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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main structure and polarization switching in (001)-oriented Pb(Mg1/3Nb2/3)O3-x%PbTiO3 (PMN-x%PT) crystals for x=20 and
35at% have been investigated in-situ by scanning force microscope (SFM) in a piezoresponse mode under a step DC electrical voltage.
In the initial annealed condition, polar nano domains (PND) and domain striations oriented along {110} were observed in x=20 and
x=35, respectively. For x=20, domain switching occurs by heterogeneous nucleation, where nucleation is not confined in the vicinity
of domain boundaries, but rather can occur throughout the crystal volume. However, for x=35, domain switching tends to be
preferentially initiated near pre-existing twin boundaries. With increasing the applying voltage, the nuclei density increased and
assembled into {110} striations, indicating a stress-accommodated domain growth process. At higher voltage, nucleation occurs
heterogeneously throughout the crystal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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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유전체의 morphotropic phase boundary (MPB) 부근에

서 rhombohedral (R)과 tetragonal (T) 사이에 새로운

monoclinic (MC) 상의 존재를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는

Pb(Zr1-xTix)O3 (PZT)이였다.
1)

 PMN-x%PT 계에서도 MC

상이 PT 농도가 31~37%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2)

 배향 분극된 (1-x)Pb(Zn1/3Nb2/3)O3-xPbTiO3 (PZN-

x%PT)과 PMN-x%PT는 대단히 큰 압전상수 (d33~1800

pC/N)와 전기기계상수 (k33~0.94)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

 이들의 최대 특성 값은 rhombohedral (FEr)과

tetragonal (FEt) 상 사이의 morphotropic phase boundary

(MPB) 근처에서 나타난다. 특성 값을 크게 하는 것은

rhombohedral (FEr)과 tetragonal (FEt) 중간에 존재하는

monoclinic (FEM) 상이 원인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4)

전장이 인가된 상태에서는 FEM 상은 분극 회전이 불안정

하나,
5)

 매우 작은 이방성에 의해 분극 회전이 일어난다. 유

도분극 (P)에 대한 연구는 결정이 단극 또는 양극 전장(E)

하에 있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6-8)

 단

극 전장에서는 P-E 이력곡선 현상이 없으나, 양극 전장에

서는 이력곡선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도

메인이 양극 전장에서 분극 스위칭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유전체의 분극 스위칭에 대한 연구는 sine 혹은 square

파의 전장을 인가하여 전류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
9-14)

 Mertz
10)

 등에 의한 초기의 연

구는 2차원 핵성장은 180
o 

domain 벽에 제한되어 역방향

분극들이 성장하고, 계단 형태의 1차원 도메인은 전장에

수직한 방향으로 응집된 형태로 역방향 분극들이 성장한

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론은 한정된 크기

의 시편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15)

Scott 등에 의해 수정되었다.
16)

 그러나 최근에서야 분극스

위칭에서 결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

다.
17)

 PMN-x%PT 경우를 예를 들면 인가된 전장 하에서

분극 스위칭은 냉각된 random fields (임의전장)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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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일한 핵성장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19) 

완화형 강유전체 특성은 PMN에서 최초로 관찰되었으

며
20)

 상전이의 확산 특성이 나노 영역에서 조성 변동에

의한 미세 분극영역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화학

조성의 변동은 상전이 온도의 통계적인 분포를 갖게 되

고 결과적으로 유전특성의 넓은 온도 의존성을 야기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미세 분극영역에 대한 개념 중에서

PND로 이루어진 초상유전체 (superparaelectric) 모델에 대

한 이론이 L. E. Cross
21)
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PND는 분

극의 공간적 응집성에 의해 다양한 크기와 방위를 갖는

cluster로 성장한다고 보고하였다. 완화형 강유전체는 자

기조립된 나노 복합구조 재료이며 PND의 구조와 형상에

대한 연구는 소자의 특성과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PMN-PT의 경우 도메인 구조는 유전상수가

최대인 온도 (Tmax)까지는 일반 PZT 강유전체와 같은 마

이크로도메인 구조이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나노도메

인 형태를 하며 PT 조성이 증가할수록 Tmax이 증가하고

마이크로도메인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일반 강유전체 특

성이 커진다. 

