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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Electronic Structure Calculation of A3−x A′ x Ti2 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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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esent a comparative first-principles calculation on the Ruddlesden-popper series,
A3−x A′ x Ti2 O7 (AA’TO, A, A’ = Ca, Sr) with hybrid improper ferroelectricity. AA’TO undergoes a phase transition from a tetragonal I 4/mmm structure to an orthorhombic Cmm21 structure.
We used First-principles calculation to analyze the symmetry mode of such a phase transition and
the energy associated with each mode. The structural phase transition is mainly due to coupling between the X2 + and X3 − mode, which are related to rotation and tilting, respectively. However, the
ferroelectricity of these compounds is induced by the Γ5 − mode, which breaks the mirror symmetry
of the tetragonal phase. From the magnitude of the amplitude of the Γ5 − mode for each system,
we estimated the magnitude of the spontaneous polarization. We also calculated the value of the
spontaneous polarization by using the Berry phase method. Finally, we discuss the band structure
and the density of states (DOS) of AA’TO calculated by using the hybrid density functional B3L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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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x A′ x Ti2 O7 의 전자구조 비교 계산
이혜원 · 김복기∗
부산대 물리학과, 부산 46241, 대한민국
(2020년 2월 10일 받음, 2020년 3월 2일 수정본 받음, 2020년 3월 2일 게재 확정)

본 연구논문에서는 hybrid improper ferroelectricity를 가지고 있는 Ruddlesden-popper (RP) 계열
A3−x A′ x Ti2 O7 (A, A’ = Ca, Sr) 물질에 대한 비교분석 제일원리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AA’TO
는 정방정계 에서 직방정계로의 구조적인 상전이를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인 상전이에 대해 모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전이는 산소팔면체의 회전을 유도하는 X2 + 모드와 산소팔면체의
기울어짐을 유도하는 X3 − 모드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에서 Γ5 − 모드는 강유전
성을 발생시킨다. 우리는 강유전상과 관련이 있는 모드의 크기를 분석함으로 자발분극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분극은 베리의 위상방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밀도범함수 B3LYP을 사용하여 계산된 A3−x A′ x Ti2 O7 (A, A’ = Ca, Sr)의 밴드 구조 및 상태밀도(DOS)
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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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상전이가 발생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물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11, 15–17]. 이러한 두개 또는

최근들어 다양한 물성을 가지는 Improper ferroelectricity 물질의 기본적인 물성과 그 응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6]. 강유전성의 발현의 원인을
밝히려는 이론적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
들에 관한 합성이 시도 되고 있으며, 합성된 새로운 물질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물리적 현상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 또한
최근에 보고 되고 있다 [2–10].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 최근에 E. Bousquet 등은
PbTiO3 /SrTiO3 를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초격자 구조에
misfit strain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1]. 이들은 misfit
strain의 크기에 따라 (AFD/FE)z 로부터 (AFE/FE)xy 으
로 상전이가 발생함을 제시하였고, 이결과는 초격자의 계
면을 통해 새로운 물성발현을 제안한 것으로 새로운 공학
적 응용가능성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 이후 T.
Varga 등은 제일원리 계산으로 제시된 ilmenite를 실험으로
합성하여 [11], 고압에서의 LiNbO3 -type phase를 가지는
FeTiO3 의 자성강과 강유전상의 공존에 관한 보고를 하였
다. 이는 제일원리 계산이 새로운 구조의 다강체의 합성에
직접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Ruddlesden-Popper(RP) 구조를 가지는 물질에 관한 것
이다 [12]. RP 구조의 일반식은 An+1 Bn O3n+1 으로 주어
지며, 이는 A에 위치한 양이온을 둘러싼 산소팔면체 (BO6 )
가 n개 연속 된 후 A 양이온에 의해 끊어지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RP 구조는 n = 1 인 구조는 A2 BO4 로 나타낼
수 있으며, n = 2 인 구조는 A3 B2 O7 로 나타내어 지며,
n = ∞ 인구조는 AO 와 BO2 가 반복되어 지는 ABO3 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이다.
RP 구조의 물질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와 마찬가지
로 산소팔면체의 뒤틀림 패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화합물에서 발생하는 산소팔면체의 뒤틀림의 특성 및
경우의 수는 A. M. Glazer [13]와 P. Woodward [14]에
의해 정리되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산소팔면체 뒤틀
림의 패턴은 크게 23가지이다. 산소팔면체 뒤틀림에 대한
일반식은 a♯ b♯ c♯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a, b, 그리고 c는
축과 크기를 나타내며 위 첨자 ♯ 은 회전의 특징을 나타낸다.
위첨자 ♯ 는 0, +, − 로 표현가능하며 0은 해당하는 축에서
보았을 때 회전이 전혀 없는 경우, (+) 는 이웃한 층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여 완전히 겹쳐 보이는 경우, 그리고 (−)
는 이웃한 층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경우이다.
많은 페로브스카이트 및 그 유사 구조의 물질에서는 두개
의 서로 다른 산소 팔면체의 뒤틀림 패턴(a− a− c0 , a0 a0 c+ )

