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hysics: Sae Mulli,
Vol. 68, No. 8, August 2018, pp. 829∼833
http://dx.doi.org/10.3938/NPSM.68.829

Effects of Maganese Impurity on the Crystallographic and Spin-Rotation
Transitions in FeS
Engchan Kim∗
Department of Physics, Yeungnam University, Gyongsan 38541, Korea
(Received 25 May 2018 : revised 4 July 2018 : accepted 10 July 2018)

The effects of manganese ions on the crystallographic and the spin-rotation transitions in iron
sulfide have been examined by using Mössbauer spectroscopy in the temperature ranging from 78 to
600 K. The manganese impurity of Mn0.02 Fe0.98 S is noted to affect both the crystallographic and
spin-rotation transitions in the iron sulfide. The impurity of 2% of Mn2+ in FeS causes an increase
in the separation between the spin rotation and the α transition temperatures by as much as 20 K
compared with that for FeS without the impurity. Both the 1c and the 2c structures coexist in the
temperature range between the α transition temperature and approximately 27 K, with a smaller
hyperfine field corresponding to the 1c structure. The spin-rotation temperature for Mn0.02 Fe0.98 S
was measured as 366 K, which is 22 K lower than the α transition temperature. For a 2% impurity
of Mn2+ in FeS, the Néel temperature is not appreciably affected.
PACS numbers: 76.8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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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불순물이 FeS의 결정학적 및 스핀회전 전이에 미치는 영향
김응찬∗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경산 38541, 대한민국
(2018년 5월 25일 받음, 2018년 7월 4일 수정본 받음, 2018년 7월 10일 게재 확정)

78 K에서 600 K에 이르는 온도구간에서 Mn 이온이 FeS의 결정학적 및 스핀회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뫼스바우어 분광법으로 연구하였다. 2%의 미소량 Mn 불순물을 포함한 Mn0.02 Fe0.98 S의 뫼스바우어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2%의 미소량 Mn이 FeS에서 발생하는 결정학적 및 스핀회전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eS에 포함된 2%의 Mn2+ 은 FeS에서 스핀회전 온도와 α 전이 온도
사이의 차를 FeS때와 비교해서 20 K 이상 증가시켰다. Mn0.02 Fe0.98 S의 스핀회전 온도는 TM ≈ 366 Κ
로 나타났는데, 이 값은 Tα 보다 약 22 K정도 낮은 값이다. 초미세 자기장 값이 작게 나타나는 것이 1c
구조인데, 1c 구조와 2c 구조가 공존하는 영역이 전이와 그 사이 약 27 K 구간에서 나타났다. 2%의 Mn
이 포함된 Mn0.02 Fe0.98 S에서 Néel 온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PACS numbers: 76.8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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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FeS에서 흥미로운 결정학적 및 자기적 전이가 관찰된다.
결정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α 전이 온도는 FeS에서 약 Tα
≈ 400 Κ에서 발생된다고 보고되었다 [1]. 보고에 의하면
FeS는 Tα 온도 이상에서는 NiAs구조를 가지지만 Tα 온도
이하에서는 육방정계 초격자 구조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2].
Tα 이하의 저온에서는 c-축의 격자상수가 Tα 이상의
고온의 격자상수의 2배로 나타나다. 이러한 이유로 NiAs
구조를 갖는 상을 1c 구조라 하고 육방정계 초격자 구조를
갖는 상을 2c 구조라 부른다. 결정학적으로 2c 구조에서 1c
구조로 전이되는 것을 α 전이라 부르고 2c 구조가 완전히
1c 구조로 바뀌는 온도를 Tα 라 한다. 1c 구조와 2c 구조
사이의 관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중성자 산란 실험과 자화율측정 결과에 의하면 FeS는
Néel 온도가 약 600 K인 반강자성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다
[3,4]. FeS는 스핀회전 온도 이상에서는 [001] 면에 누워있던
마그네틱 모멘트가 스핀회전 온도 이하에서는 [001] 방향으
로 향하는 스핀회전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 스핀회전 전
이를 Morin transition이라하고 FeS 경우 스핀회전 온도는
결정학적 전이온도와 거의 같은 TM ≈ Tα 이다.
본 연구에서는 뫼스바우어 분광법을 사용하여 2%의 미
소량 Mn 불순물 이온이 FeS의 결정학적 및 자기적 스핀전
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Fig. 1.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 cells of the 1c and
2c Structure

II. 실 험
Mn0.02 Fe0.98 S 시편은 직접합성법으로 제조되었다 [5].
초기물질로 각각 99.9999, 99.995와 99.99%의 순도를 갖는
황, 철과 망간을 정확하게 중량을 측정하여 진공상태의 석
영관에 봉입하고 열처리하였다. 정확한 당량비로 혼합된
원소들을 진공상태의 석영관에 봉입하고 황의 갑작스러
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600 ◦ C에서 하루 동안 천천히
열처리 한 후 1000 ◦ C로 올려서 7일 동안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 후 실온 상태로 냉각한 다음 균질한 시편을 만들기
위해 열처리한 시료를 분말로 곱게 간 후 압축기를 사용해서
펠릿 형태로 만든 후 진공상태의 석영관에 봉입하고 1000
◦
C에서 3일 동안 2차 열처리를 하였다. 단일 상의 시편을
만들기 위해 3차 열처리를 2차와 같이 반복하였다. 황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영관을 봉입할 때 Fig. 2에서와
같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6].
두 개의 가는 목 부분을 가진 석영관을 제작하고 제일
아래 부분에 황을 배열하고 다음은 망간, 철을 층으로 쌓은

Fig. 2. (Color online) Sealing procedure.