이와 같은 완화형 강유전체의 임의전장에서 불균일한

핵성장에 의한 분극 스위칭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았

으며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광학현미경의 분해능이

낮아서거나 전장을 인가하면서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으로 관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SFM을 이용하여 압전 모드로 강

유전체 도메인구조를 연구하였으며 PZN-x%PT 강유전체

에서 작은 불규칙한 도메인이 관찰되었다.
22)

 SFM 방법은

강유전체의 작은 도메인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으나, 직류 전장이 인가된 상태에서 분극의 스위

칭을 직접 관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001)

PMN-20%PT과 PMN-35%PT 단결정에 SFM의 압전 모드

로 직류전장을 변화시키면서 도메인 스위칭과 성장 과정

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Bridgman 방법
16)
으로 성장시킨 (001) PMN-x%PT (x=

20, 35) 단결정을 HC사 (Urbana, IL)에서 구입하였으며

4×4×0.3 mm
3
 크기로 절단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두께를

0.25 mm로 제작하였다. SFM으로 관찰하기 전에 연마 중

에 생성되는 표면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550 K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SFM 형상은 Veeco 사의 DI 3100a

를 이용하여 압전 모드로 관찰하였다. SFM은 측정하는

probe tip의 특성과 방법에 따라 측면 힘, 표면에너지, 강

유전체 도메인, 자기적 힘 등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측정

할 수 있다. 모든 형상은 Co가 코팅된 반경 20 nm의 Si-

tip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스캔하면서 관찰하였다. 

전기적 접촉을 위하여 시편의 바닥 면에 스퍼터링으로

금을 증착하여 SFM에 접착하였다. 금 전극이 없는 윗면

은 Si-tip으로 스캔하였다. 형상을 스캔하는 동안 금 전극

을 접지하고 Si-tip에 20 kHz로 1~10 V 교류 전압을 인가

하였다. 가장 좋은 해상도를 얻기 위하여 0.1Hz로 스캔하

였다. 그 후 시편의 중앙부분에 초기 분극 과정을 관찰하

기 위하여 교류전압을 제거하고, Si-tip은 접지하고 시편

의 바닥 전극에 양의 직류전압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

서 도메인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였다. 그 후 시편의 바닥

전극에 음의 직류전압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초기

분극된 영역 내를 Si-tip으로 스캔하여 스위칭 과정을 관

찰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측정 장치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열처리 후의 PMN-20%PT과 PMN-35%PT 단결

정의 압전 모드 형상이다. Fig. 2(a)를 보면 매우 불규칙적

인 형상과 분포를 하고 있는 PND을 볼 수 있다. 이 도메

인 크기는 40 nm 정도로 tip의 분해능 20 nm와 거의 비슷

한 크기이다. PND의 복잡한 변화로 인하여 규칙성이 여

러 도메인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며 거의 불규칙적으로

임의로 분포되어 있었다. Fig. 2(b)의 고분해능 형상을 보

면, 대부분 PND들은 자기조립 되지 않고 임의로 분포되

고 있고 경계면도 거칠고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PND들은 본질적으로 스트레스가 동반되지 않은

Fig. 1. Experimental setup used for piezoresponse measure-

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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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PND의 경계면은 탄성에 의한

적합성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c)의

PMN-35%PT 도메인 구조를 보면 [110] 방향으로 PND가

길고 얇게 자기조립되어 물결 모양의 도메인이 번갈아가

며 형성되어 있다. Fig. 2(d)의 고분해능 형상을 보면 거

친 도메인 경계면과 불규칙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완

화형 강유전체의 임의전장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직류전압의 변화에 따른 PMN-20%PT 시편의 압

전모드 형상이다. 시편의 중앙 2×2 µm
2
 부근에 양의 전압

을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5, 7.5, 10 V에서 관찰한 형상

을 왼쪽 열에 나타냈으며, 그 후에 중앙 1×1µm
2
 부근에

음의 전압을 −2.5, −4.0, −6.0 V로 증가시키면서 관찰한 형

상을 우측 열에 나타내었다. Fig. 3(a)와 같이 5 V 전압을

인가하면 시편의 중앙 2×2 µm
2
 부근에 검정 영역이 확장

되는 것으로 보아 분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

부 clusters는 작아지고 나노크기의 분극영역만 관찰되었다.

