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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gruent or stoichiometric LiNbO3 fiber single crystals were grown by the µ-PD method, and the grown fiber crystals have the
several (2 or 3) ridges with a diameter of 1.35~1.5 mm and a length of 40~100 mm. In this µ-PD process, different growth rates
(10~60 mm/h) were applied. Pt wire or LiNbO3 crystal was used as a seed. The properties of grown LiNbO3 fiber single crystals
having a-axis or c-axis according to seeds were effected by the grown conditions(Pt tube diameter, pulling speed, after heater etc.).
Disk-type LiNbO3 samples were poled in condition of DC 5 V/cm at 1050, 1075 or 1100

o
C. XRD, SEM, conoscope image through

the polarized microscope, TC measuring apparatus, optical transmittance measuring instrument are used to identify the properties of
LiNb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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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학 단결정의 비선형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얻어지

는 파장 변환된 광원을 이용하는 파장 변환기술은 물질

의 비선형 광학성 자체를 규명하는 기초과학연구로서의

중요성은 물론 응용분야에서 사용할 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선형광학 단결정을 이용한 파장가변

기술은 단결정의 2차 비선형 광학계수(2-order nonlinear

optical coefficient)가 커야할 뿐 아니라 결맞음성에 대한

위상정합조건(phase-matching condition)을 만족해야하는 두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이제까지 실용

화 된 결정은 LiNbO3를 비롯하여 KTP, β-BBO 등 10개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모두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

야 높은 변환 효율이 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비선형성이 높은 LiNbO3 강유전 결정의

분극방향을 수~수십 µm 정도의 규칙적 주기로 반대방향

으로 배열한 결정(Periodically Poled Lithium Niobate;

PPLN)을 제작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준위상정합

(Quasi-Phase matching; QPM)조건으로 고효율의 파장변환

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 되

었다.
1) 
주기적 분극 반전 광학단결정의 이용은 Fejer 등의

전기적 분극 방법을 이용하여 0.5 mm 두께의 LiNbO3 단

결정의 분극 반전을 성공함으로서 효율적인 QPM SHG를

정립하였으며, 이후 QPM OPO를 이용한 근-중적외선에

걸치는 가변 광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4)

 

한편 산화물 단결정의 세계기술동향은 소자의 고기능

화와 제조원가 감소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LiNbO3

단결정은 구조가 복잡하고 열전도도가 낮으며 열응력에

약한 단점으로 실리콘 단결정에 비해 결정 성장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bulk 단결정 성장 외, fiber 형태의 단결정 성장 방법이 각

광을 받기 시작했고 edge-defined film-fed growth (EFG),

pulling through a die, float-zone (pedestal) growth, solidi-

fication in capillary tubes, capillary drawing, pressurized

capillary-fed growth, laser-heat pedestal growth (LHPG)

및 micro-pulling down (µ-PD)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되

었다.
5-12) 
특히 µ-PD 방법은 단결정을 소형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다른 성장방법으로는 성장이 까다로운 결정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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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용융액 조성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근래

각광 받고 있는 fiber 단결정 성장법 중에 하나다. 성장되

는 직경이 작아 단결정의 중심축과 외경에서의 온도차가

작게 발생함으로 균일한 결정상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열

팽창 계수에 의한 스트레스 저감에도 효과적인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부적인 용융에 의해 fiber 단결정

을 제조함에 따라 균일한 조성의 단결정을 빠르고 안전

하게 성장시킴으로서 각 조성에 따른 단결정의 물성을 연

구하는데 적합한 단결정 성장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µ-PD 방법을 통해 비교적 결함이 적은

LiNbO3 fiber 단결정을 성장하고 고효율의 파장변환 소자

를 제작하기 위한 최적 poling 조건을 찾기 위하여 재료

적, 물리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2. 실험 방법

LiNbO3 fiber 단결정을 성장하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 제

작한 Micro pulling-down 장치(이하 µ-PD)를 사용하였다.