그 이상의 강유전성 원인과 상관이 없는 질서 변수 (order
parameter) 의 조합과 강유전 상의 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강유전 상전이는 hybrid improper ferroelectricity (HIF)
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HIF는 Ca3 Ti2 O7 , Ca3 Mn2 O7
및 (Ca/Sr/Ba)3 (Sn/Zr/Ge)2 O7 와 같이 다양한 물질에서
제일 원리 계산을 통해 예측된 바 있다 [18–20].
이러한 이론적 계산을 바탕으로 X.

Q.

Liu 등은

Ca3 (Ti,Mn)2 O7 세라믹의 상온에서의 강유전상에 대해 연
구하였다 [21]. 그들은 X선 회절 분석을 이용하여 2개의 산
소 틸팅 모드를 분석하였고, 구조적으로 직방정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안정된 구조임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실험적으로
자발분극의 크기를 측정하였는데, 상온에서 Ca3 Ti2 O7 의
시료에서 나타나는 자발분극이 0.6 µC/cm2 정도의 값을 가
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전이는 N. A. Benedek
등이 [18,19] 제일 원리 계산을 통해서 예측한 상전이 패턴과
는 근본적으로 같다. 하지만 자발분극의 크기는 이론적인
예측값은 20 µC/cm2 으로 실험적으로 측정된 값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론 및 실험을 뒷받침 하는 최근의
연구결과는 Y. S. Oh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22]. 단결정
성장을 통해 Ca3−x Srx Ti2 O7 (x=0, 0.54, 0.85) 시료를 제
작하여 상온에서 전환가능한 planar 자발분극을 확인하며
강유전상이 되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HIF
의 특징을 가지는 RP구조는 학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제일 원리 계산 결과인 바닥상태
에서의 물성을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본 연구 논문에서 A3−x A′ x Ti2 O7 (A, A’ = Ca,
Sr) 에 대한 제일원리 계산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A3−x A′ x Ti2 O7 (A, A’ = Ca, Sr)에
서 A 사이트와 A’ 에 들어가는 양이온을 체계적으로 변화시
켜 가며 구조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최적화된 구조
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된
구조를 유발하는 질서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공간군이론에
바탕을 둔 모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드의 크기에 따른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각각의 모드가 에너지적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보여서 최적화된 저온상 구조가 나타나는지
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구조에 있어서 보여지는
자발분극의 크기를 계산하여 물질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자발분극의 발현을 이해하기 위해, 층별 분석을 수
행하여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7,8]. 또한 이러한 물질
에서의 에너지 밴드와 에너지 갭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밀도 범함수 [9,10]를 이용한 밴드구조 결과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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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 A3−x A′ x Ti2 O7 (A, A’ = Ca, Sr) 를 계산
하는데 있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
저 Projected augmented wave method(PAW) 를 기반으
로 하는 상용 프로그램인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VASP) 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3,24].
PBEsol 밀도 범함수를 사용하였으며 [25], Ca은 3s2 4s2 3p6 ,
Sr은 4s2 5s2 4p6 , Ti은 3s2 4s1 3p6 3d3 그리고 O는 1s2 2s2 2p4
과 같은 외곽 전자 구성을 고려하였다. 계산에 쓰인 평면
파의 운동에너지 cutoff는 500 eV까지로 두었으며, 구조최
적화에서는 650 eV 에너지 cutoff를 적용하였다. self consistent loop의 종료 조건은 마지막 두 번의 계산에서 총
−4

