 공간군을 갖는 물질로서 3R-AgNiO2로 불리운다. 이는 P63/mmc 공간군

을 갖는 2H-AgNiO2와 같은 면상 구조를 가지나 그 층형태가 다른 물질이다. 

[29] 제조된 분말은 XRD를 이용하여 단일상임을 확인하 으며, 진동시료법에 의

한 자기감수율 측정을 이용해 반강자성 상 이의 존재를 확인하 다.

  2. 비행시간법  단일 장법 성자 회  측정  비교

결정 구조  자성 구조를 체계 으로 분석하기 하여 동일한 시료에 하여 

두가지 성자분말회  측정실험을 수행하 다. 우선 격자 구조의 분석을 하여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NPDF 장치를 활용하여 비행시간법(TOF, 

time-of-flight)을 이용한 산란실험을 수행하 다. 쇄 성자를 이용한 TOF 방

법으로는 짧은 장의 성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미세한 격자의 변형을 정

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측정된 산란강도는 GSAS 로그램에 의해 

Rietveld refinement 방법으로 분석되었으며 [30] 그 는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기존에 알려진 공간군 R-3m  C/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격자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AgFeO2의 경우에 비해서는 데이터와 

모델 계산값의 일치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격자 내에 얀-텔러 

변형에 의한 미세 격자 변형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 다. 미세 격자 변형을 보

다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해 성자 산란 강도를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 도

함수를 도출하 다.[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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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쇄 성자원에 의한 비행시간법 성자회 을 이

용해 측정은 AgNiO2  AgFeO2의 산란 강도  Rietveld 

refinement 계산 결과의 비교

도함수는 10 Å 이하의 단거리 역에서 원자간의 거리를 나타내므로 Ni2+ 

이온의 주 에 존재하는 산소 이온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원자간 거리를 갖고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서 얀-텔러 변형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2H-AgNiO2에서와 비슷한 단사정계 격자변형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 다.

자성질서의 경우 기존에 성자산란에 의해 찰이 된 이 없었으며, 본 연구

에서의 비행시간 측정법에서도 찰이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 NIST Center for 

Neutron Research의 삼축분 장치 SPINS를 이용한 측정에서 최 로 찰되었

다. 자성산란에 의한 래그피크는 그림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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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 4  (a) AgNiO2의 자기감수율 측정 결과. (b,c) 단일 장을 이용한 

성자회 에 의해 검출된 자성질서 래그피크  그 온도 의존도.

약하여 두 개 만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온도는 자기감수율의 온도의존도

와 일치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격자 변형이 없는 구조에서는 동일한 질서벡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R-AgNiO2에서도 자성 질서의 형성에 

의한 격자 변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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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1차년도

