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hysics: Sae Mulli,
Vol. 71, No. 8, August 2021, pp. 645∼651
http://dx.doi.org/10.3938/NPSM.71.645

Competition Between Spin-orbit Coupling and Hund’s Coupling in t52g
Ara Go∗
Department of Phys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61186, Korea
(Received 06 May 2021 : accepted 12 July 2021)

The effective angular momentum jeff efficiently describes the t2g orbitals in the presence of
spin-orbit coupling. On the other hand, the d-orbital is spatially localized, and the local electrons
have strong mutual two-body interaction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etal-insulator
transitions in transition-metal compounds.

For a rotationally invariant d-orbital, the local

interactions between electrons are expressed in terms of the local Coulomb interaction U and
Hund’s coupling JH . The Coulomb interaction prevents electrons from gathering at the same
position, and Hund’s coupling distributes the electron to maximize the spin and the orbital angular
momenta. The Hund’s coupling often competes against spin-orbit coupling. We explain both the
competition between spin-orbit coupling and local interactions in the t52g orbital via an atomic
limit description and the way in which the effects can be revealed in the electronic structure by
dynamical mean-field calculation for a simplified lattice Hamilto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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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궤도 결합과 훈트 결합의 경쟁 : t52g 전자구조를 중심으로
고아라∗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광주 61186, 대한민국
(2021년 5월 06일 받음, 2021년 7월 12일 게재 확정)

t2g 궤도는 강한 스핀-궤도 결합 아래 유효 각운동량 jeff 으로 기술된다. 한편 d-궤도는 공간적으로
국소화되어 같은 위치의 전자들은 강한 이체 상호작용을 느끼며, 이 상호작용은 전이금속 화합물의
금속-절연체 상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d-전자궤도가 회전 대칭성을 가질 때, 전자 사이의 국소적
상호작용은 쿨롱 상호작용 U 와 훈트 결합 JH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쿨롱 상호작용은 여러 전자가 한
위치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며 훈트 결합은 스핀 각운동량과 각운동량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자 분포를
조절하는데, 이중 훈트 결합은 종종 스핀-궤도 결합과 경쟁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t2g 궤도에 전자가
5개 차있는 t52g 상황에서 스핀-궤도 결합과 국소적 상호작용의 경쟁관계를 원자극한을 통해 설명하고
그러한 경쟁관계가 격자의 전자 들뜸 스펙트럼에 끼치는 영향을 단순화된 모형 해밀토니안에 대한 동적
평균장 이론 (dynamical mean-field) 계산으로 살펴본다.
Keywords: 금속-절연체 상전이, 스핀-궤도 결합, 훈트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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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결합은 다전자궤도 문제에서 이른바 훈트 금속상 (Hund’s
metal), 혹은 스핀 엉김(spin freezing) 등 상관특성이 강한

전이금속 화합물에서는 공간적으로 국소화 되어있는 d궤도 전자의 영향으로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전자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은 다양한 발현 현상을
이끌어내는데, 구리기반 산화물의 고온 초전도 현상, 금속절연체 상전이 등 단일입자 파동함수 (single-particle wave
function) 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슬레이터 행렬식 (Slater
determinant)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다수이다.
모트 금속-절연체 상전이는 단일입자 파동함수에 기대어
이해할 수 없는 대표적 강상관 현상으로, 이른 단계부터
흔히 허버드 모형을 [1] 이용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진 역
사가 있다. 허버드 모형에서는 격자 위 전자의 거동을 크게
단순화하여 단지 두 종류의 항으로 해밀토니안을 구축하
는데, 건너뜀 항 (hopping term) 과 국소적 상호작용 항이
그것이다. 이 모형은 격자계에 전자가 단위격자당 홀수개
차있을 때, 밴드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절연체가 출현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허버드
모형이 극도로 단순화된 모형일지라도 전자간 다체 상호작
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원 모형의 일부 물리량을
[2] 제외하고는 그 정확한 해를 얻기 어렵다. 이체 상호작용
이 해밀토니안을 주도할 때 양자 다체상태는 여러 슬레이터
행렬식의 중첩으로 나타나며, 구성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체상태 표현에 필요한 행렬식의 숫자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동적 평균장 이론은 지수함수적 계산량 증가에서 오는
어려움을 공간적 요동을 평균장 수준에서 근사하되 국소
상관관계는 정확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3] 공간
적으로 무한히 큰 상호작용하는 다체계는 동적 평균장 이
론에서 유효 전자 저장소 (effective electron bath) 와 국소
불순물(local impurity)로 환원되어 양자 불순물 문제가 된
다. 이때 국소 양자상태는 접근 가능한 모든 국소 슬레이터
행렬식의 중첩으로 나타나고, 이 중첩은 모트 절연체 등 단
일 슬레이터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대상을 성공적으로
기술한다.
최근 동적 평균장 이론은 전자밀도 범함수 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와 결합하여 강상관 물질의 전자구조 계
산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4] 원래의 허버드 모형은 모트
절연상의 이해를 목적으로 단위격자당 전자궤도 하나를 가
지도록 설계되었다. [1] 그러나 d-껍질 전자궤도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 강상관 물질들은 다전자궤도 특성을 가지므로,
동적 평균장 이론에서 다루는 국소 이체 상호작용 역시 다
전자궤도로 확장되었다. d-전자궤도가 회전 대칭성을 가질
때 전자 사이의 국소적 다전자궤도 상호작용은 회전 쿨롱
상호작용 U 와 훈트 결합 JH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훈트

금속상을 이끌어냄이 밝혀져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
다. [5,6]
전이금속 d-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현상은 d-궤도
준위의 갈라짐 (level splitting) 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스
핀-궤도 결합 (spin-orbit coupling) 또한 여러 흥미로운 현
상을 촉발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이리듐
화합물 등 스핀-궤도 결합이 상대적으로 큰 5d-전자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7–9] 전이금속 화합물 내의 d-궤도에
속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결정장의 영향으로 t2g 와 eg 로
갈라지며, 이중 t2g 궤도는 스핀-궤도 결합이 충분히 강할
때 유효 각운동량 jeff 로 기술됨이 자연스럽다. 이때 t2g
는 다시 jeff = 1/2, 3/2로 갈라지고 그 갈라짐은 스핀-궤도
결합에 비례한다. 흔히 스핀-궤도 결합이 커야 jeff 특성이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4d- 혹은 심지어 3d-궤도와 같이 스핀-궤도 결
합이 극히 작은 상황에서도 스핀-궤도 결합에 의한 미세한
갈라짐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10,11]
가령 t52g 상황의 바닥상태의 경우가 그러하다. t2g 안에
전자가 5개 차있다는 것은 홀 (hole) 이 하나라는 뜻이다.
스핀-궤도 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t2g 의 세 전자궤도
dxy , dyz , dzx 의 에너지가 동일하므로, 스핀까지 고려할 때
홀을 집어넣을 동일한 에너지의 선택지가 6개 존재하는 셈
이다. 따라서 바닥상태는 총 6개의 슬레이터 행렬식의 중첩
이 된다. 스핀-궤도 결합이 에너지 준위를 가르면 jeff =1/2
의 에너지가 jeff =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 차
이가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바닥상태는 jeff =1/2에 홀을 위
치시킨 두 개의 슬레이터 행렬식으로만 기술된다. 이 바
닥상태에 자체에는 훈트 결합이 영향을 끼치기 어렵지만,
전자를 하나 더 제거하는 홀 들뜸 (hole excitation) 은 훈트
결합과 스핀-궤도 결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른 거동
을 보인다. CuAl2 O4 의 전자구조는 이러한 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CuAl2 O4 의 바닥상태는 t2g 의 에너
지 겹침이 결정장 (crystal-field) 등에 의해 깨지지 않는 한
jeff = 1/2 으로 유지되지만, t42g 준위의 영향으로 입자-홀
들뜸 스펙트럼(particle-hole excitation spectrum)에 훈트
결합과 스핀-궤도 결합의 경쟁이 보인다. [11]
전술한 논문은 t52g 홀-들뜸의 핵심 물리를 언급하였으나
4
물질 특성에 중점을 두어 t52g 및 t2g
의 원자극한 (atomic

limit) 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t52g 의 입
자-홀 들뜸 구조의 원자극한을 꺼내고, 그 원자극한에 기반
하여 복잡성을 제거한 단순한 꽉묶은 모형 (tight-binding
model)에 대해 동적 평균장 이론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t5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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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자-홀 들뜸에서의 훈트 결합과 스핀-궤도 결합의 경쟁
구도를 탐구한다.
이 논문은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는 꽉묶은 모형과,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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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표현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단순입방격자(simple
cubic lattice) 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nearest neighbor) 끼
리의 건너뜀 (hopping) 만을 허용할 경우 꽉묶인 해밀토니
안은