에너지 차이가 1×10

eV 보다 작을 때로 주었다. k-point

sampling은 5 × 5 × 4 Γ-centered Monkhorst-Pack grid
[26] 를 사용하였다.
또한, ISOTROPY와 AMPLIMODES program을 이용
하여 대칭성에 따라 모드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군(group)
과 부분군 (subgroup)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27,28]. 나아
가, 강유전성을 나타내는 모드의 진폭의 크기로부터 자발
분극의 크기를 예측하였고, 이를 계산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베리의 위상방법 및 보른의 유효 전하 방법을 사용하였다.
베리의 위상방법 [29]은 전체 자발 분극의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보른의 유효 전하 방법 [30]을 이용하여
AA′ TO의 층간 자발분극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PBE-GGA의 방
법은 Hartree-Fock을 고려한 정확한 교환에너지 파트를 무
시하므로 정확한 밴드 갭 에너지를 얻기 어렵다 [9,31–34].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밀도 범함수를 이용한 계
산방법이 좀 더 실제 밴드 갭과 가까운 결과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평면파를 사용하는 계산접근방식에
서는 하이브리드 밀도 범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너무나 많
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는 가우시안 형태의 함수
(GTF)를 [35,36] 사용하는 CRYSTAL14 프로그램을 [37]
이용하여 전기적 구조, 특히 밴드 갭 에너지을 확인하는데
하이브리드 밀도 범함수 계산을 적용하였다. 이 때, Sr과
Ca 원자 및 Ti 원자에 대해 Hay-Wadt pseudo-potential
함수, O 원자에 대해서는 8-411d1 Cora 함수를 사용하였다
[38]. 각각의 시스템은 B3LYP 하이브리드 밀도 범함수를
이용하여 구조를 최적화 하였으며 k-point sampling은 10
× 10 × 10 Γ-centered Monkhorst-Pack grid [26] 를 사용
하였다.

Fig. 1.
(Color online) (a) Crystal structure
of A3−x A′ x Ti2 O7 (A, A’ = Ca, Sr).
Tetragonal I 4/mmm
phase transforms to orthorhombic
Cmc21 with octahedral tilting and rotation. Total energy vs. volume of tetragonal and orthorhombic phase
of (b) (Ca/Sr/Ca)Ti2 O7 and (c) (Sr/Ca/Sr)Ti2 O7 .

III. 계산 결과 및 논의
1. 구조적 특성
본 연구에서 계산한 물질은 RP구조의 A3−x A′ x Ti2 O7
(A, A’ = Ca, Sr) 중에서 Ca3 Ti2 O7 (Ca3 ), Ca2 SrTi2 O7
(Ca/Sr/Ca), CaSr2 Ti2 O7 (Sr/Ca/Sr), 그리고 Sr3 Ti2 O7
(Sr3 ) 의 모두 네가지이다. 또한 Ca2 Sr 과 CaSr2 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된 구조만을 생각해서 원래의 격자안에서
의 치환만 고려하였다. 즉 A3−x A′ x Ti2 O7 (A, A’ = Ca,
Sr) 물질의 A와 A’ 에 위치한 양이온에 각각 Ca와 Sr을
교대로 치환된 구조만을 고려한 것이다. Figure 1(a) 는
A3−x A′ x Ti2 O7 (A, A’ = Ca, Sr) 의 결정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3−x A′ x Ti2 O7 (A, A’ = Ca, Sr) 의 공간군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산소 팔면체의 tilting
(a− a− c0 ) 및 rotation (a0 a0 c+ ) 이다. 이러한 산소팔면체
의 뒤틀림 운동 (a− a− c+ ) 에 의해 높은 대칭성을 가지는
정방정계 I 4/mmm공간군으로부터 낮은 대칭성을 가지는
직방정계 Cmc21 공간군으로 상전이한다.
위에서 설명한 4개의 물질 조합에서 각각 두개의 공간
군 (I 4/mmm, Cmc21 ) 에서 부피에 따른 에너지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 (Ca/Sr/Ca) 와 (Sr/Ca/Sr)
에서의 결과는 Fig. 1의 (b)와 (c) 에 데이터로 표시되어져
있다. 계산결과는 하나의 최저점을 가지는 형태로 표시되
며, 이 때 에너지 최저점은 최적화된 구조에서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이 때의 구조가 최적화된 구조라 판단할 수 있다.