이 µ-PD 장치는 원료를 crucible 내에서 용해시킨 후

crucible 하부의 마이크로 노즐에 seed를 접합(dipping &

necking) 하여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김(pulling down)으로

써 노즐과 직경이 유사한 fiber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것

으로, 노즐의 직경과 형태에 따라 성장되는 결정의 형태

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새로운 소자 형

태의 응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로(furnace) 내부의 안정한 온도구배 유지 및 제어를 위

해 heater(발열체)를 위에서부터 sub-main-after-sub 순으로

위치시켰다. Pt plate를 이용하여 crucible을 제작하였고 이

는 main heater 역할을 겸하게 된다. Pt-13%Rh wire를 용

수철 모양으로 만들어 after heater를 구성하였으며, nichrome

wire 발열체의 sub heater가 성장로 최상단과 최하단 부분

에 위치한다. 용융액으로 부터 1.8 cm 상단부분에 R-type

의 열전대(thermocouple)를 설치하여 결정 성장시로 내부

의 참조 온도(reference temperature)로 하였다.

출발원료로 사용된 Li2CO3(Strem Chemical co., USA,

99.999%)와 Nb2O5(H.C. Starck, co., Germany, 99.99%)의

고순도 원료를 사용하였다. 이 때 출발 원료의 대기 중

수분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150
o
C oven에서 20시간 이상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LiNbO3 합

성을 위한 출발원료 혼합은 공융 조성(congruent composi-

tion) 및 화학양론 조성(stoichiometric composition) 각각

Li/Nb=48.6/51.4, Li/Nb=50/50 mol%로 하였으며, 분쇄매체

들의 마모에 의한 불순물 혼입을 방지하고자 테프론 재

질의 용기 및 볼과 에탄올을 사용하여 13시간 동안 습식

혼합 하였다. 혼합된 slurry는 stirring 하면서 hot plate로

건조시켜 분말을 얻은 다음 200
o
C oven에서 20시간 동안

건조 시켰다. 건조가 끝난 후 뭉쳐진 분말을 유발로 30분

간 분쇄혼합한 뒤 Teflon mold(직경 25 mm)를 이용하여

일축 가압으로 2 kg/cm
2
의 성형압력을 통해 지름 2.5 cm

의 디스크 형태로 성형하였다. 그리고 1150
o
C에서 10시

간 동안 하소(calcine)시킨 후 X-선 회절분석을 통해

LiNbO3 상 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직경 0.5 mm Pt wire seed 또는 원하는 축 방향으로 결

정 성장을 하기 위해 crystal seed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c

축으로 성장된 공융조성 LiNbO3 단결정을 가공하여 a축

및 c축 seed로 사용하였다. Seed와 홀더는 알루미나 시멘

트로 접착한 후 상온건조 후 70
o
C oven에서 5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µ-PD로 성장된 LiNbO3 fiber 단결정의 직경은 1.0~1.5 mm

이고 길이는 15~120 mm이며 잘 성장되었다. 성장속도

10~130 mm/h까지 매 10 mm/h 별로 성장한 결과 60 mm/h 속

도로 성장한 결정이 비교적 무색투명 하고 crack이 적은

결과를 보여 이 속도를 최적의 성장 속도로 정하였으며

다른 seed를 사용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성

장된 결정의 일부는 seed와 body 부분에 crack이 관찰 되

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먼저

seed를 dipping시 necking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seed와 용

융액이 충분한 친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

째는 단결정 성장 중이나 cooling 공정 과정에서 주위의

공기의 대류로 인한 급격한 열구배에 의해 발생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dipping시 정교한 제어

로 정확한 necking을 이루게 하고, after heater 및 sub

heater와 cooling 온도 조절 등으로 보완함으로써 crack이

Fig. 1. As-grown stoichiometric LiNbO3 fiber single crystal by

µ-PD method (Inset: conoscope image, ridge). (Growth

rate: 60 mm/h, growth direction: c-axis, seed: congruent

LiNbO3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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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줄어든 우수한 품질의 단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

었다. Fig. 1은 성장된 화학양론 조성 LiNbO3 fiber 단결

정을 촬영한 것이다. 성장 길이는 약 75 mm 정도였으며

전반적으로 엷은 붉은 색을 띠었으나 열처리를 통하여 무

색 투명한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성장된 단결정의 품질

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는 슐리렌(Schliren)법이나 마흐-

젠더 간섭법이 채용되지만 광학적 일축성 결정의 얇은 판

의 광학적 평가에는 편광 현미경에 의한 conoscope 상을

관찰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13,14)

 예를 들어 일축성 결

정의 광축에 수직인 박판의 conoscope 상에서는 십자형의

검은 간섭상이 얻어지고 결정판의 변형 등으로 인한 복

굴절의 불균일이 있으면 이 conoscope 상은 정확한 십자

형간섭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십자형 간섭상은 두께에 따

라 다르고 일축성과 이축성 결정에 대해서도 다르다. 또

한 조성에 따라 다른 십자형 conoscope 상을 갖는다.
15-17)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성장된 결정은 검은 십자형의 간

섭상이 명료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광학적 일축성

임을 알 수 있다. 

