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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나의 相을 가진 물질이 강유전성(强誘電性)과 

반강자성(反强磁性; 또는 강자성)을 동시에 발현

할 때 이러한 물질을 멀티페로익스(multiferroics) 

라 고  부 른 다 .  멀 티 페 로 익 스 는  각 종  센 서 , 

transducers, 메모리 소자, 스픽트로닉스 등의 다

양한 전자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1], 지난 십 수년간 이 분야에 대

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히 진행 되어 왔

다. 멀티페로익스(이하 多强體로 표기) 소자가 실용

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이 상온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도 강유전성과 반강자성을 동시

에 나타내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상온 다강성 

(room-temperature multiferroism)라 부르고 있

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 노력이 있어 왔으나 상온 다

강성의 조건을 잘 만족하는 물질로는 현재 BiFeO3

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 주어진 다강체가 

각종 전자소자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온 다

강성 뿐 만 아니라 다강체의 대표 물리량인 강유

전 분극(ferroelectric polarization)과 자화 모멘트 

(magnetic moment) 간의 강한 상호작용이 요구되

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흔히 magnetoelectric(ME) 

coupling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

하면 강한 ME coupling 특성을 보여주는 다강체로

는 사방정 구조의 TbMnO3, TbMn2O5 등이 있는데, 

불행히도 두 물질 모두 20 K 이하의 극저온에서만 

다강체의 특성을 발현한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우선 대표적 상온 다강체인 

BiFeO3에 대해 다강성의 기원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본 뒤 강유전 주분극(principal polarization) 외에

도 분극-스핀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미소한 크

기의 3가지 추가 분극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필자의 

최신 이론 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

으로는 BiFeO3 외의 다양한 유형의 다강체들에 대

해 그 핵심적 물성인 강유전성 발현의 기원을 본 연

구실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다강체의 최신 연구 분야인 상온 다강체 

신물질 창출, 다강체 신물질 태양전지, 다단계 메모

리 소자 등을 본 연구실 결과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리뷰 논문을 끝맺고자 한다. 

2. 다양한 멀티페로익스 신물질의 
강유전성 발현기원 

2.1 BiFeO3의 다강성 기원과 특이 강유전 분극 

BiFeO3는 공간군 R3c를 가지는 능면체정 물질이

며, 강유전 Curie 온도가 무려 1,100 K로 높아 열역

학적으로 안정된 강유전상을 가진다. 그림 1에 나타

내었듯이 BiFeO3는 pseudo-cubic 단위포의 [111]c 

방향(능면체정 R3c 구조의 principal direction)으

로 강유전 분극을 발현 한다. 제1원리 계산 연구에 

의하면 Bi 원자의 6s 오비탈과 6p 오비탈 간의 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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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해 6s 오비탈의 고립된 전자쌍 반발력을 유

도하고, 이에 따라 [111]c 방향으로 약 90 μC/cm2

의 강한 강유전 분극 (Po)이 발생된다 [3]. BiFeO3 

단위포를 육방정 구조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림 

1에 나타내었듯이 육방정 구조의 [001]h 방향은 능

면체정 단위포의 [111]c 방향과 일치한다. 

BiFeO3는 이웃하는 모든 스핀 간의 모멘트가 서

로 반대인 G-형의 반강자성 스핀 구조를 가지며 반

강자성 전이온도 (Ne′el 온도; 보통 TN으로 표시)는 

643 K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팀의 자세한 

계산에 의하면 완전한 G-형 반강자성 스핀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001]h에 수직한 방향인 y-축