스핀-궤도 결합의 경쟁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한 계산
ĤTB =

방법을 소개한다. III절은 원자극한에서 t52g 가 바닥상태가

을 정의하고 결합한 해밀토니안에 대한 동적 평균장 계산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 t52g 가 바닥상태일
때 입자-홀 들뜸 스펙트럼에서의 훈트 결합과 스핀-궤도

II. 모형과 방법
회전대칭성을 가질 때 t2g 궤도 전자의 국소적 이체 상호
작용은 다음 해밀토니안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Ĥint = U
n̂α↑ n̂α↓ + (U − 2JH )
n̂α↑ n̂β↓ +
α

+ (U − 3JH )
+ JH

∑

∑

α̸=β

n̂ασ n̂βσ +

α>β,σ

ĉ†α↑ ĉβ↑ ĉ†β↓ ĉα↓ + JH

α̸=β

∑

ĉ†α↑ ĉβ↑ ĉ†α↓ ĉβ↓ ,

(4)

와 같이 나타나고, 이 때 i 와 j 는 생성, 소멸되는 전자의
격자 위치벡터가 각각 ri 와 rj 임을 뜻하며 건너뜀 상수를
tαβ
ij = −tδαβ ,
=

결합의 경쟁구조를 정리하며 논문을 맺는다.

†
tαβ
ij ĉiασ ĉjβσ

⟨i,j⟩ αβσ

되기 위한 조건과 스핀-궤도 결합의 상대적인 크기 변화에
따른 입자-홀 들뜸 변화를 기술하고, IV절에서 꽉묶인 모형

∑∑

0,

if ri − rj = ±rp,q for α = dpq
otherwise

(5)

와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δ 는 크로네커 델타, rp 는 p 방향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즉, dxy 의 경우 x 나 y 방향으로 건
너뜀은 허용되지만 z 방향으로 건너뛸 수는 없는데, 별다른
가정 없이 입방조화함수의 대칭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다. 이체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꽉묶인 모형
자체의 밴드폭(band width)이 2 eV가 되도록 t는 0.25 eV
로 설정하였다. t 의 값은 에너지의 단위를 결정할 뿐, 이
논문의 물리적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후 따로 명시
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차원을 가진 모든 물리량의 단위는
eV이고, 격자상수 a=1로 둔다.
모든 항을 포함한 전체 꽉묶인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다.

α̸=β

(1)
이때 α, β 는 dxy , dyx , dzx 이고, ĉ†ασ 와 ĉασ 는 각각 궤도 α에
스핀 σ 를 가지는 전자를 생성과 소멸시키는 연산자, n̂ασ =
ĉ†ασ ĉασ 는 전자수 연산자, U 와 JH 는 각각 쿨롱 상호작용
(Coulomb interaction) 과 훈트 결합 (Hund’s coupling) 이
다. 이 논문에서 Ô 는 연산자 O 를 의미하며, 다체 연산자는
대문자로, 단일 입자 연산자는 소문자로 쓰기로 한다.
하나의 전자에 대한 스핀-궤도 결합은 t2g 궤도에서 유효
각운동량 leff 와 스핀 각운동량 s에 대해,
ĥSOC = λleff · s

(2)

로 나타나며, 다체상태에 대한 스핀-궤도 결합 기여는 해당
상태의 모든 전자에 대한 값을 모두 더한 것으로 쓰면 된다.
전체 국소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이 위의 두 해밀토니안
식 (1)과 식 (2) 에 화학포텐셜 µ 항이 더한 것이다.
Ĥloc = Ĥint + Ĥsoc + µ

∑

n̂ασ

(3)

α,σ

식 (1)을 d-궤도의 입방조화함수(cubic harmonics)를 이
용하여 쓴 것은 이 기저가 꽉묶인 (tight-binding) 해밀토니

Ĥ = ĤTB + Ĥloc .

(6)

위 해밀토니안에서 이체 상호작용이 없는 극한 (noninteracting limit)은 모든 페르미온 연산자 항이 이중선형(bilinear) 이 되므로, 단순한 단일 입자 해밀토니안 대각화 과정
을 거쳐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 모형의 대각화 과정
은 위치 공간에서 모멘텀 공간으로의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 이 된다. 이체 상호작용이 없는 극한의 들뜸 스
펙트럼 (signle-particle excitation spectrum) 및 투영상태
밀도(projected density of states)를 그리면 Fig. 1과 같다.
화학포텐셜을 조절하여 단위격자당 전자의 수가 5개가 되도
록 하였으며, 스핀-궤도 결합이 전자구조에 주는 영향을 관
찰하기 위해 λ = 0.1, 1.0 의 두 경우를 제시하였다. 모멘텀
공간에서 높은 대칭성 점(high-symmetry point)를 잇는 경
로를 따라 그린 들뜸 스펙트럼은 띠 구조 (band structure)
에 대응된다. 꽉묶인 해밀토니안이 입방 대칭성을 가지도
록 설계되었으므로 이체 상호작용 없는 결과 스펙트럼 역시
전형적인 입방 대칭성을 보여준다. 모멘텀 공간에서 대칭
성이 높은 점 Γ = (0, 0, 0), X = (π, 0, 0), M = (π, π, 0),
R = (π, π, π) 에 대하여 dxy , dyz , dzx 모두에게 동등한 방
향인 Γ − R 위에서는 세 궤도가 같은 분산관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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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전자궤도 불순물 모형의 상관관계를 기술하기 위
한 최소 요구치에 부합한다. [13,14]

III. 원자극한과 전자-홀 들뜸 스펙트럼
여러 에너지 눈금 (scale) 이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
를 분석할 때, 다양한 극한을 살펴봄으로서 물리적 직관을
얻을 수 있다. 건너뜀 상수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국소
해밀토니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원자극한에 대해 살펴
보자. 원자극한의 경우 식 (1)을 각운동량 연산자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다시 쓰면 쉽게 풀 수 있다.
Ĥint = (U − 3JH )

N̂(N̂ − 1)
JH 2
− 2JH Ŝ2 −
L̂
2
2 eff

(7)

위 식에서 N̂ 은 총전자수 연산자, Ŝ 는 총스핀 각운동량 연
산자, L̂eff 은 총유효각운동량 연산자이다. 식 (7)에서 훈트
규칙(Hund’s rule)에 따른 전자의 배치가 이체 상호작용 해
Fig. 1. (Color online) Noninteracting single-particle excitation spectrum and projected density of states (PDOS)
of a tight-binding Hamiltonian along high-symmetry
lines on a simple cubic lattice for (a) λ =0.1 eV and
(b) λ =1.0 eV.

밀토니안의 바닥상태 에너지를 낮추는 것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쿨롱 상호작용 U 의 경우 총전자수 연산
자의 계수로만 주어지므로, U 는 어떤 위치의 총전자수에만
관여하고 각 전자가 어느 궤도에 속하는지와는 무관하다.
반면 JH 는 두 각운동량 연산자의 기댓값이 클 때 낮은 에너

두 궤도만이 동등한 Γ − M 위에서는 2+1 구조를 보이는

지를 가지도록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총스핀 각운동량이

식이다. 스핀-궤도 결합 λ 가 도입되면 모든 모멘텀에 대

클수록 에너지를 낮추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 해밀토니

해 λ 에 비례하는 틈이 생기며, 틈 윗쪽과 아랫쪽은 각각

안을 따르는 계는 먼저 Ŝ 의 기댓값을 최대화하는 상태를

jeff = 1/2, 3/2로 기술된다.

바닥상태가 되도록 하며,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가 여

한 격자 위치의 전자수가 정수일 때 쿨롱 상호작용이 충
분히 크면 전자의 단일입자 들뜸 스펙트럼의 페르미 준위

럿이면 그 중 다시 총각운동량 L̂eff 을 최대화하는 상태를
택하게 된다.