Mn1-xCoxWO4 분말 시료의 

성자 회 에 의한 스핀 

구조 분석  x-T 상평형도 

작성

- x = 0～0.3의 조성에 하여 

자기감수율에 의한 상평형도 작성

- 6개 조성의 시료에 하여 

HRPD를 사용한 성자회  측정

- FullProf 로그램을 사용한 격자 

 스핀 구조 분석 완료

- 논문 작성  게재

100

Ba0.5Sr1.5Zn2(Fe1-xAlx)12O22 

분말시료의 성자 회 에 

의한 스핀구조 분석

- x = 0 ~ 0.3의 조성에 하여  

HRPD를 사용한 성자회  측정

- GSAS 로그램을 사용한 격자  

스핀 구조 분석 완료

100

HRPD를 이용한 엇맞는 

다강체의 스핀 구조 분석 

기술 정립

- Rietveld refinement와 propagation 

vector법에 의한 스핀 구조 방법 

정립

100

HRPD 데이터의 비교 평

가

- 미국 NIST  Los Alamos 연구

소에서 삼각격자 반강자성체 측정

- 논문 작성  게재

100

2차년도

고자기장에서의 스핀구조 

분석

- 반강자성체 올리빈 Mn2SiS4 / 

Mn2GeS4의 시료 제작

- 미국 NIST의 BT9 설비  도 

자석을 이용한 자성산란 강도 측정

- Rietveld refinement를 이용한 스핀 

구조 분석  상평형도 완성

- 논문 작성  게재

100

Mn1-xCoxWO4 다강체 

단결정 시료 제작

- x = 0.0, 0.05,  0.1 의 조성에 

해당하는 단결정시료를 floating 

zone 방법으로 제작

- VSM을 이용한 시료 품질 평가

100

Mn1-xCoxWO4 다강체 

단결정 시료의 스핀구조 

분석

- 스 스 PSI 연구소의 성자 FCD 

TriCS를 이용한 특정실험 수행

- Rietveld refinement를 이용한 결정 

구조  스핀 구조의 분석

100

FCD 데이터의 비교 평가

- Ba0.5Sr1.5Zn2(Fe1-xAlx)12O22 단결정 

시료의 제작

- FCD에 의한 산란실험 수행

100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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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재지 권호
impact 

factor
비고

Carrier-mediated antiferromagnetic 

interlayer exchange coupling in diluted 

magnetic semiconductor multilayers 

Ga1-xMnxAs/GaAs:Be

Phys. Rev. Lett. 

101, 237202 

(2008)

7.18

Possible charge disproportionation in 

3R-AgNiO2 studied by neutron 

powder diffraction

Phys. Rev. B 

78, 214417 

(2008)

3.322

Stabilization of the elliptical spiral 

phase and the spin-flop transition in 

multiferroic Mn1-xCoxWO4

Phys. Rev. B 

79, 224415 

(2009)

3.322

Ferromagnetic semiconductor 

GaMnAs: Magnetic anisotropy and 

Interlayer exchange coupling

Materials 

Today 12, 12 

(2009)

12.9

Magnetic phase diagrams of the 

multicritical olivine Mn2SiS4 and 

Mn2GeS4

J. of Mag. Mag. 

Mater. 322, 832 

(2010)

1.2083

제 2 절 대외 기여도

  본 연구 과정을 통하여 국제 SCI 에 발표한 논문은 총 5편이며, 아래와 

같다. 2008년도 Journal Impact Factor를 기 으로 하여 IF = 3 이상에 4편을 개재하

고, 특히 IF = 7 이상에 2편을 게재하는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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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진은 성자산란을 이용한 연구 과제를 통하여 반강자성체 분말  단

결정 시료를 제작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성자회 을 통하여 그 격자  스핀 

구조를 개발하는 기술을 정립하 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자

회  장치인 HRPD  FCD를 사용하여 반강자성 물질의 자기  특성을 원자단

로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직 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기간에는 성자산란을 이용한 자성질서의 연구방법 에서 회 , 즉 

탄성산란방법을 주요 연구 상으로 하 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격자 는 

스핀의 공간 인 질서  그 상호함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  정보

는 자성체의 스핀 구조를 형성하는 근원이 되는 자성 해 토니안을 이해하는 과

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스핀의 공간 인 분포가 

자성 에 지를 계산하는 모델의 석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인 자성 에 지의 

측정은 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과정을 통

하여 얻어진 결과는 비탄성 성자 산란에 의해 자성 에 지를 정량 으로 이해

하는 연구로 활용될 계획이다. 보다 구체 으로는 아래와 같다.

1) Co 이온의 첨가에 의한 Mn1-xCoxWO4의 스핀 구조 변화의 결과는 비탄성 

성자 산란을 이용하여 자성 에 지를 정량 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기 기  결합이 나타나는 나선형 이안맞는 스핀구조가

안정화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그 궁극 인 목표이다.

2) 본 연구기간을 통하여 시도된 용융법을 이용한 Ba0.5Sr1.5Zn2(Fe1-xAlx)12O22 

다강체의 단결정 성장 기술은 비탄성 산란에 직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

의 시료 제작을 가능하게 하 다. Al 이온의 도핑에 의해 나타나는 스핀 구조의 

변화  자기  응답특성의 변화는 비탄성산란을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자기이

방성의 에서 분석하고 규명하는 연구로 발 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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