LiNbO3와 같은 단결정에는 성장방향에 의해 growth

ridge(성장능)가 형성된다. Ridge의 발생은 결정의 정벽면

(crystal habit)에 크게 관계되고 Czochralski 방법의 bulk

단결정에서 관찰되는 growth ridge의 형성과 같은 메카니

즘이다. <001> c축으로 인상한 LiNbO3에서는 (201)면이

최초 밀면으로 정벽이 강하고, 성장방향과 이루는 각이

둔각으로 되는 {201}면이 융액의 메니스커스(meniscus) 부

분에서 우선적으로 성장하여 ridge로 된다. 한편 예각으로

되는 {201}면에서는 성장이 억제되어 결과적으로는 결정

외형에서 세 개(3회 대칭)의 growth ridge가 나타나게 된

다. 특히 직경이 작은 fiber 결정에서는 ridge의 형성이 현

저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삼각형 단면이 된다.

동일한 조건하에 조성만 변화시키고 fiber 단결정의 성

장구간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Curie temperature(TC)를 측

정하여 Li2O의 증감을 알아보고자 공융 조성과 화학양론

조성 시편의 TC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이해를 돕기 위

해 그래프 내부에는 실제 fiber 길이와 같은 비율로 축소

된 그림을 삽입 하였으며 왼쪽이 seed 부분, 오른쪽이 tail

부분이다. 성장이 지속될수록 그 구간의 Curie temperature

가 선형적으로 낮아지고 측정구간이 세밀해 질수록 그 경

Fig. 2. Curie temperature of the LN fiber crystal position. (a) congruent composition and (b) stoichiometric composition of a star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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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Curie temperature(TC)는 결정 내의

Li/Nb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데 Curie temperature

와 결정내의 Li 농도 ([Li])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TC) = −746.73 + 39.064[Li] 

이 때의 TC의 단위는 
o
C이다. 따라서 결정의 Curie

temperature를 알면 LiNbO3 결정의 성분비를 알 수 있다.

Tail 부분으로 갈수록 Curie temperature가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단결정 성장 시간이 길어질수록 Li2O 휘

발에 의한 Li 이온의 감소로 이어져 결정내 Li/Nb 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LiNbO3에서 Curie temperature는

Nb-O의 결합력과 Li 자리의 변화에 따르며 Li가 많아짐

에 따라 Curie temperature는 증가한다.
19)

 이것은 con-

gruent 조성에서 Li 초과 영역에서 Curie temperature의 증

가를 초과 Li-O 결합력 증가로 보고 Nb의 증가는 이 결

합력을 감소시키고, Li가 감소할수록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µ-PD를 이용해 다른 성장속도로 성장된 LiNbO3 fiber

단결정의 표면 미세구조를 보기 위해 HF:HNO3=1:3 용

액에 100
o
C, 3시간 동안 식각한 후 SEM을 이용하였다.

Fig. 3에는 화학양론 조성으로 성장된 시편에 대한 poling

온도별 미세구조 변화를 나타내었다. DC 5 V/cm로 각각

1050
o
C, 1075

o
C 및 1100

o
C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poling 시키고, 냉각 후 화학적 방법으로 식각한 뒤 SEM

을 이용해 (001), (001) 양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positive 면 (001)에서는 poling 전후 및 온도에 따른

삼각형의 식각 형태가 크게 차이 없지만 negative 면 (001)

은 1075
o
C 조건으로 poling 한 시편에서 일정한 hillock

형태들이 관찰되었다. 측정된 SEM image를 통해 domain

구조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미세구조의 변화가 어

떠한 이유에서 발생하는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서 규명될 것으로 판단된다. LiNbO3 단결정의 경우 자발