후 진공상태에서 토치로 제일 위 목 부분을 절단하여 석영
앰플을 제작하였다. 토치로 석영관을 절단하기 전 황, 철과
망간이 들어있는 석영관의 제일 아랫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과 열을 차단시키기 위해 먹물 속에 담그고 절단을
하였다. 황증기가 석영관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료가 진공 봉입된 시편을 확산이 없는 450 ◦ C 온도에서
열처리 하여 황, 철과 망간이 합성된 후 열처리를 시행하
였다.
시편에 포함된 57 Fe 동위철의 농도는 뫼스바우어 분광실
험을 위해 5 at.%로 하였다. 뫼스바우어분광 측정에는 널리
사용되는 FAST Com Tec사의 등가속도형 뫼스바우어 분
광계를 사용하였고 Rd 매트릭스에 장착된 10 mCi의 57 Co
감마 선원을 사용하였다. 뫼스바우어 흡수체의 균일한 두
께를 유지하기 위해 보론 나이트라이드 분말을 시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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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 of Mn0.02 Fe0.98 S.
균일하게 섞어서 보론 나이트라이드 평판 사이에 분포시켰
다. 뫼스바우어 분광 실험시 실온 이상의 고온에서는 0.25
K 온도 안정성을 갖는 가열로를 사용하였고 실온 이하의
저온에서는 0.30 K의 온도 안정성을 갖는 저온장치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Mn0.02 Fe0.98 S의 결정구조는 실온에서
X선 회절 실험을 통해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실온에서 실시한 X선 회절 실험결과 Mn0.02 Fe0.98 S는
육방정계의 초격자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격자 상수는 각각 a0 =
0.9670 ± 0.005 Å와 c0 = 11.7292 ± 0.05 Å로 측정되었다.
Mn0.02 Fe0.98 S 시편을 78 K에서 600 K까지의 온도 영역에
서 뫼스바우어 분광실험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 중 중요
스펙트럼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면 Mn0.02 Fe0.98 S에 대한 뫼스바우어 스펙
트럼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높은 온도 (435 K)
와 낮은 온도 (87 K) 에서는 날카로운 6개의 피크를 나타
내는 반면, 그 사이 온도 구간에서는 1c 구조와 2c 구조의

Fig. 4. Mössbauer spectra of Mn0.02 Fe0.98 S.

공존을 의미하는 12개 피크가 나타난다 [7]. 2c 구조가 완
전히 1c 구조로 바뀌는 온도인 Tα 의 경우 불순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FeS의 경우 약 400 K이나 2%의 Mn 불순물이

스바우어 흡수선에 대한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포함된 Mn0.02 Fe0.98 S의 경우 Tα ≈ 388 K로 측정되었다.
Mn0.02 Fe0.98 S의 경우 1c 구조와 2c 구조의 공존 영역이
361 K에서 시작되어 Tα ≈ 388 K에서 끝나는 스펙트럼을

∆EQ =

1
(V6 − V5 + V1 − V2 ).
4

(1)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FeS의 경우 1c 구조와

여기서 Vi 는 i 번째 흡수선을 mm/s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2c 구조의 공존 영역이 200 K에서 시작되어 400 K에서

Fig. 6에는 Mn0.02 Fe0.98 S에 대한 초미세 자기장값 Hhf

끝나는 200 K에 이르는 긴 공존온도 구간이 Mn0.02 Fe0.98 S
경우 약 27 K의 공존온도 구간으로 대폭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의 온도 의존도를 나타내었다. 최소자승범의 컴퓨터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6 개의 Lorentzian 라인 또는 12 개의

Fig. 5에는 Mn0.02 Fe0.98 S에 대한 전기사중극자 분열값

Lorentzian라인에 대해 전기사중극자 상호작용이 초미세

의 온도 의존도를 나타내었다. 전기사중극자 분열값은 뫼

자기장 값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에 적합한 제한조건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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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quadrupole splitting ∆EQ for Mn0.02 Fe0.98 S.
맞추었다 [8,9].
1
E1 = δ + ∆EQ + (3g1 + g0 )µN H,
2
1
E2 = δ − ∆EQ + (g1 + g0 )µN H,
2
1
E3 = δ − ∆EQ + (g0 − g1 )µN H,
2
1
E4 = δ − ∆EQ − (g0 − g1 )µN H,
2
1
E5 = δ − ∆EQ − (g1 + g0 )µN H,
2
1
E6 = δ + ∆EQ − (3g1 + g0 )µN H,
2

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magnetic hyperfine field Hhf for Mn0.02 Fe0.98 S.