으로 조금 기울어진 스핀 구조를 가진다 [4]. 이러한 

기울어진 스핀 구조에서 x-축으로 이웃하는 스핀 

간에 vector coupling을 하게 되면 Pn=dDMe12×(m1

×m2) 형의 소위 reverse Dzyaloshinskii-Moriya 

상호 작용에 의한 미소한 크기의 특이 강유전 분극

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잔류하며, 그 크기는 20 

nC/cm2 이하로 매우 작고 주 분극인 Po의 방향에 

수직한 방향인 y-축에 평행하게 발현된다. 반면에 

기울어진 이웃 스핀 간에 scalar coupling을 하게 

되면 Pms=(γq/(ξpPo))(m1·m2) 형의 특이 강유전 분

극이 주 분극인 Po의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유도

되며 (그 크기 역시 ~20 nC/cm2), 이 분극은 자왜 

분극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iFeO3는 그림 1(b)에 

나타내었듯이 x-축으로 620 Å의 주기(λ)를 가지

면서 공간적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사이크로이드 스

핀 변조파(cycloidal spin-density wave; SDW)를 

가지게 된다. 이 변조파에 의해 Lifshitz invariant 

항이 생기는데, 최근 필자의 자세한 이론적 유도에 

의하면 이 Lifshitz coupling에 기인하여 유발되는 

특이 강유전 분극은 PLF=(γsLo
2Q/2ξpPo

2)형의 수

학적 표현을 가지며, 이 PLF 역시 Po의 방향에 평행

한 z-축 방향으로 유도된다. 그리고 이 식에서 Q=

λ/2π, Lo는 Ne′el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m1-

m2|). 그러나 예측되는 PLF의 크기는 2 nC/cm2 이

하로 아주 작아 Pn, Pms에 비해서도 무시될 수 있다. 

BiFeO3는 반 강자성 (또는 약한 강자성) 특성으

로 인해 잔류 및 포화 자화량이 아주 작지만 La로 

Bi 원자 일부를 치환하게 되면 자기 특성이 크게 개

선된다 (비록 강유전 분극은 감소하지만) [5]. 본 연

구실은 La 치환에 따른 자기 특성 변화를 원자 수

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성 발현의 중심이 되는 

Fe 원자에 대해 자세한 PDOS(partial density of 

states)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계산 결과를 통해 

La 원자의(Bi 원자에 대한)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

라 Fe 원자의 4p 오비탈의 occupancy가 감소하는 

반면 3d 오비탈의 occupancy는 증가하게 되고, 이

에 따라 Fe 원자 내에서의 3d-4p 오비탈 자체 혼

성화의 정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됨을 이론적

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4]. 이러한 예측은 La 치환

에 따른 잔류 자화 증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

그림 1. (a) A half unit-cell hexagonal structure of BiFeO3 
having R3c space-group symmetry. The hexagonal 
lattice parameters shown in the figure (a = b = 5.580 

Å, c = 13.872 Å) are based on our previous Rietveld 
refinement [4]. In the same figure, a pseudo-
cubic representation is also shown along the  
[111]c which is equivalent to the polar [001]h direction 
in hexagonal notation. (b) A two 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the Neel vector, L(x), that forms a 
continuously varying spin-density wave (SDW) with 
the propagation vector Q along the [110]h. Herein, 
the improper polarization arising from the Lifshitz 
exchange coupling in the SDW is parallel to the 
principal polarization direction, P, which is parallel 
to the z-axis or [001]h.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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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방사광 XANES(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스펙트럼의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Fe 3d-4p 오비탈 자체 혼성화의 감소와 잘 일치하

였다 [4].

2.2 이웃 원자간의 오비탈 혼성화와 강유전성의 발현

일반적으로 RFeO3형 페라이트 물질의 안정한 상

은 사방정계(orthorhombic)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RFeO3형 페라이트 물질은 결정이 중심대칭성

을 가지기 때문에 강유전성을 가질 수 없다고 알려

져 있다 (반면에 TN (Ne′el 온도) 아래에서 공통적

으로 반강자성을 발현함). 본 연구팀은 육방정 구조

를 가지는 sapphire(Al2O3) 기판이나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 기판을 주형 으로 사용하고 적

절한 크기의 압축 응력을 인가함으로써 육방정계 

구조를 가진 일련의 h-RFeO3형 에피택시 박막들

을 성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련

의 RFeO3형 페라이트 물질들에 대해서 최초로 강

유전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강

유전성이 부여된 육방정계 다강체의 대표적 예가 

h-YbFeO3이다 [6]. 이 물질은 흥미롭게도 두 단계

에 걸쳐 강유전 상전이를 보이는데, 약 500 K의 온

도에서 상유전상으로부터 강유전상으로 첫 번째 상

전이가 일어나 약 4 μC/cm2의 강유전 자발분극을 

발현한다. 온도가 약 230 K 정도로 냉각됨에 따라 

두 번째 강유전 상전이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강유

전 자발 분극이 약 10 μC/cm2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6]. 제1원리 및 격자역학 계산에 의해 이 연

속 강유전 상전이는 온도가 냉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어나는 육방정계의 구조적 상전이와 정확히  

1 : 1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63/mmc 

→ P63mc → P63cm. 따라서 230 K 이하에서 저온 

강유전상이 가지는 공간군은 P63cm가 된다. 