주변에 모트 틈 (Mott gap) 이 열린다. 이러한 모트 절연체

표 1은 식 (7)의 에너지 고유상태과 에너지 기댓값, 총유

에서는 단일 입자 들뜸의 구조를 원자극한에 빗대어 이해할

효각운동량 등을 t52g 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해밀토니

수 있다. 원자극한이란 모든 건너뜀 상수 tij = 0 이어서

안 식 (3) 이 전자수를 보존하므로 우선 N 이 같은 경우를

전자가 다른 위치로 건너뛸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된 원자와

모아 정렬하되, 같은 N 에 대해서는 스핀-궤도 결합의 영향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 논문에서 우리

을 관찰하기 편리하도록 L̂eff · Ŝ 순서로 나열하여, t52g 전자-

는 스핀-궤도 결합이 다른 에너지 크기에 비해 무시할만큼

홀 들뜸 스펙트럼에서의 에너지 대소관계와 일치하도록 하

작을 때, 또한 역으로 압도적으로 클 때 국소적 해밀토니안

였다. 즉, 표에서 상대적으로 윗줄에 표시된 준위는 전자-

식 (3) 의 해를 원자극한에서 풀어본다. 그리고 이 국소 해

홀 들뜸 스펙트럼에서도 더 큰 에너지에 나타나게 된다.

밀토니안이 격자 안에서 움직이는 전자에 적용되었을 때의

N = 6 은 모든 궤도가 가득 차있는 경우로 힐베르트 공간

변화를 단순입방격자의 꽉묶인(tight-binding) 해밀토니안

(Hilbert space)의 차원이 1이다. N = 5는 홀을 하나 위치

과 결합시켜 동적 평균장 이론을 [3] 이용하여 푼 뒤, 원자극

시킬 궤도를 6개중 하나 고를 수 있으므로 힐베르트 공간의

한에서 얻은 직관을 바탕으로 전자-홀 들뜸 스펙트럼을 분

차원이 6이다. N = 4 는 궤도 6개중 두 개에 홀을 넣게

석한다. 동적 평균장 이론을 위한 불순물 풀이개 (impurity

되고, 홀은 서로 구별되지 않으므로 (6 × 5)/2 = 15 개의

solver) 는 정확한 대각화를 사용한다. [12] 정확한 대각화

상태가 가능하다. 표 1에서 겹침수 (multiplicity) 는 Jeff 이

풀이개에서 상호작용하는 불순물의 전자궤도 수는 스핀까

주어지면 2Jeff + 1 이 되고, 그 합이 위에서 구한 바와 일치

지 고려할 때 6개, 전자 저장소에는 18개를 포함하였는데,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핀-궤도 결합이 0이면 N, S, Leff 가

Competition Between Spin-orbit Coupling and Hund’s Coupling in t52g – Ara Go

Table 1. List of energy eigenstates directly relavant to
particle-hole excitation spectrum for the t52g ground state
in terms of the good quantum numbers of local two-body
Hamiltonian given in Eq. (7).
N
6
5

S
0
1/2

4

1
0
0

Leff
0
1
1
0
1
2
2
0

Jeff
0
1/2
3/2
0
1
2
2
0

⟨Ĥint ⟩
15U − 30JH
10U − 20JH
6U − 13JH
6U − 11JH
6U − 8JH

2 L̂eff · Ŝ
0
-2
1
-4
-2
2
0
0

Excitation
1/2

(a)

좋은 양자수가 된다. 스핀-궤도 결합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스핀, 궤도 양자수가 보존되지 않고 N, Jeff 가 좋은 양자수

nh
5/2

1 D2
3 P1

3/2
1

3 P2
3 P0
1S0

LS coupling

1/2
3/2
3/2
3/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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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0
JJ coupling

(b)
(L = 1, S = 1)
2JH

3
2
3
2

(L = 2, S = 0)
3JH
(L = 0, S = 0)
LS coupling

R

(Jeff = 0)
(Jeff = 1, 2)
(Jeff = 0, 2)

JJ coupling

Fig. 2. (Color online) Evolution from LS coupling
(JH ≫ λ = 0) to JJ coupling of t42g (λ ≫ JH = 0)
as R = 1 − JHJH+λ increases. (a) Concentation of the hole
excitations from t52g to t42g , (b) Energy levels of t42g energy eigenstates. The line colors represent the excitation
character of the corresponding hole excitation jeff = 1/2
(jeff = 3/2) as blue (red), respectively.

가 된다.
표 1의 상태 가운데 어느 것이 바닥상태가 되는지는 화학
포텐셜 µ 값이 결정한다. 화학포텐셜 항을 포함했을 때 tN
2g
에 속한 에너지 고유상태 중 가장 낮은 에너지 고윳값을 EN
이라고 하자. 화학포텐셜 값을 µ = 9U /2 − 17JH /2로 두면
t52g 일 때가 바닥상태이며, E4 − E5 = E6 − E5 를 만족한다.
전이금속에서 스핀-궤도 결합은 아무리 작더라도 0보다는
크다. 일단 λ > 0이면 t52g 의 바닥상태는 jeff = 1/2에 홀이
z
한 개 있는 두 상태, 즉 홀 하나가 jeff
=
z
jeff

=

− 21

1
2

에 있는 상태와

에 있는 상태의 중첩이 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z
바닥상태의 jeff
= ± 12 에 (홀이 하나 중첩되어 들어있고

전자와 홀 수의 합은 2이므로) 전자도 하나 있는 셈이다.
나머지 전자 4개는 jeff = 3/2 의 궤도 넷을 가득 채운다.
바닥상태로부터의 전자 들뜸은 t62g 와, 홀 들뜸은 t42g 와
연관되어 있다. 즉, 바닥상태에 전자를 하나 더하면 t62g 가
되고, 홀을 더하면 (전자를 하나 빼면) t42g 상태에 이른다.
바닥상태에는 홀이 jeff = 1/2 에 하나만 존재하므로 전자
들뜸의 경우 jeff 값이 선택의 여지 없이 1/2이 되고 전자를
하나 더하는 즉시 전체 궤도가 가득 채워진다. 홀 들뜸은
jeff =

1 3
2, 2

가운데 어느 궤도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는지

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t42g 의 에너지 고유상태가 다르다.
표 1에서 에너지와 L̂eff · Ŝ 의 기댓값이 같은 (따라서 같은
행에 속하는) t42g 의 에너지 고유상태의 집합을 I 라고 하자.
집합 I 에는 여러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집합은 원자항
기호(term symbol)를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고, t52g 바닥상
태에 홀을 하나 더할 때 어느 집합에 속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h (I) =

∑
i∈I,α

|⟨Ψi |ĉjeff |Ψg.s. ⟩|2 .

(8)

여기서 i 는 집합 I 에 속한 에너지 고유상태, ĉjeff 는 jeff =
1/2, 3/2 전자를 소멸시키는 연산자, Ψg.s. 는 t52g 바닥상태를
뜻한다.
홀의 들뜸 밀도는 스핀-궤도 결합과 훈트 결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Fig. 2(a) 는 R = 1 − JHJH+λ 을
변화시키며 nh 의 값을 그린 것이다. jeff = 1/2, 3/2 들뜸을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고 겹침수 (multiplicity) 는 Jeff
이 주어지면 2Jeff + 1 이 됨을 강조하기 위해 선의 폭을 겹
침수에 비례하도록 그렸다. 앞서 t52g 바닥상태는 jeff = 1/2
에 하나의 전자를 가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jeff = 1/2
양자수를 가지는 홀 들뜸의 밀도값을 모두 더하면 1이 된
다. 바닥상태로부터 시작된 홀 들뜸이 최종적으로 어느 집
합 I 로 들어가는지에 관계없이, 허용되는 홀 들뜸의 합은
바닥상태에 존재했던 전자 수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
찬가지 이유로, jeff = 3/2 들뜸의 값을 합하면 4가 된다.
이 숫자는 바닥상태에 포함된 전자 하나하나의 양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다체상태 겹침수 (multiplicity) 와는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Figure 2(b)에서는 R값이 커짐에 따라 t42g 의 여러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고윳값을 나타내었다. t42g 내에서 에너지가
더 낮은 준위는 바닥상태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우므로 더
작은 들뜸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t42g 내에서 에너지
준위의 상하 위치가 홀 들뜸 스펙트럼과 대응되도록 하려면
Fig. 2(b)에서와 같이 에너지 역순으로 그리면 된다. t42g 의
에너지 준위는 R = 0, 1의 양 끝단 근방에서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거나 합쳐지기는 하지만, 중간 영역에서 에너지 교
차가 일어나지는 않아서 R 의 변화에 따라 부드럽게 이어지
게 된다. 훈트 결합과 스핀-궤도 결합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의 입자-홀 들뜸을 도식화하
면 Fig. 3과 같다. 들뜸이 허용되는 준위를 바닥상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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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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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latexit sha1_base64="mSnYIUiNWX8HrQerkA7aqWrjhqw=">AAAB8HicbVBNT8JAEJ3iF+IX6tHLRmKCB7FF48eNxAvxhIkVIjRku2xhw3bb7G5NSMO/8OJBjVd/jjf/jQv0oOBLJnl5byYz8/yYM6Vt+9vKLS2vrK7l1wsbm1vbO8XdvQcVJZJQl0Q8ki0fK8qZoK5mmtNWLCkOfU6b/vBm4jefqFQsEvd6FFMvxH3BAkawNtJj2T05u+3Wj0+r3WLJrthToEXiZKQEGRrd4lenF5EkpEITjpVqO3asvRRLzQin40InUTTGZIj7tG2owCFVXjq9eIyOjNJDQSRNCY2m6u+JFIdKjULfdIZYD9S8NxH/89qJDq68lIk40VSQ2aIg4UhHaPI+6jFJieYjQzCRzNyKyABLTLQJqWBCcOZfXiRutXJdse/OS7WLLI08HMAhlMGBS6hBHRrgAgEBz/AKb5ayXqx362PWmrOymX34A+vzB32Ujv0=</latexit>