Comparative Electronic Structure Calculation of A3−x A′ x Ti2 O7 – Hyewon Lee · Bog Gi Kim

287

Table 1. Structural properties of A3−x A′ x Ti2 O7 (A, A’ = Ca, Sr). ∆E means the difference of total energy between
tetragonal I 4/mmm and orthorhombic Cmc21 . Eg is the value of band gap calculated by hybrid density functional.
The values of spontaneous polarization below are calculated by Born effective charge method.
Structure
Ca3
(Ca/Sr/Ca)
(Sr/Ca/Sr)
Sr3

Space
group
I 4/mmm
Cmc21
I 4/mmm
Cmc21
I 4/mmm
Cmc21
I 4/mmm
Cmc21

Lattice parameter(Å)
a
b
c
3.831
3.831
19.420
5.393
5.448
19.297
3.859
3.859
19.518
5.442
5.512
19.325
3.865
3.865
20.124
5.452
5.487
20.048
3.880
3.880
20.231
5.499
5.502
20.246

먼저 두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모든 부피에서
직방구조에서의 에너지가 정방정계의 에너지 보다 낮다.
표 1에 그 값을 수치적으로 정리하여 두었는데, Cmc21 공
간군에서는 산소팔면체의 뒤틀림 운동에 의해 단위격자의
부피가 2배 증가함을 고려해서 에너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직방정계와 정방정계의 에너지 차이는 Ca3 의 경우 318.0
meV, (Ca/Sr/Ca)의 경우 119.8 meV, (Sr/Ca/Sr)의 경우
68.7 meV, 마지막으로 Sr3 의 경우는 67.8 meV 로 나타나
서, Ca 이온이 많이 치환된 경우가 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Ca이 들어가면 작은 이온반경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RP 시스템에
서도 유효한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최저점을
가질 때의 부피는 Ca 양이온에 비해, Sr 양이온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하면, A와 A’ 에 위치한 양이온의 평균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부피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1에서는 A3−x A′ x Ti2 O7 (A, A’ = Ca, Sr)의 경향
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Ca/Sr/Ca) 과 (Sr/Ca/Sr) 뿐만 아
니라 Ca3 와 Sr3 의 격자상수, 에너지 최저점의 차이 (∆E),
및 tilting angle을 정리해 두었다. 또한 아래에서 논의하게
될 하이브리드 밀도범함수로 구한 밴드갭의 크기 (Eg ) 및
자발분극의 크기도 함께 정리되어져 있다.

2. 모드 분석
정방정계에서 직방정계로의 구조적 상전이는 몇가지 모
드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공간군의 분석을 통해 구조적
상전이와 관련된 몇가지 모드를 찾아내고, 이러한 모드의
크기에 따라서 구조 파일을 만든 후 각각의 에너지를 구
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는 전산모사 실험,
즉 symmetry mod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27,28]. 계산
된 4개의 구조 중에 Fig. 2는 각각 (a) (Ca/Sr/Ca) 와 (b)
(Sr/Ca/Sr)에 대한 symmetry mode analysis를 나타낸 그

∆ E (meV/f.u)

Eg (eV)

317.966
119.829
68.731
67.778

4.246
3.892
4.064
3.826

Tilting angle
(a− a− c0 )
(a0 a0 c+ )
11.653
12.258
8.184
5.561
7.863
5.690
1.284
0.886