강유전 상전이 발현의 기원을 원자 수준에서 규

명 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고온 상유전상 (P63/

mmc)과 저온 강유전상 (P63cm)에 대해 原子價 전

자의 전하밀도 분포도와 오비탈 분해능 상태 밀도

(orbital-resolved partial density of states)를 계

산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유전 상전이가 발생

하는 주된 원자 위치는 Fe 이온이 아니라 희토류 원

자인 Yb이며, 결정의 c축 방향으로 Yb 원자의 위, 

아래에 있는 2개의 산소 원자들(axial 산소를 지칭

하며 OA로 표기) 중에서 어느 하나와 Yb 원자가 비

대칭성 공유결합을 함으로써 c축 방향에 평행하

게 전기 쌍극자(강유전 분극)가 유발된다. 그림 2

에 나타내었듯이 오비탈 분해능 부분 상태 밀도 계

산결과는 P63/mmc 구조에서 P63cm 구조로의 강

유전 상전이가 Yb 원자의 5dz2 오비탈과 OA 원자

의 2pz 오비탈 간의 오비탈 혼성화에 기인함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2(a)의 왼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5dz2(Yb)-2pz(OA) 오비탈 혼성화에 의해 c축 방향

으로 비대칭성 공유결합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결

정의 중심대칭성(centro-symmetry)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c축 방향으로의 오비탈 혼성화와 이

에 따른 강유전성의 발현은 본 연구팀이 인위적으

그림 2. (a) Schematic diagrams of the two distinct 
possibilities of Yb–OA orbital interactions, 5dz

2(Yb)–
2pz(OA) and 6s(Yb)–2pz(OA). (b) A comparison of 
the orbital–resolved partial density of states for 
5dz

2(Yb), 6s(Yb), 2px,y(OA), and 2pz(OA) orbitals of 
the paraelectric P63/mmc phase with those of the 
ferroelectric P63cm phas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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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성한 다른 육방정계 RFeO3형 반강자성 박막

에서도 발견되었다 [7,8]. LuFeO3의 경우 YbFeO3

와는 달리 중간상(P63cm)의 발현 없이 상유전-강

유전 상전이 (P63/mmc-P63cm)가 563 K에서 한번 

만 일어나며 상온에서 자발 분극의 크기는 6.5 μ

C/cm2 정도이었고, 이는 밀도 범함수론의 Berry-

phase방법에 의해 계산한 이론치와 대체로 일치하

였다. TmFeO3의 경우에도 LuFeO3처럼 상유전-

강유전 상전이가 450 K에서 한 차례만 일어났으

며, 다른 ReFeO3형 페라이트 박막들과는 달리 120 

K 아래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기적 특성을 보여 주

었다. 자세한 오비탈 분해능 부분 상태 밀도의 계산

결과 LuFeO3와 TmFeO3 박막 모두 YbFeO3처럼 

5dz2(R)-2pz(OA) 오비탈 혼성화에 의해 비대칭성 

공유결합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결정의 중심대칭

성(centro-symmetry)이 사라지므로 c축 방향으로 

강유전성이 발현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2.3  동일 원자 내 오비탈 자체 혼성화에 의한 특이 