<latexit sha1_base64="3jWymxqhqbLxC9PPfeWPAwEX2mA=">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CrWwCNhYJmgekKxhdjKbDJmdWWZmhbDkI2wsFLH1ayzs9GucPApNPHDhcM693HtPEHOmjet+OZm19Y3Nrex2bmd3b/8gXzhsapkoQhtEcqnaAdaUM0EbhhlO27GiOAo4bQWj66nfeqBKMynuzDimfoQHgoWMYGOlVjq59257bi9fcsvuDGiVeAtSqha6xe/68Uetl//s9iVJIioM4VjrjufGxk+xMoxwOsl1E01jTEZ4QDuWChxR7aezcyfo1Cp9FEplSxg0U39PpDjSehwFtjPCZqiXvan4n9dJTHjpp0zEiaGCzBeFCUdGounvqM8UJYaPLcFEMXsrIkOsMDE2oZwNwVt+eZU0K2XvvFyp2zSuYI4sFOEEzsCDC6jCDdSgAQRG8AjP8OLEzpPz6rzNWzPOYuYI/sB5/wGRE5IA</latexit>

S0

3JH )/2

(U

2

<latexit sha1_base64="cNsuiGTIvYz01j5Ij93JRCewIpU=">AAAB+nicbVDLSsNAFL2pr1pfqS7dBIsgCCXpQl24KLhxWcE+oI1hMp20QyeTMDNRSsxXuBbEhSIu9Uvc+Qv+gTunj4W2HrhwOOde7r3HjxmVyrY/jdzC4tLySn61sLa+sbllFrcbMkoEJnUcsUi0fCQJo5zUFVWMtGJBUOgz0vQHZyO/eU2EpBG/VMOYuCHqcRpQjJSWPLOYZleVmtcJBMKpk6WVzDNLdtkew5onzpSUqod3X2+9h++aZ350uhFOQsIVZkjKtmPHyk2RUBQzkhU6iSQxwgPUI21NOQqJdNPx6Zm1r5WuFURCF1fWWP09kaJQymHo684Qqb6c9Ubif147UcGJm1IeJ4pwPFkUJMxSkTXKwepSQbBiQ00QFlTfauE+0ikonVZBh+DMvjxPGpWyc1SuXOg0TmGCPOzCHhyAA8dQhXOoQR0w3MA9PMGzcWs8Gi/G66Q1Z0xnduAPjPcfOCuYbw==</latexit>

(U
<latexit sha1_base64="mSnYIUiNWX8HrQerkA7aqWrjhqw=">AAAB8HicbVBNT8JAEJ3iF+IX6tHLRmKCB7FF48eNxAvxhIkVIjRku2xhw3bb7G5NSMO/8OJBjVd/jjf/jQv0oOBLJnl5byYz8/yYM6Vt+9vKLS2vrK7l1wsbm1vbO8XdvQcVJZJQl0Q8ki0fK8qZoK5mmtNWLCkOfU6b/vBm4jefqFQsEvd6FFMvxH3BAkawNtJj2T05u+3Wj0+r3WLJrthToEXiZKQEGRrd4lenF5EkpEITjpVqO3asvRRLzQin40InUTTGZIj7tG2owCFVXjq9eIyOjNJDQSRNCY2m6u+JFIdKjULfdIZYD9S8NxH/89qJDq68lIk40VSQ2aIg4UhHaPI+6jFJieYjQzCRzNyKyABLTLQJqWBCcOZfXiRutXJdse/OS7WLLI08HMAhlMGBS6hBHRrgAgEBz/AKb5ayXqx362PWmrOymX34A+vzB32Ujv0=</latexit>

3J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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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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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2JH

t62g

P 12

t52g (EF )
<latexit sha1_base64="9XRhNzkN9XbkX7WjEJjVChAPdQU=">AAAB63icbVBNS8NAEJ34WetX1aOXxSLUS0lF/LgVRPFYwdhCG8pmO2mXbjZhdyOU0N/gxYOKV/+QN/+N2zYHbX0w8Hhvhpl5QSK4Nq777Swtr6yurRc2iptb2zu7pb39Rx2niqHHYhGrVkA1Ci7RM9wIbCUKaRQIbAbD64nffEKleSwfzChBP6J9yUPOqLGSV7np3p50S2W36k5BFkktJ2XI0eiWvjq9mKURSsME1bpdcxPjZ1QZzgSOi51UY0LZkPaxbamkEWo/mx47JsdW6ZEwVrakIVP190RGI61HUWA7I2oGet6biP957dSEl37GZZIalGy2KEwFMTGZfE56XCEzYmQJZYrbWwkbUEWZsfkUbQi1+ZcXiXdavaq692fl+nmeRgEO4QgqUIMLqMMdNMADBhye4RXeHOm8OO/Ox6x1yclnDuAPnM8fDaONrg==</latexit>

<latexit sha1_base64="i0E9JYxgZDycYKfWceycp1D99Js=">AAAB7nicbVBNS8NAEJ34WetX1aOXxSJ4Kknx81bw4rGCsYU2ls122y7dbOLuRCihf8KLBxWv/h5v/hu3bQ7a+mDg8d4MM/PCRAqDrvvtLC2vrK6tFzaKm1vbO7ulvf17E6eacZ/FMtbNkBouheI+CpS8mWhOo1DyRji8nviNJ66NiNUdjhIeRLSvRE8wilZqYier9scPZ51S2a24U5BF4uWkDDnqndJXuxuzNOIKmaTGtDw3wSCjGgWTfFxsp4YnlA1pn7csVTTiJsim947JsVW6pBdrWwrJVP09kdHImFEU2s6I4sDMexPxP6+VYu8yyIRKUuSKzRb1UkkwJpPnSVdozlCOLKFMC3srYQOqKUMbUdGG4M2/vEj8auWq4t6elmvneRoFOIQjOAEPLqAGN1AHHxhIeIZXeHMenRfn3fmYtS45+cwB/IHz+QMkeo+I</latexit>

3JH )/2

<latexit sha1_base64="mSnYIUiNWX8HrQerkA7aqWrjhqw=">AAAB8HicbVBNT8JAEJ3iF+IX6tHLRmKCB7FF48eNxAvxhIkVIjRku2xhw3bb7G5NSMO/8OJBjVd/jjf/jQv0oOBLJnl5byYz8/yYM6Vt+9vKLS2vrK7l1wsbm1vbO8XdvQcVJZJQl0Q8ki0fK8qZoK5mmtNWLCkOfU6b/vBm4jefqFQsEvd6FFMvxH3BAkawNtJj2T05u+3Wj0+r3WLJrthToEXiZKQEGRrd4lenF5EkpEITjpVqO3asvRRLzQin40InUTTGZIj7tG2owCFVXjq9eIyOjNJDQSRNCY2m6u+JFIdKjULfdIZYD9S8NxH/89qJDq68lIk40VSQ2aIg4UhHaPI+6jFJieYjQzCRzNyKyABLTLQJqWBCcOZfXiRutXJdse/OS7WLLI08HMAhlMGBS6hBHRrgAgEBz/AKb5ayXqx362PWmrOymX34A+vzB32Ujv0=</latexit>