Polarization
(µC/cm2 )
17.379
0.232
0.390
0.744

림이다. 모드의 진폭 및 에너지가 0인 점은 I 4/mmm구조일
때의 원자의 위치 및 에너지를 기준으로 잡은 점이다. 이
기준점으로부터 낮은 에너지를 갖는 Cmc21 으로 상전이
하는데 기여하는 모드는 특징에 따라 원자의 이동에 기여
하는 Γ1 + 모드, 강유전성을 유도하는 Γ5 − 모드, 산소팔면체
의 회전에 기여하는 X2 + 모드와 산소팔면체의 기울어짐에
기여하는 X3 − 모드의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그림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All 모드는 위에서
나타낸 4가지의 모드의 작용 및 커플링을 모두 고려한 것
이다. 이 그래프의 최소 점은 A3−x A′ x Ti2 O7 (A, A’ = Ca,
Sr) 가 직방정계 (orthorhombic) Cmc21 일 때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기준점과 비교하여 낮아진 에너지를 Fig. 1의
(b) 와 (c) 에서 논의한 에너지 차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값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란색 사각형은 X3 − 모드
를 나타내며, All 모드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X3 −
모드는 가장 큰 진폭을 가지며 (표2 참고), Fig. 2의 (a)
(Ca/Sr/Ca) 의 경우 All모드가 안정화 하는 에너지의 약
98%, (b) (Sr/Ca/Sr)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낮춘다. Figure (a)와 (b)의 모드의 종류 및 형태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에너지를 나타내는 y축의 눈금이 대략
2배 정도 차이 나므로 4개의 모드의 진폭이 (Ca/Sr/Ca)
일 때와 (Sr/Ca/Sr) 일 때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대략 2배
정도의 에너지가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위의 모드의 결과로부터 특정 모드에 의해 발생하
는 isotropy subgroup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4가지 경우의 원자 조합에 관한 모든
전산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자세한 정보는 표 2에 요약을
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방정계에서 직방정계로의
구조적 상전이는 모두 4개의 모드와 관련이 있다. 이중 회전
과 관련이 있는 모드는 X2 + 이고 이 부분은 a0 a0 c+ 이므로
c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볼 때, 서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틸팅과 관련이 있는 모드는 X3 −
이며, 이는 a− a− c0 이므로 정방정계에서 a 혹은 b 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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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지만 저온상에서 각각 원자의 변위와 관련된 Γ1 + 도
조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발분극의 크기

Fig. 2. (Color online) The energy as a function of
the mode amplitudes(Γ1 + , X3 − , and All mode) for (a)
(Ca/Sr/Ca) and (b) (Sr/Ca/Sr). Red circles are the total energy of the all mode, and green diamonds and blue
squares are the energy of Γ1 + and X3 − mode, respectively.

볼 때 첫번째 산소 팔면체와 두번째 산소 팔면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며, c 축에 수직인 방향에서
볼 때는 회전이 없는 모드입니다. 이 두개의 모드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정방정계에서 직방정계로의 상전이가 나타난
다. 두개의 모드가 하나씩 작용을 하면 각각 64번 공간군인
Cmca 그리고, 63번 공간군인 Cmcm 으로의 상전이가 이루
어 질 것이며, 이는 k-vector 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격자를
2배 증가시키는 형태로 주어진다. 이 두개의 모드가 한번
에 작용을 하면, Cmc21 상으로의 상전이가 나타남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각 시스템에서 Cmc21 상으로의 상전이가
나타난 후 Γ5 − 모드는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의 에너지를
더 낮출 수 있다. 이러한 Γ5 − 모드는 자발분극과 관련이
있는 모드로서 시스템에서의 강유전상의 발현과 관련이 있
다. Γ5 − 모드와 자발분극의 크기와의 연관성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어 주지