전압을 7.5 V로 증가시킨 Fig. 3(b)를 보면 PND 밀도는 극

도로 감소하였고 전압이 10 V가 되면 Fig. 3(c)와 같이 단

일 도메인으로 변하였다. 그 후 −2.5 V의 음의 전압을 인

가시킨 Fig. 3(d)를 보면 시편 내에 불규칙적인 분포로 나

노크기의 분극 핵이 생성되었다. 음의 전압을 −4.0 V로 증

가시킨 Fig. 3(e)를 보면 핵의 밀도가 더욱 증가되었으나 전

체적으로 불규칙한 형상을 하고 있다. 전압이 −6.0 V가 되

면 Fig. 3(f)와 같이 단일 도메인으로 성장하였다. 이 관

찰 결과로부터 (001) PMN-20%PT 단결정에서의 분극 스

위칭은 도메인 경계면에서 국한되어 성장하기보다는 결

정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이종 핵성장에 의해 일어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시편의 바닥전극에 +전압을 인가한 좌

측열은 분극이 안된 초기 상태에서부터 도메인이 성장하

여 분극이 포화되는 과정이며 −전압을 인가한 우측열은

포화된 분극 상태로부터 반대방향의 핵이 생성되고 성장

하는 스위칭 과정이나, 인가한 전압에 따른 흑, 백 면적의

변화와 같은 정량적인 분석은 할 수 없었다. 

Fig. 4은 직류전압의 변화에 따른 PMN-35%PT 시편의

압전 모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 4×4 µm
2
에 양의

직류전압을 증가시키면서 관찰한 좌측 열을 보면, 전압을

5 V 인가한 Fig. 4(a) 경우 물결모양의 도메인이 좁아지고

불규칙해졌다. 양 전압을 7.5 V로 증가시킨 Fig. 4(b)을 보

면 물결모양의 도메인이 끊어져 독립적인 PND으로 되었

고, 12 V에서는 Fig. 4(c)의 검은 부분과 같이 동일한 분

극의 단일 도메인으로 되었다. 이러한 도메인 내에 2×

2 µm
2
 부위에 −4.2 V를 인가하면 Fig. 4(d)와 같이 나노

크기의 분극 핵이 불규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관찰 할

Fig. 2. Piezoresponse force images for (001)-oriented PMN-

20%PT (a, b) and PMN-35%PT (c, d) crystals. High

resolution piezoresponse force images (b, d) illustrate

non-smooth domain boundaries and irregularity.

Fig. 3. Piezoresponse force images for a (001)-oriented PMN-

20%PT crystal under various dc electrical voltages

applied on the bottom electrode; (a) 5.0 V, (b) 7.5 V, (c)

10 V, (d) −2.5 V, (e) −4.0 V, (f) −6.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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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인가전압이 −5.4 V인 Fig. 4(e)를 보면 핵의 밀도

가 증가되었고, {110}방향으로 물결모양의 도메인이 자기

조립 형태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를 수용하는

도메인 성장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분극과 전하

를 갖는 점 결함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twin boundaries

는 경계면이 불명확하면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찰 결과

로부터 초기 분극 스위칭이 일어나는 핵성장은 twin

boundaries 부근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되나, 전압을 증가시

키면 핵성장은 결정 전체에서 불균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압을 더욱 증가시켜 −9 V가 되면 Fig. 4(f)

의 밝은 영역과 같이 단일 도메인 상태로 되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최근의 PMN-x%PT과 PZN-x%PT

에서 전류전환 방법에 의한 관찰 결과
18,19)
와 유사하다. 이

들의 연구에서 PMN-30%PT과 PZN-4.5%PT의 분극 스위

칭은 지수적으로 연속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불규칙적인 자성계에서의 임의전장 이론에 의

하면,
23,24)

 스위칭 현상은 냉각된 임의전장 근처에서 나노

크기 도메인의 이종 핵성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분극 스위칭도 전장이 증가

됨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180
o
 도메인 벽 부근에서 제한

적으로 역방향의 2차원 핵성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라기보다는, 결정 전체에서 이종 핵성장으로 도메인 벽의

확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SFM 형상으로부터 완화형 강유전체 계에 가까운

PMN-20%PT 조성에서는 핵성장이 냉각된 임의전장 부근

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며, PT 농도가 큰 MPB 조성인

PMN-35%PT에서는 핵성장이 초기에는 도메인 벽에 한정

되어 시작되나 전압이 증가되면 국부적으로 제한되지 않

고 결정내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단결정 (001) PMN-20%PT 도메인 구조는 PND이 자기

조립 되지 않고 임의로 분포되고 있고 경계면도 거칠고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PMN-35%PT 경우는 [110]

방향으로 PND가 길고 얇게 자기조립 되어 물결 모양의

도메인이 번갈아가며 형성되어 있다. 도메인 스위칭 현상

을 직류 전압을 연속적으로 인가하면서 SFM의 압전 모

드 방법으로 관찰한 결과, PMN-20%PT 조성에서는 핵성

장이 도메인 경계면에 제한되지 않고 결정내부에 임의로

불규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MN-35%PT

조성에서는 핵성장이 우선적으로 twin 도메인 경계면에서

시작되었으나,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이종 핵성장에 의하

여 경계면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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