3

P0

3

P1

<latexit sha1_base64="rvvl8VEID40fZJezw8r79nERYRA=">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BLWwCNhYJmAekKxhdjKbDJmZXWZmhbDkI2wsFLH1ayzs9GucPApNPHDhcM693HtPEHOmjet+OZm19Y3Nrex2bmd3b/8gXzhs6ihRhDZIxCPVDrCmnEnaMMxw2o4VxSLgtBWMbqZ+64EqzSJ5Z8Yx9QUeSBYygo2VWunk/rzWc3v5klt2Z0CrxFuQUrXQLX7Xjz9qvfxntx+RRFBpCMdadzw3Nn6KlWGE00mum2gaYzLCA9qxVGJBtZ/Ozp2gU6v0URgpW9Kgmfp7IsVC67EIbKfAZqiXvan4n9dJTHjlp0zGiaGSzBeFCUcmQtPfUZ8pSgwfW4KJYvZWRIZYYWJsQjkbgrf88ippVsreRblSt2lcwxxZKMIJnIEHl1CFW6hBAwiM4BGe4cWJnSfn1Xmbt2acxcwR/IHz/gOPj5H/</latexit>

<latexit sha1_base64="M7cVNcPurRjPQJiZ3k1ig6lzs6Y=">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BLWwCNhYJmAekKxhdjKbDJmZXWZmhbDkI2wsFLH1ayzs9GucPApNPHDhcM693HtPEHOmjet+OZm19Y3Nrex2bmd3b/8gXzhs6ihRhDZIxCPVDrCmnEnaMMxw2o4VxSLgtBWMbqZ+64EqzSJ5Z8Yx9QUeSBYygo2VWunk/rzW83r5klt2Z0CrxFuQUrXQLX7Xjz9qvfxntx+RRFBpCMdadzw3Nn6KlWGE00mum2gaYzLCA9qxVGJBtZ/Ozp2gU6v0URgpW9Kgmfp7IsVC67EIbKfAZqiXvan4n9dJTHjlp0zGiaGSzBeFCUcmQtPfUZ8pSgwfW4KJYvZWRIZYYWJsQjkbgrf88ippVsreRblSt2lcwxxZKMIJnIEHl1CFW6hBAwiM4BGe4cWJnSfn1Xmbt2acxcwR/IHz/gORE5IA</latexit>

<latexit sha1_base64="8yM4V+TgJy/vUKb2TT75VcBw7pc=">AAAB7XicbVBNS8NAFHypX7V+VT16WSyCp5KIoN6KXjxWMLbQhrLZvLRLN5uwuxFK6I/w4kHFq//Hm//GbZuDVgcWhpl57HsTZoJr47pfTmVldW19o7pZ29re2d2r7x886DRXDH2WilR1Q6pRcIm+4UZgN1NIk1BgJxzfzPzOIyrNU3lvJhkGCR1KHnNGjZU6fWGjER3UG27TnYP8JV5JGlCiPah/9qOU5QlKwwTVuue5mQkKqgxnAqe1fq4xo2xMh9izVNIEdVDM152SE6tEJE6VfdKQufpzoqCJ1pMktMmEmpFe9mbif14vN/FlUHCZ5QYlW3wU54KYlMxuJxFXyIyYWEKZ4nZXwkZUUWZsQzVbgrd88l/inzWvmu7deaN1XbZRhSM4hlPw4AJacAtt8IHBGJ7gBV6dzHl23pz3RbTilDOH8AvOxzeof49Q</latexit>

<latexit sha1_base64="kGmCV5acTionEX2RNC/W9bjaDqU=">AAAB7nicbVBNS8NAEJ34WetX1aOXxSJ4KmmRqreCF48VjC20sWy2m3bpZhN3J0IJ/RNePKh49fd489+4bXPQ1gcDj/dmmJkXJFIYdN1vZ2V1bX1js7BV3N7Z3dsvHRzemzjVjHsslrFuB9RwKRT3UKDk7URzGgWSt4LR9dRvPXFtRKzucJxwP6IDJULBKFqpjb2sNpg81HulsltxZyDLpJqTMuRo9kpf3X7M0ogrZJIa06m6CfoZ1SiY5JNiNzU8oWxEB7xjqaIRN342u3dCTq3SJ2GsbSkkM/X3REYjY8ZRYDsjikOz6E3F/7xOiuGlnwmVpMgVmy8KU0kwJtPnSV9ozlCOLaFMC3srYUOqKUMbUdGGUF18eZl4tcpVxb09LzfqeRoFOIYTOIMqXEADbqAJHjCQ8Ayv8OY8Oi/Ou/Mxb11x8pkj+APn8wcl/Y+J</latexit>

<latexit sha1_base64="cNsuiGTIvYz01j5Ij93JRCewIpU=">AAAB+nicbVDLSsNAFL2pr1pfqS7dBIsgCCXpQl24KLhxWcE+oI1hMp20QyeTMDNRSsxXuBbEhSIu9Uvc+Qv+gTunj4W2HrhwOOde7r3HjxmVyrY/jdzC4tLySn61sLa+sbllFrcbMkoEJnUcsUi0fCQJo5zUFVWMtGJBUOgz0vQHZyO/eU2EpBG/VMOYuCHqcRpQjJSWPLOYZleVmtcJBMKpk6WVzDNLdtkew5onzpSUqod3X2+9h++aZ350uhFOQsIVZkjKtmPHyk2RUBQzkhU6iSQxwgPUI21NOQqJdNPx6Zm1r5WuFURCF1fWWP09kaJQymHo684Qqb6c9Ubif147UcGJm1IeJ4pwPFkUJMxSkTXKwepSQbBiQ00QFlTfauE+0ikonVZBh+DMvjxPGpWyc1SuXOg0TmGCPOzCHhyAA8dQhXOoQR0w3MA9PMGzcWs8Gi/G66Q1Z0xnduAPjPcfOCuYbw==</latexit>

<latexit sha1_base64="rvvl8VEID40fZJezw8r79nERYRA=">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BLWwCNhYJmAekKxhdjKbDJmZXWZmhbDkI2wsFLH1ayzs9GucPApNPHDhcM693HtPEHOmjet+OZm19Y3Nrex2bmd3b/8gXzhs6ihRhDZIxCPVDrCmnEnaMMxw2o4VxSLgtBWMbqZ+64EqzSJ5Z8Yx9QUeSBYygo2VWunk/rzWc3v5klt2Z0CrxFuQUrXQLX7Xjz9qvfxntx+RRFBpCMdadzw3Nn6KlWGE00mum2gaYzLCA9qxVGJBtZ/Ozp2gU6v0URgpW9Kgmfp7IsVC67EIbKfAZqiXvan4n9dJTHjlp0zGiaGSzBeFCUcmQtPfUZ8pSgwfW4KJYvZWRIZYYWJsQjkbgrf88ippVsreRblSt2lcwxxZKMIJnIEHl1CFW6hBAwiM4BGe4cWJnSfn1Xmbt2acxcwR/IHz/gOPj5H/</latexit>

2

S0

3JH )/2

<latexit sha1_base64="mSnYIUiNWX8HrQerkA7aqWrjhqw=">AAAB8HicbVBNT8JAEJ3iF+IX6tHLRmKCB7FF48eNxAvxhIkVIjRku2xhw3bb7G5NSMO/8OJBjVd/jjf/jQv0oOBLJnl5byYz8/yYM6Vt+9vKLS2vrK7l1wsbm1vbO8XdvQcVJZJQl0Q8ki0fK8qZoK5mmtNWLCkOfU6b/vBm4jefqFQsEvd6FFMvxH3BAkawNtJj2T05u+3Wj0+r3WLJrthToEXiZKQEGRrd4lenF5EkpEITjpVqO3asvRRLzQin40InUTTGZIj7tG2owCFVXjq9eIyOjNJDQSRNCY2m6u+JFIdKjULfdIZYD9S8NxH/89qJDq68lIk40VSQ2aIg4UhHaPI+6jFJieYjQzCRzNyKyABLTLQJqWBCcOZfXiRutXJdse/OS7WLLI08HMAhlMGBS6hBHRrgAgEBz/AKb5ayXqx362PWmrOymX34A+vzB32Ujv0=</latexit>