강유전성

RMnO3형 망가나이트(manganites) 계열의 다

강체들은 구성 원소인 희토류 원소 R의 원자 반

경이 Ho 또는 이보다 작을 경우 상온에서 사

방정계 (o-RMnO3)보다는 육방정계 결정구조 

(h-RMnO3)가 더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표

적인 예로 h-YMnO3, h-HoMnO3, h-LuMnO3, 

h-InMnO3 등이 있다. 이러한 육방정계 망가나이

트 물질은 상온에서 P63cm 공간군을 가져 모두 강

유전성을 보이며, 대략 100 K 이하의 온도에서는 

모두 frustrated 스핀 구조의 반강자성 특성을 나타

내므로 흥미로운 다강체 물질 군으로 분류되어 그

간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육방

정 다강체 망가나이트 물질 군에서 강유전성 발현

의 기원을 밀도범함수론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과정

에서 강유전성 발현의 원자 자리가 Mn 원자가 아닌 

R 원자 위치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h-InMnO3

에 대해서는 강유전성의 발현에 대해 설명하기 어

려운 난관에 마주치게 되었다. 밀도범함수론을 이

용하여 전자밀도의 공간 분포를 계산한 결과에 의

하면 강유전성이 발현될 때 In 원자의 4d 오비탈과 

결정의 c축으로 이웃하는 원자인 OA 원자의 2pz 오

비탈 사이에 c축 방향으로 강한 비대칭성 공유결합

(앞 절에서 설명한)이 일어난다. 그런데 In 원자인 

경우 4d 오비탈에 전자가 꽉 차있어 (4d10 전자구

조) 공유결합을 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적 문제에 직

면 하게 된다. 본 연구팀은 역격자 공간의 전 범위에

서 오비탈 분해능 부분 상태 밀도(orbital-resolved 

PDOS)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모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2단계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i) In 원자 내에서의 4dz2-5pz 오비탈 

자체 혼성화 (intra-atomic 4dz2-5pz orbital self-

mixing of In), (ii) In 4dz2-5pz 자체 혼성화 오비탈

과 OA 원자의 2pz 오비탈 사이의(결정의 c축 방향으

로) 비대칭 공유결합 [9].

본 연구팀은 최근 강유전체 태양전지 광전극의 

유망한 후보로 보고된 β-CuGaO2 [10]가 약 90 μ

C/cm2의 매우 큰 강유전 분극을 가질 것 임을 예측

하였는데(공간군 Pna21), 자세한 PDOS의 계산결

과 이 물질에서도 (h-InMnO3와 매우 유사하게) 오

비탈 자체 혼성화에 의해 강유전 상전이가 일어남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i) Ga 원자 내에서

의 3dz2-4pz 오비탈 자체 혼성화, (ii) Ga 3dz2-4pz 

자체 혼성화 오비탈과 OA 원자의 2pz 오비탈 사이

의 비대칭 공유결합 [11]이다. 이 물질의 밴드 갭은 

~1.45 eV로 광전극으로 이상적 특성을 가질 뿐 만 

아니라 매우 흥미롭게도 hole의 유효질량이 강유전 

분극 방향인 [001] 방향으로 현저히 감소(다른 두 

직교 방향인 [100] 및 [010]에 비해) 됨을 발견하였

고(밴드 구조 계산결과에 의함), 광흡수률을 계산한 

결과 두께 10 μm 이하의 박막으로 사용할 때는 Si 

광전소자 보다도 더 우수한 특성이 기대되었다. 이

에 β-CuGaO2는 강유전체 태양전지 광전극의 유

망한 후보로써 향후 집중적인 실험적 연구가 필요

하리라 판단된다.  

2.4�  다강체에서 스핀-스핀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

되는 특이 강유전성 

여러 유형의 다강체 군에서 지금까지 가장 현저

S p e c i a l  T h e m a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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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자기 결합(ME coupling) 특성을 보이는 물질

은 사방정계 결정구조를 가지는 TbMn2O5(공간군 

Pb21 m)라 할 수 있다. 이 물질은 3 K의 극저온에서 

+b축에 평행한 배향을 가지는 강유전 자발분극 (Ps)

이 결정의 a축으로 자기장을 인가할 때 놀랍게도 

-b축으로 分極反轉(polarization switching)을 일

으킨다 [12]. 자기장의 인가에 의해 강유전 분극이 

반전을 보인다는 것은 스핀 모멘트와 강유전 분극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물질

은 바닥 상태의 스핀 구조가 (24 K 이하에서) 결맞

음이 없는 파수 벡터 k = (0.48, 0. 0.32)로 공간적

으로 변조된 스핀 밀도파(SDW)에 의해 표현된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변조된 스핀 밀도파에서 서로 

이웃하는 스핀들간의 스핀-스핀 상호작용에 의해 

특이 강유전성이 유발되며, 이때 유도되는 강유전 

분극은 이웃하는 스핀 모멘트간의 scalar product 

(즉, Si·Sj)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극반전 과정에 

수반되는 스핀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

학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팀

은 이웃하는 스핀 간의 다양한 스핀-스

핀 상호 작용들 중에서 3가지 항들만 분

극반전에 직접 관여함을 찾아내고, 체계

적인 제1원리 계산을 통하여 자기장의 

인가에 의해 유발되는 강유전 분극반전

과 이에 수반되는 스핀구조의 변화를 명

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 [13].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팀 Landau 이론