우리는 자발분극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베리의 위
상방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3 (a), (b) 에 나타나 있다. 전체 자발분극의 크기는 PS
로 표기하였고 자발분극의 양자 (quantum) 는 PQ 로 나
타내었다. 전체 자발 분극의 크기는 Ca3 의 경우 17.38
µC/cm2 , (Ca/Sr/Ca) 의 경우 0.23 µC/cm2 , (Sr/Ca/Sr)
의 경우 0.39 µC/cm2 , Sr3 의 경우 0.74 µC/cm2 으로 나타
났다 [표 1]. Figure 3의 (c)-(f) 는 자발분극의 크기가 나타
나는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의 이동에 보른의 유효
전하 값을 곱하여 전체 자발 분극의 크기 및 층별 자발 분
극의 크기를 계산한 것이다. 그림의 빨간 막대는 전체 PS
에 기여하는 방향, 파란 막대는 상쇄하는 방향, 검은 막대
는 전체 자발분극의 크기를 나타낸다. Fig. 3(c) 는 Ca3 의
경우로 총 자발분극의 크기 (PS ) 가 15.93 µC/cm2 로 나타
난다. 빨간색 막대로 표시된 두 개의 CaO 층은 각각 전체
자발분극의 크기에 + 54 %만큼 기여하지만 파란색 CaO
층은 – 49 %만큼 기여한다. 따라서 CaO 층은 전체 자발분
극의 +60 %만큼 기여하고, 나머지 자발분극의 크기는 TiO
층으로부터 결정된다. Fig. 3(d) 는 (Ca/Sr/Ca) 의 경우로
전체 자발분극의 크기는 0.27 µC/cm2 이고 이 구조에서는
CaO층이 + 49 %만큼 기여하고 SrO층이 – 21 %만큼 기
여하여 AO와 A′ O 층의 전체 기여는 + 77 %이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 TiO층의 기여는 + 23%로 결정된다. Figure
3(e)는 (Sr/Ca/Sr)의 경우로 전체 자발분극의 크기가 0.50
µC/cm2 이다. 이 경우 또한 CaO층의 기여가 + 67 %로
(Ca/Sr/Ca)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
면에, Fig. 3(f)에 나타난 Sr3 는 모든 SrO층이 전체 자발분
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3개의 SrO 층이 전체
자발분극의 크기에 + 40 %를 차지한다. 또한, TiO 층이 +
60 %를 차지하며 앞의 경우와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발분극의 크기는 앞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강유전성을 유발하는 Γ5 − 모드의 진폭과 관련이 있다 [7,
8]. 표2에 나타난 Γ5 − 모드의 진폭의 크기는 Ca3 의 경우
0.6131 Å, (Ca/Sr/Ca) 의 경우 0.0089 Å, (Sr/Ca/Sr) 의
경우 0.0149 Å, Sr3 의 경우 0.0094 Å으로 주어진다. 자발
분극의 크기는 Ca3 의 경우에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세 시스템의 경우는 Ca3 에 비해 비교
적 작은 값 (50배에서 100배 정도 작은 값) 을 가지게 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Γ5 − 진폭의 크기와 자발분극의
크기는 같은 경향성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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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composed mode analysis of A3−x A′ x Ti2 O7 (A, A’ = Ca, Sr) is tabulated. The character and amplitude of
each mode are given in the orthorhombic phase.
k-vector

Character

(0,0,0)
(0,0,0)
(1/2,1/2,0)
(1/2,1/2,0)

Displacement (Γ1 + )
Ferroelectric (Γ5 − )
Rotation (a0 a0 c+ , X2 + )
Tilting (a− a− c0 , X3 − )

Isotropy
subgroup
I 4/mmm(139)
Fmm2 (42)
Cmca (64)
Cmcm (63)
Total

Fig. 3. (Color online) the value of total polarization and
polarization quanta calculated by Berry phase method.
The inset depicts the spontaneous polarization from
undistorted to fully distorted phase for (a) (Ca/Sr/Ca)
and (b) (Sr/Ca/Sr). (c) ∼ (f) show decomposed spontaneous polarization for Ca3 , (Ca/Sr/Ca), (Sr/Ca/Sr),
Sr3 , respectively. Red bar means the contribution to total polarization while blue bar canceled the total value.
4. 밴드 구조와 상태 밀도
Figure 4의 (a)-(e)에서는 저온상(Cmc21 )을 가지는 Ca3 ,
(Ca/Sr/Ca), (Sr/Ca/Sr), Sr3 의 밴드구조와 상태밀도를
통해 전기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밴
드 구조는 CRYSTAL14 프로그램의 B3LYP 밀도범함수를
이용하여 최적화 한 후 계산하였다. [9,10] 먼저 전반적인
그림에 나타난 밴드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
다. 전도띠 (conduction band) 는 곡선의 경사가 가파른
것으로 보아 Z → Γ → S구간에서 유효질량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전자가 자유전자와 같

Ca3
0.1375
0.6131
0.8720
1.2214
1.6260

Amplitude in angstroms (mode)
(Ca/Sr/Ca)
(Sr/Ca/Sr)
0.0491
0.0530
0.0089
0.0149
0.0142
0.0201
0.9187
0.8250
0.9202
0.8271