(2)

여기서 Ei 는 6개 피크 형태로 존재하는 뫼스바우어 분광
스펙트럼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δ 는 이성질체 이동값을,
∆EQ 는 전기사중극자 분열값을 나타내고 있다.
∆EQ =

1 2
e qQ[3 cos2 θ − 1 + η sin2 θ cos (2ϕ)],
8

(3)

이고 θ 와 ϕ 는 초미세 자기장 벡터와 전기장기울기 텐서의
주축들이 이루는 각도를 구면 좌표계에서 표시한 값이다.
g0 와 g1 은 각각 57 Fe e 의 바닥상태와 첫 번째 여기상태의 g
인자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µN 은 핵마그네톤을 의미하고
H 는 초미세 자기장을 나타낸다 [6].
그러므로 식 (3) 으로부터 ∆EQ 는 스핀회전이 발생할
때 현저하게 변화해야만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FeS

Fig. 6 에서는 388 K 부근에서 α 전이와 연관된 초미
세 자기장값이 튀어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Mn0.02 Fe0.98 S에서 발생하는 1c 구조와 2c 구조의 공존영
역이 FeS [6]에서 나타난 영역보다 훨씬 좁았는데 이것을
Fig. 6에 나타내었다. 2%의 Mn 불순물을 첨가함으로써
FeS에서는 200 K온도에 걸쳐 발생하는 1c 구조와 2c 구조
의 공존 영역이 Mn0.02 Fe0.98 S에서는 약 27 K 온도 구간동
안의 좁은 영역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고, Tα 온도는
FeS에서보다 12 K 낮고 TM 온도는 34 K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Néel 온도는 598 ± 2 K로 측정이 되었는데 FeS에 포
함된 2%의 망간 불순물이 1c 상태에서 작용하는 초미세
교환작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d 전이금속중 미량의 V 불순물을 포함한 V0.025 Fe0.975 S
에 대한 유사한 실험결과를 통해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었다 [10].

에서 발견되었던 [2,3] 스핀회전 온도 이상에서 [001] 면에
누워 마그네틱 모멘트가 스핀회전 온도 이하에서는 [001]

IV. 결 론

방향으로 향하는 현상과 부합되는 전기사중극자 값의 갑작
스러운 변화가 366 ± 1 Κ에서 측정되었고 이것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Mn0.02 Fe0.98 S의 경우 저온에서는 ∆EQ ∼
= -0.085 mm/s,
∼
고온에서는 ∆EQ = +0.075 mm/s 값이 나왔으며, 이것으
로부터 약 90◦ 의 스핀회전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α
온도는 Fig. 6에서 1c 구조와 2c 구조가 공존하는 영역의
끝 상단에 표시하였다.

FeS의 경우 1c 구조와 2c 구조의 공존 영역이 200 K에서
시작되어 400 K에서 끝나는 200 K에 이르는 긴 공존온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결정학적 전이를 Mn2+ (3d2 ) 불순물이
2%포함된 Mn0.02 Fe0.98 S의 경우 약 27 K의 공존온도 구간
으로 대폭 감소된 것을 관찰하였다. Mn2+ (3d2 ) 불순물이
포함된 Mn0.02 Fe0.98 S에서 스핀회전 온도는 366 ± 1 Κ로
측정되었고 이 온도는 결정학적 전이온도인 Tα 보다 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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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낮게 나타났다. Néel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2
M2+
n (3d ) 불순물이 결정구조와 스핀회전에는 영향을 미

[3] J. T. Sparks, W. Mead, A. J. Kirschbaum and W.

치지만 초교환 상호작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E. Hirahara and M. Murakami,

Marshall, J. Appl. Phys. 31, S356 (1960).
J. Phys. Chem.

Solids 7, 281 (1958).
[5] S. J. Kim, W. C. Kim, B. W. Lee, J. C. Sur and C.

감사의 글

S. Kim, J. Magn. Magn. Mater. 226, 518 (2001).
[6] K. S. Baek, K. Y. Park, H. J. Kim and H. N. Ok,
Phys. Rev. B 41, 9024 (1990).

이 연구는 2016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입니다.

[7] R. C. Thiel and C. B. van den Berg, Phys. Status
Solidi B 29, 837 (1968).
[8] S. W. Lee, S. Y. An, I. B. Shim and C. S. Kim, J.

REFERENCES

Magn. Magn. Mater. 290, 231 (2005).
[9] W. C. Kim, S. W. Hyun, D. G. You, S. H. Yun

[1] R. W. G. Wyckoff, Crystal Structures (Interscience,

and C. S. Kim, J. Magn. Magn. Mater. 320, e853

New York, 1965), Vol. 1, p. 24.
[2] F. Bertaut, Bull. Soc. Franc. Mineral et Crist. 79,
276 (1956).

(2008).
[10] K. S. Aaek, Y. S. Park and H. N. Ok, Phys. Rev.
B 30, 404 (1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