을 적용하여 분극반전에 요구되는 임계

자기장의 크기를 정확히 예측하였으며 

(1.05 Tesla), 이러한 임계자기장의 제곱

치는 고유 ME coupling 상수에 비례하

는 반면 외적 ME coupling 상수에는 반

비례함을 예측하였다. TbMn2O5 다강체

에 대해 자기장에 의한 분극반전 뿐 만 

아니라 전기장에 의한(통상의) 분극반전 

과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정들 에서 수

반되는 스핀 구조의 변화들을 이론적으

로 계산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역시 사방정계 결정구조를 가지는 

YMnO3다강체는 바닥 상태의 안정한 스핀 상태로 

E형 스핀 구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스핀 

상태도 결정의 b축으로 결맞음이 없는 파수 벡터 k 

= (0, 0.458. 0)를 가지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변조

되어 있다. YMnO3의 경우에도 이웃하는 스핀 모멘

트간의 Si·Sj 형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의 a축 방향으

로 1.5 μC/cm2 정도의 적지 않은 특이 강유전 분극

이 유도되는데, 이 강유전 분극 역시 a축으로 인가

되는 자기장에 의해 현저한 외적 ME coupling 효

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팀은 밀

도범함수론을 적용하여, 전기장이 인가될 때 이중

으로 축퇴된(doubly degenerated) 두 E형 스핀 구

조 E1, E2 간에 일어나는 강유전 분극반전 과정과 아

울러 자기장 인가에 대한 외적 ME coupling 효과

를 연구 하였다. 이러한 제1원리 연구에 의해 강유

전 분극반전 과정은 ‘bc cycloid’라는 비공선적 스

핀 구조를 가지는 轉移상태(강유전 분극반전 과정

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에너지 고개 마루턱에 해

당되는 상태)를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a

그림 3. A pictorial representation of the spin configuration for the four 
distinct multiferroic states of o-TbMn2O5. The variation in the 
spin configuration associated with the electric-field-induced 
polarization switching is shown in the upper panel. On the other 
hand, the two distinct processes of the magnetic-field-induced 
polarization switching are represented vertically: ‘+P’-to-‘-PH’ 
switching in the left-hand side column and ‘-P’-to-‘+PH’ switching 
in the right-hand side column. 

테마기획  _ 멀티페로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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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인가되는 자기장에 대응하여 변조되는 스핀 

구조와 함께 이에 따라 변화하는 강유전 분극을 ‘스

핀 기울임 각도 (φ)’의 함수로서 예측하고 명확히 

설명하였는데, 그림 4에 이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14].  

전술한 바 있듯이 RFeO3형의 화학식으로 표기되

는 단순 페라이트 물질은 공통적으로 상온에서 반

강자성(AFM)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안정한 상으

로 중심 대칭성이 있는 사방정계 결정구조(공간군 

Pbnm)를 가지기 때문에 RFeO3는 강유전성을 나타

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물질들의 하나인 SmFeO3가 상자성-반강자성 상전

이가 일어나는 온도(Ne′el 온도, 흔히 TN으로 표기) 

부근에서 강한 유전 손실(dielectric loss)의 피크를 

보인다는 현상을 발견하고, 반강자성 상전이에 의

해 유발되는 특이 강유전 분극의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단결정을 이용한 엄밀한 측정에 의해 이 물질

은 670 K 이하에서 결정의 b축으로 아주 작은 크기

의 강유전 분극을 발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상온에서 9 nC/cm2) [15]. 본 연구팀은 이러한 관

찰사실의 원자 수준적 기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밀

도범함수론을 이용하여 안정한 스핀 구조와 강유전 

분극의 크기를 예측하였다. 스핀-스핀 상호작용에 

의해 아주 작은 크기의 강유전 분극이 발현되는 특

이 강유전성의 경우 spin-orbit 결합 효과의 개입 

여부가 강유전 분극 발현의 메커니즘을 결정한다. 