2

je↵ = 1/2
je↵ = 3/2

<latexit sha1_base64="0xSBXO0seqmLRKQMThvTosbOLqE=">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BLWwCNhYJmAekKxhdjKbDJmdHWZmhbDkI2wsFLH1ayzs9GucPApNPHDhcM693HtPIDnTxnW/nMza+sbmVnY7t7O7t3+QLxw2dZwoQhsk5rFqB1hTzgRtGGY4bUtFcRRw2gpGN1O/9UCVZrG4M2NJ/QgPBAsZwcZKrXRyf17rVXr5klt2Z0CrxFuQUrXQLX7Xjz9qvfxntx+TJKLCEI617niuNH6KlWGE00mum2gqMRnhAe1YKnBEtZ/Ozp2gU6v0URgrW8Kgmfp7IsWR1uMosJ0RNkO97E3F/7xOYsIrP2VCJoYKMl8UJhyZGE1/R32mKDF8bAkmitlbERlihYmxCeVsCN7yy6ukWSl7F+VK3aZxDXNkoQgncAYeXEIVbqEGDSAwgkd4hhdHOk/Oq/M2b804i5kj+APn/QeSl5IB</latexit>

<latexit sha1_base64="NJ4VbFVfeNgJ8DHtJ6d/MWRHbAw=">AAAB7nicbVBNS8NAFHzxs9avqkcvi0XwVNIiqLeiF48VjC20obxsNu3SzSbuboQS+ie8eFDx6u/x5r9x2+agrQMLw8w89r0JUsG1cd1vZ2V1bX1js7RV3t7Z3duvHBw+6CRTlHk0EYnqBKiZ4JJ5hhvBOqliGAeCtYPRzdRvPzGleSLvzThlfowDySNO0Vip0+gJmw2xX6m6NXcGskzqBalCgVa/8tULE5rFTBoqUOtu3U2Nn6MynAo2KfcyzVKkIxywrqUSY6b9fLbvhJxaJSRRouyThszU3xM5xlqP48AmYzRDvehNxf+8bmaiSz/nMs0Mk3T+UZQJYhIyPZ6EXDFqxNgSpIrbXQkdokJqbEVlW0J98eRl4jVqVzX37rzavC7aKMExnMAZ1OECmnALLfCAgoBneIU359F5cd6dj3l0xSlmjuAPnM8fGnGPjA==</latexit>
<latexit

<latexit sha1_base64="gtkRW+ulOEDu5PLQyoh338OWKnU=">AAAB6nicbVBNS8NAEJ3Ur1q/qh69LBbBU0mK+HEreCmeKhhbaEPZbDft0t1N2N0IJfQvePGg4tVf5M1/46bNQVsfDDzem2FmXphwpo3rfjultfWNza3ydmVnd2//oHp49KjjVBHqk5jHqhtiTTmT1DfMcNpNFMUi5LQTTm5zv/NElWaxfDDThAYCjySLGMEmlxp3g9agWnPr7hxolXgFqUGB9qD61R/GJBVUGsKx1j3PTUyQYWUY4XRW6aeaJphM8Ij2LJVYUB1k81tn6MwqQxTFypY0aK7+nsiw0HoqQtspsBnrZS8X//N6qYmug4zJJDVUksWiKOXIxCh/HA2ZosTwqSWYKGZvRWSMFSbGxlOxIXjLL68Sv1G/qbv3F7XmZZFGGU7gFM7BgytoQgva4AOBMTzDK7w5wnlx3p2PRWvJKWaO4Q+czx/DeY2M</latexit>

1

<latexit sha1_base64="8yM4V+TgJy/vUKb2TT75VcBw7pc=">AAAB7XicbVBNS8NAFHypX7V+VT16WSyCp5KIoN6KXjxWMLbQhrLZvLRLN5uwuxFK6I/w4kHFq//Hm//GbZuDVgcWhpl57HsTZoJr47pfTmVldW19o7pZ29re2d2r7x886DRXDH2WilR1Q6pRcIm+4UZgN1NIk1BgJxzfzPzOIyrNU3lvJhkGCR1KHnNGjZU6fWGjER3UG27TnYP8JV5JGlCiPah/9qOU5QlKwwTVuue5mQkKqgxnAqe1fq4xo2xMh9izVNIEdVDM152SE6tEJE6VfdKQufpzoqCJ1pMktMmEmpFe9mbif14vN/FlUHCZ5QYlW3wU54KYlMxuJxFXyIyYWEKZ4nZXwkZUUWZsQzVbgrd88l/inzWvmu7deaN1XbZRhSM4hlPw4AJacAtt8IHBGJ7gBV6dzHl23pz3RbTilDOH8AvOxzeof49Q</latexit>

<latexit sha1_base64="M7cVNcPurRjPQJiZ3k1ig6lzs6Y=">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BLWwCNhYJmAekKxhdjKbDJmZXWZmhbDkI2wsFLH1ayzs9GucPApNPHDhcM693HtPEHOmjet+OZm19Y3Nrex2bmd3b/8gXzhs6ihRhDZIxCPVDrCmnEnaMMxw2o4VxSLgtBWMbqZ+64EqzSJ5Z8Yx9QUeSBYygo2VWunk/rzW83r5klt2Z0CrxFuQUrXQLX7Xjz9qvfxntx+RRFBpCMdadzw3Nn6KlWGE00mum2gaYzLCA9qxVGJBtZ/Ozp2gU6v0URgpW9Kgmfp7IsVC67EIbKfAZqiXvan4n9dJTHjlp0zGiaGSzBeFCUcmQtPfUZ8pSgwfW4KJYvZWRIZYYWJsQjkbgrf88ippVsreRblSt2lcwxxZKMIJnIEHl1CFW6hBAwiM4BGe4cWJnSfn1Xmbt2acxcwR/IHz/gORE5IA</latexit>

+ 2JH

<latexit sha1_base64="Z0cJIjgLGgjEFm73pcuk5LM9mM0=">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CrWwCGhhmYB5QLKG2clsMmR2ZpmZFcKSj7CxUMTWr7Gw069x8ig08cCFwzn3cu89QcyZNq775WTW1jc2t7LbuZ3dvf2DfOGwqWWiCG0QyaVqB1hTzgRtGGY4bceK4ijgtBWMrqd+64EqzaS4M+OY+hEeCBYygo2VWunk3rvpVXr5klt2Z0CrxFuQUrXQLX7Xjz9qvfxnty9JElFhCMdadzw3Nn6KlWGE00mum2gaYzLCA9qxVOCIaj+dnTtBp1bpo1AqW8Kgmfp7IsWR1uMosJ0RNkO97E3F/7xOYsJLP2UiTgwVZL4oTDgyEk1/R32mKDF8bAkmitlbERlihYmxCeVsCN7yy6ukWSl75+VK3aZxBXNkoQgncAYeXEAVbqEGDSAwgkd4hhcndp6cV+dt3ppxFjNH8AfO+w99QZHz</latexit>

D2

<latexit sha1_base64="HGqqwzaEALV7EFbeuOzdyU0cxvw=">AAAB9HicbVDLSsNAFL2pr1pfVZduBosgCCUpxceu4Ka4qmBsoY1lMpm0QyeTMDNRSuh/uHGh4taPceffOG2z0NYDA4dzzuXeOX7CmdK2/W0VVlbX1jeKm6Wt7Z3dvfL+wb2KU0moS2Iey46PFeVMUFczzWknkRRHPqdtf3Q99duPVCoWizs9TqgX4YFgISNYG+mhx000wOgM1W76zX65YlftGdAycXJSgRytfvmrF8QkjajQhGOluo6daC/DUjPC6aTUSxVNMBnhAe0aKnBElZfNrp6gE6MEKIyleUKjmfp7IsORUuPIN8kI66Fa9Kbif1431eGllzGRpJoKMl8UphzpGE0rQAGTlGg+NgQTycytiAyxxESbokqmBGfxy8vErVWvqvZtvdI4z9sowhEcwyk4cAENaEILXCAg4Rle4c16sl6sd+tjHi1Y+cwh/IH1+QMYR5EY</latexit>