분극(spontaneous polarization)이 +c 및 −c 방향으로 존재

한다. 180
o
 domain 만이 c축으로 존재하고 화학적 식각의

경우 negative 면 (001)이 positive 면 (001)보다 더욱 빠른

식각이 이루어져 hillock 모양이 형성되고, positive 면

(001)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식각 된다. 이 식각 현상에 대

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부분

이 많고 아직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단지

LiNbO3의 경우 hillock은 negative 면 (001)과 30
o
를 이루

고 있고, 삼각형 모양의 식각면들은 {102}라는 사실이 알

려져 있다.
20) 

Fig. 4는 crystal seed(c축)를 이용해 화학양론 조성 단결

정을 성장시킨 뒤 body 부분을 채취해 각각 1050
o
C,

1075
o
C 및 1100

o
C 온도별 poling 후 투과율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흡수 밴드의 약간의 편이(shift)가 나

타나는데 이는 LiNbO3 단결정은 고온 열처리 공정에 의

한 새로운 결함(defect) 등은 생성되지 않고 Li 빈자리

(vacancy)에 대한 보상만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Poling 온도 변화에 따른 Curie temperature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poling 장치에 장착하

고 3
o
C/min 속도로 승온하여 각각 1050

o
C, 1075

o
C 및

1100
o
C에서 1시간 유지 후 로냉 하였으며 5 V/cm의 직류

전압을 승온 처음부터 20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그 결과

Fig. 3. Micro-structure of stoichiometric LiNbO3 fiber single

crystals of the different poling temperature. Fig. 4. Optical transmittance of the different poling temperature.



LiNbO3 섬유 단결정의 분극에 관한 연구 423

제46권 제4호(2009)

를 Poling 전 Curie temperature 결과와 함께 각각 Fig. 5

에 나타내었다. 화학양론 조성 성장 시편의 Curie temper-

ature는 1144
o
C이고, 동일 구간의 3가지 시편으로 1050

o
C,

1075
o
C 및 1100

o
C에서 poling 한 결과 1168

o
C, 1161

o
C

및 1153
o
C로 각각 측정되었다. Poling 실험 후 모든 시편

에서 전보다 높은 Curie temperature를 나타났는데 이는

고온에서의 이온 전도성 때문에 결정 내에서 부분적으로

전기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명

확하게 규명되진 않았고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동일한 직경과 두께를 가진 시편으로 실험이 진행 되

었으므로 측정된 capacitance 값을 통해 상대적인 유전율

변화도 비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poling을 거친 시편들

이 전보다 높은 capacitance 값을 가지고 특히 1075
o
C의

시편은 가장 높은 capacitance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poling 공정으로 결정내 분극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동

시에 실험한 조건 중 직류전압 5 V/cm 조건에서는 1075
o
C

로 poling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4. 결 론

 

µ-PD 장치를 이용해 공융 조성 및 화학양론 조성의

LiNbO3 fiber 단결정 성장시켰으며, 최적의 성장속도는 60

mm/h이며 다양한 seed를 이용해 원하는 축 방향으로 성

장하였다. 성장된 fiber 단결정은 직경 1.0~1.5 mm, 길이

15~120 mm이며 열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를 통해 무색

투명한 단결정을 얻었다. 

인가전압(DC 5 V/cm)은 고정하고 온도를 1050
o
C, 1075 

o
C

및 1100
o
C로 변화시켜 poling 하여 화학적 식각방법을 통

해 성장된 단결정의 표면 미세 구조는 positive 면 (001)

은 삼각형의 식각형태가, negative 면 (001)에는 삼각형의

hillock 모양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양 면의 식각 속도

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Poling 조건 중 DC 5 V/

cm-1075
o
C에서 negative 면 (001)에 무수히 많은 hillock

형태가 관찰되어 poling 온도에 따른 식각 형태 및 분극

화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조성에 따른 투과율 측정에서 흡수단은 조성의 차이에

영향을 받고, poling 온도(1050
o
C, 1075

o
C 및 1100

o
C)에

따라서는 흡수단의 차이가 없었으며 poling 후 모두 단파

장 쪽으로 약간의 이동이 보였다. 

공융조성 및 화학양론 조성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LiNbO3

fiber 단결정에서 tail 부분으로 갈수록 Curie temperature

(TC)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정 성장 시간이

Fig. 5. Curie temperature of samples having poled in different pol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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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질수록 Li2O 휘발에 의한 Li 이온의 감소로 이어져

결정내 Li/Nb 비가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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