Spin-orbit 결합 효과를 고려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의 두 가지 조건 아래 에서 Berry phase 방법에 의

해 계산한 강유전 분극의 예측치가 서로 같다면(즉, 

차이가 0이라면) 강유전 분극 발현의 메커니즘은 앞

에서 자세히 다룬 Si·Sj 형 스핀-스핀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반면에 spin-orbit 결합 효과를 고려할 

때 예측되는 분극의 크기는 일정한 값을 가지나 고

려하지 않을 때 0으로 예측된다면, 이 경우에는 유

발되는 특이 강유전 분극의 크기가 이웃하는 스핀 

모멘트들 사이의 vector product에 비례하기 때문

에 Si×Sj 메커니즘에 의한 분극 발현이라고 일컫는

다. 이러한 Si×Sj 메커니즘에 의한 특이 강유전성의 

발현을 흔히 ‘reverse Dzyaloshinskii-Moriya 메

커니즘’(이하 ‘역 DM 메커니즘’으로 표기)이라고 부

르는데, 사방정계인 TbMnO3에서 발현되는 극저온 

강유전 분극이 이 메커니즘의 대표적 예가 된다. 

본 연구팀은 제1원리 계산을 통하여 SmFeO3가 

670 K 이하에서 가지는 아주 작은 강유전 분극은 Si

×Sj 메커니즘에 기인함을 예측하였다. 이후 일련의 

RFeO3형의 사방정계 물질들에서 특이 강유전 특성

들이 보고 되었으며, 이는 SmFeO3에서 발현되는 

특이 강유전성이 특별한 예가 아니라 오히려 보편

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SmFeO3 계는 특이 강유전

성이라는 흥미로운 특성 외에도 극저온에서 자발적 

자화 반전(spontaneous magnetization reversal) 

이라는 보기 드문 자기적 특성을 발현하였다 [15]. 

본 연구팀은 자세한 밀도범함수론 계산을 통하여 

그림 4. (a) Proposed structure of the Mn spins under 
a bias magnetic (H)-field along the a-axis. This 
modulated spin structure projected on (002) is 
characterized by the tilting-angle (φ) which is a 
measure of the deviation from the E-type spin 
configuration in o-YMnO3. (b) The calculated electric 
polarization of o-YMnO3 plotted as a function of φ.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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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K에서 나타나는 반강자성 상전이, 480 K 부

근에서 나타나는 스핀 재배향(spin reorientation) 

현상, 그리고 5 K의 극저온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자

화 반전 현상들을 스핀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예측

할 수 있었다 [15]. 특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자

발적 자화 반전 현상을 Fe 원자 자리의 복합(Г2, Г4) 

스핀 모멘트와 Sm 원자 자리의 복합 스핀 모멘트의 

상호 역배향의 관점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

는데, 이러한 일련의 자기적 전이를 그림 5에 도식

적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팀은 2011년 SmFeO3 

계의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한 후 Oxford 대학교 연

구팀의 지적에 따라 강유전 분극 발현의 메커니즘

을 Landau 이론을 통해 재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되

었다. 이 연구의 결과 SmFeO3 계에서 발현되는 특

이 강유전성은, Si×Sj 메커니즘에 기인하는 것이 아

니라 (즉, ‘역 DM 메커니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

라), Si·Sj 메커니즘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16]. 

이 실수는 ~ nC/cm2 정도의 아주 작은 강유전 분

극을 다를 경우 spin-orbit 결합 효과의 존재 여부

를 Berry phase 계산 결과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

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RFeO3형의 단순 페라이트 물질 뿐만 아니라 이

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육

방정-페라이트(hexaferrites)도 많

은 경우 특이 강유전성을 가지며, 이

때 강유전 분극은 Si×Sj 메커니즘에 

의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

나 본 연구팀은 최근 육방정-페라이

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결정구조를 

가지는 M형 페라이트 물질 군에 속

하는 PbFe6Ga6O19(이하 PFGO로 약

기)가 약 60 K의 온도 아래로 냉각

될 때 육방정 단위포의 [110] 방향으

로 약 30 nC/cm2 정도의 작은 강유

전 분극이 Si·Sj 메커니즘에 의해 발

생함을 발견하였다 [17]. 그런데 이 

물질 군이 기본적으로 중심 대칭성

의 P63/mmc 공간 군을 가지기 때문

에 상당히 이레적 현상이라 할 수 있

다. 중성자 산란 실험을 이용한 자

세한 스핀 구조의 분석 결과 60 K 이하에서 나타나

는 강유전 분극이 octahedral 2a 부격자에 위치하

는 Fe3+ 이온의 선택적 스핀 모멘트 반전(selective 

local spin reversal)에 의해 유발됨을 알 수 있었다. 