3JH

3JH
5JH
<latexit sha1_base64="nt9VVmX7oW6R0lUUjIS1qWMtesM=">AAAB6nicbVBNS8NAEJ3Ur1q/qh69LBbBU0lU/LgVvBRPFYwttKFstpt26e4m7G6EEvoXvHhQ8eov8ua/cdPmoK0PBh7vzTAzL0w408Z1v53Syura+kZ5s7K1vbO7V90/eNRxqgj1Scxj1QmxppxJ6htmOO0kimIRctoOx7e5336iSrNYPphJQgOBh5JFjGCTS+d3/Wa/WnPr7gxomXgFqUGBVr/61RvEJBVUGsKx1l3PTUyQYWUY4XRa6aWaJpiM8ZB2LZVYUB1ks1un6MQqAxTFypY0aKb+nsiw0HoiQtspsBnpRS8X//O6qYmug4zJJDVUkvmiKOXIxCh/HA2YosTwiSWYKGZvRWSEFSbGxlOxIXiLLy8T/6x+U3fvL2qNyyKNMhzBMZyCB1fQgCa0wAcCI3iGV3hzhPPivDsf89aSU8wcwh84nz/E/42N</latexit>

<latexit sha1_base64="nt9VVmX7oW6R0lUUjIS1qWMtesM=">AAAB6nicbVBNS8NAEJ3Ur1q/qh69LBbBU0lU/LgVvBRPFYwttKFstpt26e4m7G6EEvoXvHhQ8eov8ua/cdPmoK0PBh7vzTAzL0w408Z1v53Syura+kZ5s7K1vbO7V90/eNRxqgj1Scxj1QmxppxJ6htmOO0kimIRctoOx7e5336iSrNYPphJQgOBh5JFjGCTS+d3/Wa/WnPr7gxomXgFqUGBVr/61RvEJBVUGsKx1l3PTUyQYWUY4XRa6aWaJpiM8ZB2LZVYUB1ks1un6MQqAxTFypY0aKb+nsiw0HoiQtspsBnpRS8X//O6qYmug4zJJDVUkvmiKOXIxCh/HA2YosTwiSWYKGZvRWSEFSbGxlOxIXiLLy8T/6x+U3fvL2qNyyKNMhzBMZyCB1fQgCa0wAcCI3iGV3hzhPPivDsf89aSU8wcwh84nz/E/42N</latexit>

1
<latexit sha1_base64="3jWymxqhqbLxC9PPfeWPAwEX2mA=">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CrWwCNhYJmgekKxhdjKbDJmdWWZmhbDkI2wsFLH1ayzs9GucPApNPHDhcM693HtPEHOmjet+OZm19Y3Nrex2bmd3b/8gXzhsapkoQhtEcqnaAdaUM0EbhhlO27GiOAo4bQWj66nfeqBKMynuzDimfoQHgoWMYGOlVjq59257bi9fcsvuDGiVeAtSqha6xe/68Uetl//s9iVJIioM4VjrjufGxk+xMoxwOsl1E01jTEZ4QDuWChxR7aezcyfo1Cp9FEplSxg0U39PpDjSehwFtjPCZqiXvan4n9dJTHjpp0zEiaGCzBeFCUdGounvqM8UJYaPLcFEMXsrIkOsMDE2oZwNwVt+eZU0K2XvvFyp2zSuYI4sFOEEzsCDC6jCDdSgAQRG8AjP8OLEzpPz6rzNWzPOYuYI/sB5/wGRE5IA</latexit>

<latexit sha1_base64="VoMnVu90VcJHlcNhS08GH5jPiTQ=">AAAB+HicbVDLSsNAFL2pr1pfUZduBovgxpKKz13BTXFVwdhCG8JkMmmHTiZhZlIooX/ixoWKWz/FnX/jtM1CWw8MHM45l3vnBClnSjvOt1VaWV1b3yhvVra2d3b37P2DJ5VkklCXJDyRnQArypmgrmaa004qKY4DTtvB8G7qt0dUKpaIRz1OqRfjvmARI1gbybftHjfhEKMzhC7v/Sby7apTc2ZAy6RekCoUaPn2Vy9MSBZToQnHSnXrTqq9HEvNCKeTSi9TNMVkiPu0a6jAMVVePrt8gk6MEqIokeYJjWbq74kcx0qN48AkY6wHatGbiv953UxHN17ORJppKsh8UZRxpBM0rQGFTFKi+dgQTCQztyIywBITbcqqmBLqi19eJu557bbmPFxUG1dFG2U4gmM4hTpcQwOa0AIXCIzgGV7hzcqtF+vd+phHS1Yxcwh/YH3+AEqDkaI=</latexit>

S0

<latexit sha1_base64="8yM4V+TgJy/vUKb2TT75VcBw7pc=">AAAB7XicbVBNS8NAFHypX7V+VT16WSyCp5KIoN6KXjxWMLbQhrLZvLRLN5uwuxFK6I/w4kHFq//Hm//GbZuDVgcWhpl57HsTZoJr47pfTmVldW19o7pZ29re2d2r7x886DRXDH2WilR1Q6pRcIm+4UZgN1NIk1BgJxzfzPzOIyrNU3lvJhkGCR1KHnNGjZU6fWGjER3UG27TnYP8JV5JGlCiPah/9qOU5QlKwwTVuue5mQkKqgxnAqe1fq4xo2xMh9izVNIEdVDM152SE6tEJE6VfdKQufpzoqCJ1pMktMmEmpFe9mbif14vN/FlUHCZ5QYlW3wU54KYlMxuJxFXyIyYWEKZ4nZXwkZUUWZsQzVbgrd88l/inzWvmu7deaN1XbZRhSM4hlPw4AJacAtt8IHBGJ7gBV6dzHl23pz3RbTilDOH8AvOxzeof49Q</latexit>

1
D2
1
S0
3
P2
<latexit sha1_base64="Z0cJIjgLGgjEFm73pcuk5LM9mM0=">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CrWwCGhhmYB5QLKG2clsMmR2ZpmZFcKSj7CxUMTWr7Gw069x8ig08cCFwzn3cu89QcyZNq775WTW1jc2t7LbuZ3dvf2DfOGwqWWiCG0QyaVqB1hTzgRtGGY4bceK4ijgtBWMrqd+64EqzaS4M+OY+hEeCBYygo2VWunk3rvpVXr5klt2Z0CrxFuQUrXQLX7Xjz9qvfxnty9JElFhCMdadzw3Nn6KlWGE00mum2gaYzLCA9qxVOCIaj+dnTtBp1bpo1AqW8Kgmfp7IsWR1uMosJ0RNkO97E3F/7xOYsJLP2UiTgwVZL4oTDgyEk1/R32mKDF8bAkmitlbERlihYmxCeVsCN7yy6ukWSl75+VK3aZxBXNkoQgncAYeXEAVbqEGDSAwgkd4hhcndp6cV+dt3ppxFjNH8AfO+w99QZHz</latexit>

2
<latexit sha1_base64="NJ4VbFVfeNgJ8DHtJ6d/MWRHbAw=">AAAB7nicbVBNS8NAFHzxs9avqkcvi0XwVNIiqLeiF48VjC20obxsNu3SzSbuboQS+ie8eFDx6u/x5r9x2+agrQMLw8w89r0JUsG1cd1vZ2V1bX1js7RV3t7Z3duvHBw+6CRTlHk0EYnqBKiZ4JJ5hhvBOqliGAeCtYPRzdRvPzGleSLvzThlfowDySNO0Vip0+gJmw2xX6m6NXcGskzqBalCgVa/8tULE5rFTBoqUOtu3U2Nn6MynAo2KfcyzVKkIxywrqUSY6b9fLbvhJxaJSRRouyThszU3xM5xlqP48AmYzRDvehNxf+8bmaiSz/nMs0Mk3T+UZQJYhIyPZ6EXDFqxNgSpIrbXQkdokJqbEVlW0J98eRl4jVqVzX37rzavC7aKMExnMAZ1OECmnALLfCAgoBneIU359F5cd6dj3l0xSlmjuAPnM8fGnGPjA==</latexit>
<latexit