Sr3
0.0079
0.0094
0.0068
0.1367
0.1374

Fig. 4. (Color online) Energy band diagram and density
of states of of (a) Ca3 , (b) (Ca/Sr/Ca), (c) (Sr/Ca/Sr)
and (d) Sr3 with B3LYP hybrid density functional are
depicted. (e) The trend of the band gap energy with
B3LYP hybrid functional is plotted. Detailed information is summarized in Band and DOS section.
은 운동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원자가띠 (valence
band) 는 상대적으로 편평하여 큰 유효질량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각 물질의 띠틈 (band gap) 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Figure 4의 (a) Ca3 , (b) (Ca/Sr/Ca)
그리고 (c) (Sr/Ca/Sr) 은 원자가띠의 최대점이 브릴루앙
영역(Brillouin zone)의 R(0,1/2,1/2) 에 위치하며, 전도띠
의 최소점이 Γ (0,0,0) 에 위치한다. 따라서 세 경우에는
모두 indirect 띠틈을 가진다. Ca3 , (Ca/Sr/Ca) 그리고
(Sr/Ca/Sr) 의 띠틈의 크기는 각각 4.25 eV, 3.89 eV, 4.06
eV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d) Sr3 의 경우, Γ (0,0,0)에서
Γ (0,0,0)로의 direct 띠틈을 가지며 그 크기가 3.83 eV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원자별 상태밀도(PDOS) 또한 B3LYP을 이용하
여 분석되었다. Fig. 4(a)-(d) 에 나타난 PDOS의 원자가
띠에서는 산소가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전도띠의 전도대에서는 Ti원자와 O의 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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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되며 그 다음으로 A(또는 A′ ) 양이온이 영향을
미친다. 즉, 이 구조에서 A(또는 A′ ) 원자는 원자가띠 및
전도띠에서 그 역할이 미미하다. 그 이유를 구조적 측면에
서 이해해 보면 풍부한 전자를 가지고 있는 O가 상대적으
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Ti 양이온에게 전자를 전달한 후
그 다음으로 Ca 또는 Sr 양이온에 전자가 전달되므로 Ca
와 Sr 양이온의 비는 띠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Fig. 4(e)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또는 A′ ) 양이온을 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밴드갭의
차이 (3.8-4.3 eV)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우리는 제일원리 전자구조 계산을 이용하여
A3−x A′ x Ti2 O7 (A, A′ = Ca, Sr) 에 대한 산소팔면체
의 회전에 의한 구조적 상전이, 모드분석, 자발분극의 크기,
그리고 전자구조적 특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A 양이온을 둘러싼 각 층의 산소팔면체는
a− a− c+ 회전에 의해 고온상 I 4/mmm에서 거울 대칭을
깨고 저온상 Cmc21 으로 상전이를 일으키면서, 극성상이
되어 에너지가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전이에 관여하는 모드를 그 종류에 따라 분석했을 때, 총
4개의 그룹으로 결정된다. 4개의 모드는 각각 A(또는 A′ )
양이온을 중심으로부터 이동시키는 Γ1 + 모드, 강유전상을
유발하는 Γ5 − 모드, 산소 팔면체의 a− a− c0 회전의 특성을
가지는 X2 + 모드, a0 a0 c+ 회전의 특성을 가지는 X3 −
모드이다. 모드에 따른 에너지를 상세히 분석하여 산소팔
면체의 회전과 관련된 X2 + , X3 − 모드의 결합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안정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전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유전성을
유발하는 Γ5 − 모드 진폭의 크기로부터 자발분극의 크기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계산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베리의
위상방법과 보른의 유효전자 방법을 이용하여 자발 분극의
크기 및 층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상한 것과 같이 전체
자발분극의 크기는 Γ5 − 모드 진폭의 크기 순서와 동일하게
Ca3 , (Ca/Sr/Ca), (Sr/Ca/Sr), Sr3 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 자발 분극의 크기를 층별로 분석했을 때 4개의
시스템에서 각 양이온층 (AO 또는 A′ O) 이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경향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밴드구조 및 상태 밀도를 통하여 원자가띠에는 O원자가,
전도띠에는 Ti과 O원자의 혼성화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A 에 위치한 양이온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A 또는 A′ 원자의 치환에 따라 각각의
밴드 구조 맟 밴드갭 에너지가 큰 차이가 없음을 논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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