Landau 이론을 적용한 좀 더 자세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 PFGO결정에서의 특이 강유전성은 ‘4fIV-2a-

4fIV zig-zag chain’ 을 따라 Fe3+ 이온이 (↓↑↓)-

형의 스핀 질서화 (규칙화)를 가질 때 Si·Sj 메커니

즘에 의해 발현되며, 이때 유발되는 강유전 분극의 

크기는 P=∓Jexε(Si·Sj)로 주어진다 (여기서 ε는 

유전율, Jex (>0)는 exchange-striction 상호작용의 

척도가 되는 상수) [17].

지금까지 다강체 물질에서 발견되는 특이 강유전

성은 주로 스핀-스핀 상호작용에 기인하며, 이는 

다시 Si·Sj 메커니즘과 Si×Sj 메커니즘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팀은 최

근 육방정계 결정구조를 가지는 LuMnO3 물질의 강

유전성은 스핀-스핀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무극성 Brillouin zone 경계(zone boundary) 

포논인 K3 모드와 극성 zone 중심(zone center) 포

논인 Г2
- 모드 간의 강한 포논-포논 상호작용에 기

그림 5. Sequential changes in the spin configuration with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The spontaneous magnetization reversal observed at 5 K 
(TMR) is attributed to a long-range ordering of the Sm3+-spin moment 
which is opposite to the canted Fe3+-spin moment (+a) in the Γ2-spin 
structure of orthorhombic SmFe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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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함을 자세한 밀도범함수론 계산

과 격자역학 계산을 병행하여 찾아

낼 수 있었다 [18]. 이 물질은 1,290 

K의 고온에서 P63/mmc-P63cm으

로 강유전 구조 상전이를 보이나, 이

보다 500도 이상이나 낮은 온도인 

750 K까지(실질적인) 강유전 분극

을 나타내지 못하는 특이한 온도 간

격(Δ)의 성질을 보인다. 이에 대한 

원자 수준적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서 본 연구팀은 관련 포논 모드들의 

진폭 함수로써 Kohn-Sham 에너지

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이한 

온도 간격(Δ) 발현의 기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

다: (i) K3 포논 모드의 진폭이 증대

됨에 따라 중심 대칭성의 P63/mmc 

상이 불안정해 지고, 이에 따라 P63/

mmc-P63cm의 강유전 상전이가 일

어난다. 그러나 K3 포논이 무극성이

기 때문에 단순 상전이에 의해 유발

되는 강유전 분극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ii) 온도가 많이 내려

가면 무질서한 열 에너지 효과가 줄

기 때문에 포논-포논 상호작용이 강

해진다. 이에 K3 포논이 극성 포논인 

Г2
- 모드와의 강한 포논-포논 상호작용이 가능해지

며, 이에 따라 결정의 c축으로 강유전 분극이 현저

히 증가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K3 포논 모드의 진

폭을 함수로 하여 계산한 강유전 분극의 이론치와 

잘 일치한다 [18].

3. 기타 최근 연구 결과  

전술한 바 있듯이 단일상 다강체 중에서 상온 다

강성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매우 드물다(현재 

BiFeO3가 유일).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본 연

구팀은 h-RFeO3형 육방정 다강체가 박막 상태

에서 압축 응력을 받을 때 사방정-육방정 상공존

(orthorhombic-hexagonal morphotropic phase 

coexistence; o-h MPC) 현상이 가능함을 이론적

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두 상이 공존하는 박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19]. 이렇게 제조된 o-h RFeO3 

형 상공존 박막은 육방정 상이 가지는 상온 강유

전 특성과 압축 응력에 의해 생성된 사방정상에 기

인하는 상온 반강자성 (또는 약자성; TN = 632 K)

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상온 다강성 신물질이 된다. 

그림 6은 Pt/Al2O3 기판 위에 성장된 상온 다강성 

o-h LuFeO3 박막의 topographic 이미지와 STEM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다강체 물질은 강유전 분극(P)과 스핀(자화) 모멘

트(M)를 동시에 가지며, 일반적으로 응용을 위해서

그림 6. (a) AFM topographic images of the pristine h-LFO film (left) and the 
o-h MPM LFO film (right). (b) PFM topographic image (left-hand side), 
piezoelectric amplitude image (center), and piezoelectric phase image 
(right-hand side) of the MPM LFO film in the vicinity of the ring-shaped 
pit. (c)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urface and cross-sectional views of 
the o-h MPM LFO film grown on a Pt/Al2O3 (0001) substrate. (d) A STEM 
bright-field cross-sectional image of the LFO film in the vicinity of the 
o-h morphotropic phase boundary. As shown in the micrograph, the 
presence of o-LFO phase was confirmed by the SAED pattern along 
the [111] zone axis of o-LFO. 