<latexit sha1_base64="MSLzD/kMpYhWHF2CKRe2SwnWL48=">AAAB7nicbVBNS8NAEJ34WetX1aOXxSJ4KmkpftwKXjxWMLbQxrLZbtqlm03cnQgl9E948aDi1d/jzX/jts1BWx8MPN6bYWZekEhh0HW/nZXVtfWNzcJWcXtnd2+/dHB4b+JUM+6xWMa6HVDDpVDcQ4GStxPNaRRI3gpG11O/9cS1EbG6w3HC/YgOlAgFo2ilNvay2mDyUO+Vym7FnYEsk2pOypCj2St9dfsxSyOukElqTKfqJuhnVKNgkk+K3dTwhLIRHfCOpYpG3PjZ7N4JObVKn4SxtqWQzNTfExmNjBlHge2MKA7NojcV//M6KYaXfiZUkiJXbL4oTCXBmEyfJ32hOUM5toQyLeythA2ppgxtREUbQnXx5WXi1SpXFfe2Xm6c52kU4BhO4AyqcAENuIEmeMBAwjO8wpvz6Lw4787HvHXFyWeO4A+czx8i94+H</latexit>

t42g

<latexit sha1_base64="3jWymxqhqbLxC9PPfeWPAwEX2mA=">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CrWwCNhYJmgekKxhdjKbDJmdWWZmhbDkI2wsFLH1ayzs9GucPApNPHDhcM693HtPEHOmjet+OZm19Y3Nrex2bmd3b/8gXzhsapkoQhtEcqnaAdaUM0EbhhlO27GiOAo4bQWj66nfeqBKMynuzDimfoQHgoWMYGOlVjq59257bi9fcsvuDGiVeAtSqha6xe/68Uetl//s9iVJIioM4VjrjufGxk+xMoxwOsl1E01jTEZ4QDuWChxR7aezcyfo1Cp9FEplSxg0U39PpDjSehwFtjPCZqiXvan4n9dJTHjpp0zEiaGCzBeFCUdGounvqM8UJYaPLcFEMXsrIkOsMDE2oZwNwVt+eZU0K2XvvFyp2zSuYI4sFOEEzsCDC6jCDdSgAQRG8AjP8OLEzpPz6rzNWzPOYuYI/sB5/wGRE5IA</latexit>

<latexit sha1_base64="0xSBXO0seqmLRKQMThvTosbOLqE=">AAAB7nicbVC7SgNBFL0bXzG+Eq0kzWAQrMJuBLWwCNhYJmAekKxhdjKbDJmdHWZmhbDkI2wsFLH1ayzs9GucPApNPHDhcM693HtPIDnTxnW/nMza+sbmVnY7t7O7t3+QLxw2dZwoQhsk5rFqB1hTzgRtGGY4bUtFcRRw2gpGN1O/9UCVZrG4M2NJ/QgPBAsZwcZKrXRyf17rVXr5klt2Z0CrxFuQUrXQLX7Xjz9qvfxntx+TJKLCEI617niuNH6KlWGE00mum2gqMRnhAe1YKnBEtZ/Ozp2gU6v0URgrW8Kgmfp7IsWR1uMosJ0RNkO97E3F/7xOYsIrP2VCJoYKMl8UJhyZGE1/R32mKDF8bAkmitlbERlihYmxCeVsCN7yy6ukWSl7F+VK3aZxDXNkoQgncAYeXEIVbqEGDSAwgkd4hhdHOk/Oq/M2b804i5kj+APn/QeSl5IB</latexit>

Fig. 3. (Color online) Energy levels from t62g to t52g and
allowed particle- or hole-excitations from the t52g ground
state for (a) JH ≫ λ and (b) λ ≫ JH .
터 화살표를 그려 표시하되 jeff 양자수가 구별되도록 다른
색깔로 표시하였다. 양 극단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틈의 크기를 주도하는 에너지가 훈트
결합인지 스핀-궤도 결합인지의 여부이다. LS 결합에서는
서로 다른 들뜸상태 사이의 에너지 격차가 JH 에, JJ 결합
에서는 λ에 비례한다. 둘째로는 들뜸 스펙트럼에서 에너지
크기가 비슷한 준위들이 달라진다. 용어 자체가 암시하듯
LS 결합은 L, S 가 같은 준위끼리, JJ 결합은 Jeff 가 같은
준위끼리 홀 들뜸 에너지가 비슷하다.

IV. 동적 평균장 이론 계산과의 대응
해밀토니안 식 (6) 을 정확하게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격자 크기가 커짐에 따라 힐베르트 공간의 크기가 지수함수
적으로 증가하는 다체 해밀토니안의 특성때문이다. 이 해
밀토니안에서 이체 상호작용을 배제하거나 (상호작용 없는
극한) 국소적이지 않은 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원자극한)
힐베르트 공간의 크기를 제한하면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물질 내에서는 임의로 특정 항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둘 중 어느 극한도 현실적인 근사는 아니다.
동적 평균장 이론은 공간 요동에 평균장 근사를 적용하는
대신 국소 다체 상태를 근사 없이 다루는데, 국소 이체 상호
작용이 지배적인 계에서는 합리적인 근사가 된다. [4]
Figure 4는 동적 평균장 이론을 이용하여 단순입방격자
위의 꽉묶은 해밀토니안에 상호작용 식 (3) 을 포함해 얻은
결과이다. 원자극한과 비교하기 편리하도록 투영상태밀도
의 궤도를 나타내는 색이 원자극한 준위에 표시한 색과 대
응되도록 하였다. 앞 장에서 얻은 원자극한과 Fig. 3의 들뜸
구조는 비록 특정 항을 무시한 결과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격자 모형의 들뜸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Fig. 4(a) 는 JH =1.2로 λ = 1 과 크기 자체는
비슷하지만 LS-결합에 가까운 들뜸 구조를 보인다. 이는

Fig. 4. (Color online) Single-particle excitation spectrum and PDOS obtained by dynamical mean-field calculations with U = 6, (a) (λ, JH ) = (1.0, 1.2) and (b)
(λ, JH ) = (1.0, 0.0).
Fig. 3(a)에서 보듯 훈트 결합에 의한 에너지 준위 갈라짐이
스핀-궤도 결합에 의한 것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즉, JH 와
λ 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JH 가
더 큰 영향을 준다. Figure 3의 홀 들뜸 밀도와 에너지 준위
를 고려하면 여기서 JH 가 보다 작아질 때의 거동을 추정할
수 있다. JH 가 감소하면 1 S0 에 해당하는 -9 eV 부근 들뜸이
위로 움직이는 동시에 그 들뜸의 세기가 약해진다. 극단적
으로 JH = 0 이 되면 해당 들뜸의 세기가 0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Fig. 4(b)이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4(b) 에서는 스핀-궤도 결합이 에너지 갈라짐을 주도토록
훈트 결합 값을 JH = 0 으로 설정하였는데, Figure 4(a)
에 비해 홀 들뜸이 좁은 범위의 에너지 영역에 몰려있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영역에서 1 S0 에 해당하는 들뜸이 사라
졌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에너지 준위와의 상대적
에너지 변화가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홀 들뜸 밀도가
극히 작아지기 때문이다. 역시 Fig. 2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S0 의 에너지 준위가 다른 준위와 교차를 보이지
않아 대소관계가 뒤집히지 않으므로, 1 S0 들뜸은 여전히
홀 들뜸 스펙트럼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홀 들뜸 밀도의 세기는 λ 가 큰 극한에서 0이 되므로
스펙트럼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
Jeff = 1/2 바닥상태를 가지는 물질은 흔히 4(b) 와 같은
들뜸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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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최초로 Jeff = 1/2 바닥상태가 보고된 물질 Sr2 IrO4

결정장 등에 따라 변화한다. 국소 바닥상태와 들뜸의 양자

을 비롯한 다수의 초기 연구가 이리듐 화합물에 집중되어

조성은 긴 거리 (long-range) 질서의 안정화 여부에 중요한

있었기 때문이다. [7] 이리듐은 5d 원소로 스핀-궤도 결합이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맞춘 격자 해밀토

상대적으로 강하여 Fig. 4(b)와 비슷한 들뜸 구조를 가짐이

니안을 분석하여 긴 거리 질서와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자연스럽다. 반면 CuAl2 O4 와 같은 3d 전이금속 화합물은

것이 흥미로운 후속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결과가 성공

Jeff = 1/2 바닥상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Fig. 4(b) 보다

적이라면 단일 입자 들뜸의 특성의 변화에 따른 자성 등의

Fig. 4(a) 에 가까운 들뜸 구조를 보인다. [11] 3d 전이금속

변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실제 물질의 물리량과 비교하여

원소에서는 상대적으로 훈트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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