(c) (d)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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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예를 들어 자기장 인가에 의해 유발되는 분극반

전) 이 두 order parameter 간의 강한 상호 작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온에서 강한 P-M 상호작용(즉, 

강한 ME coupling)을 보이는 물질은 아직까지 발견

되지 못하고 있다. 다단계 메모리 소자 등에 응용이 

가능한 다중상태 메모리 소자 등의 경우에는 P-M 

상호작용이 작으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팀은 Mn 으로 도핑된 BaTiO3 나

노 막대로 이루어진 초고집적 4중상태 다강성 메모

리 소자 (4-states multiferroic memory)를 처음

으로 구현한 바 있다 [20]. 본 연구팀은 박막의 경계

조건을 적용한 제1원리 계산을 통하여 적절한 크기

의 강유전 분극과 강자성 자화 모멘트를 동시에 발

현할 수 있는 Mn 이온의 도핑 농도를 찾을 수 있었

으며, BaTiO3 정방정 supercell 내에 Mn 원자들이 

치환될 때 이들의 치환 패턴도 예측할 수 있었다. 

Mn-도핑 BaTiO3 나노 막대로 이루어진 (i) 다강성 

4중상태 메모리 소자의 개념도와 (ii) 4중상태를 보

여주는 PFM, MFM 원자력 현미경 사진을 그림 7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20]. 

최근 몇 년간 BiFeO3, La-doped PZT, Bi(Fe,Cr)

O3, BaTiO3, Bi4Ti3O12 등 여러 강유전 물질에서 뚜

렷한 光電壓(photovoltaic 또는 PV) 

효과가 관찰되어 전세계적으로 큰 관

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bulk 형

태의 강유전체에서 일어나는 PV 효

과와 얇은 박막 형태의 강유전체에

서 일어나는 PV 효과는 그 작용 메커

니즘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

다. 제1원리 계산연구에 의하면 bulk 

형태의 강유전체에서 PV 효과가 크

기 위해서는 (i) 결정이 중심 대칭성

이 없어 극성이어야 하며, (ii) 밴드

갭이 충분히 작아 긴 파장 영역의 가

시 광선이나 적외선을 충분히 흡수하

여 inter-band 전이를 통해 전도대

에서 광 전류를 충분히 발생해야 한

다. 그러나 발생하는 광 전류의 양과 

재료가 가져야 할 강유전 분극의 크기 사이에 어

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얇은 박막 형태의 강유전체 에서 일어

나는 PV 효과를 좌우하는 두 가지 요인은 탈분극

(depolarization)과 Schottky junction 효과로 알

려져 있다. 탈분극 크기 자체가 강유전 분극에 비

례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강유전 자발 분극이 큰 물질이 유리할 것이다. 

Schottky junction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유

전 물질의 일 함수(work function)와 전극의 일 함

수 차이가 충분히 작아(즉, barrier height가 작아) 

계면을 통한 광 전류의 수송이 원활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β-CuGaO2는 위의 조건들

을 다 만족할 뿐 만 아니라 전하가 흘러야 할 [001] 

방향으로 현저히 낮은 hole의 유효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유망한 강유전체 태양전지 물질로 기

대된다. 강유전체 및 다강체에서 일어나는 PV 효과 

연구와 이와 관련된 효율 높은 신 물질 개발은 향후 

몇 년간 집중적으로 수행될 중요 연구 이슈가 될 것

이다. 

그림 7. Implementation of a high-density four-states multiferroic memory 
using the vertically aligned Mn-doped BaTiO3 nanorods array. (a-d) 
Schematic drawing of four distinct ferroic memory states implemented 
using the vertically aligned nanorods array. (e-h) PFM and MFM 
images of the vertically aligned Mn-doped BaTiO3 nanorods with 
distinct ferroic states. The PFM and MFM images presented in 
Figure (e), (f), (g), and (h), correspond to Figure (a), (b), (c), and (d), 
respectively. 

(a)

(c)

(e)

(g)

(f)

(h)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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