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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cking fault is a type of extended defect formed in a material. It is known to prohibit
the transport of charges in semiconductor materials and promote the recombination of charges;
therefore, the performance of electronic devices can be suppressed. For investigating of the stability
of stacking faults,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are widely performed, which can be also described
using an anisotropic next-nearest-neighbor Ising model (ANNNI) and can be constructed using
the total energy of polytypes obtained from the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the ANNNI model for diamond Si and zinc-blende CdTe, ZnS, and GaAs. Our models
consider the interactions between two and three layers, resulting in a lower error than the models
using only two-layer interactions. The predicted stacking fault energy was similar to that from the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indicating that the stacking fault energy can be obtained using the
ANNN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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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방 다음 이웃 이징 모형을 이용한 적층결함 에너지 계산
정병현 · 박지상∗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대구 41566, 대한민국
(2020년 6월 4일 받음, 2020년 6월 24일 수정본 받음, 2020년 6월 25일 게재 확정)

적층결함 (stacking fault) 은 물질에서 생성되는 확장된 결함 (extended defect) 의 일종으로, 많은
물질에서 전하의 이동을 저해하고 전하 재결합을 촉진하여 전자 소자의 성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내 적층결함의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제일원리 계산을 수행해서 연구된다. 또한 비등방
다음이웃 이징 모형 (anisotropic next-nearest neighbor Ising model, ANNNI) 을 이용하여 기술될 수도
있는데, 다형체의 총에너지를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얻어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 Si와
섬아연석형구조 CdTe, ZnS 및 GaAs에 대한 ANNNI 모형을 만들었으며, 두 층과 세 층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두 층만을 고려한 모형에 비해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ANNNI 모
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적층결함 에너지는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직접 계산한 적층결함 에너지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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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적층결함 (stacking fault) 은 반도체 내에서 생길 수 있
는 확장된 결함 (extended defect) 으로, 결정 구조에서 적
층 순서가 바뀌면 생성된다 [1, 2].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diamond)나 섬아연석형구조(zinc-blende structure)의 결
정 구조는 [111] 방향으로 쳐다봤을 때 A, B, C 세 개의 층
이 반복 적층된 것으로 여겨진다 (· · · ABCABCABC· · · ).
그런데 이 중 한 층이 없어지거나 (· · · ABCABABC· · · ),
새롭게 한 층이 추가될 수 있다 (· · · ABCABACABC· · · ).
이렇게 적층 순서가 완벽한 결정 구조와 달라져서 생기는
2차원 평면 결함을 적층결함이라고 한다. 전자와 같이 한
층이 없어진 것을 intrinsic 적층결함이라고 부르며, 후자와
같은 구조는 extrinsic 적층결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확
장된 결함은 응집 물질에서 전기적 성질이나 소자 성능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 결함의 안정성이나 전기적 특성이 여러
반도체 물질에서 연구된 바 있다 [3–11].
적층결함은 다형체 (polytype) 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예를 들어서 intrinsic 적층결함의 적층 순서를 살펴보면,
ABC층 사이에 AB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B
적층 순서는 다른 다형체인 섬유아연석형구조 (wurtzite
structure) 의 적층 순서와 같다. 따라서 이 경우 적층결함
은 섬아연석형구조 사이에 섬유아연석형구조가 아주 얇게
삽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맞다면, 적
층결함의 물리적 특성을 다형체를 이해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일례로 CdTe의 두 다형체 사이의 전도띠 오
프셋(conduction band offset) 을 기반하여 이 물질 내에서
적층결함이 전자 장벽 (electron barrier) 으로 작동한다는
논증이 있었다 [5,6].
적층결함의 안정성은 주로 적층결함 에너지 (stacking
fault energy) 를 계산해서 분석한다 [9, 12, 13]. 적층결함

631

여기서 n 은 슈퍼셀 안의 총 원자 수를 기본 격자 (primitive lattice) 에 있는 원자의 수로 나눈 것이고, Etot (0) 은
가장 안정한 구조의 기본 격자 당 총에너지이다. 슈퍼셀
계산에서 적층결함 사이의 상호작용을 줄이려면 결함 사
이의 거리가 충분히 커야 한다. 이는 계산 크기를 키우는
결과를 낳으며, 특히 혼성 밀도 범함수 이론(hybrid density
functional theory) 계산처럼 계산 크기가 큰 계산 방법론을
이용할 때 그 문제점이 더 중요해진다 [9]. 또한 임의의 적
층 순서를 가진 결함의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매번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등방
다음 이웃 이징 모형 (anisotropic next-nearest neighbor
Ising model, ANNNI) 을 이용하여 적층결함 에너지를 구
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13–17].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
명하겠지만, 이 모형에서는 층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하
여 제일원리(first-principles) 계산으로 얻은 다형체의 총에
너지를 기술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모형의 정확도가 바뀌게 된다. 이전
연구에서는 대체로 두 층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추가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ANNNI 모형을 이용하여 적층결함 에너
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시험하였다. 가장 먼저 제일원리 계
산을 수행하여 Si, CdTe, GaAs, 그리고 ZnS에서 다형체의
총에너지를 얻었고, 이를 잘 기술하는 ANNNI 모형을 만들
었다. 이를 이용하여 적층결함 에너지를 예측하였고, 실제
제일원리 계산에서 얻은 값과 유사함을 보였다. 특히 이전
연구들과 달리 세 층 사이의 상호작용도 고려하면 제일원리
계산과의 오차를 더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상호 본 방
법론은 앞으로도 적층결함 에너지를 유추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ESFE ) 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II. 계산 방법
ESFE = Etot (SF) − Σi ni µi .

(1)

여기서 Etot (SF) 는 적층결함이 있는 슈퍼셀 (supercell)
의 총에너지(total energy)이며, ni 는 그 슈퍼셀 안에 있는
원자 i 의 개수이며, µi 는 그 원자의 화학퍼텐셜 (chemical
potential) 이다. 점결함이 없는 적층결함은 순수하게 화학
양론적(stoichiometric)이기 때문에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쓸 수도 있다.

ESFE = Etot (SF) − nEtot (0).

(2)

우리는 다형체의 형성 에너지와 적층결함 에너지를 계산
하기 위해서 제일원리 밀도 범함수 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 계산을 수행하였다. 제일원리 계산은 Quantum
Espresso라는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18]. Perdew,
Burke, Ernzerhof (PBE)에 의해서 제안된 교환-상관 퍼텐
셜 (exchange-correlation potential) 을 사용하였으며 [19],
k-point 그리드(grid)는 0.03 Å−1 보다 촘촘하게 잡았다. Si
계산에서는 65 Ry, CdTe 및 GaAs 계산에서는 130 Ry, ZnS
는 135 Ry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평면파를 고려하였다. Si
계산에서는 norm-conserving pseudopotential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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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function in the anisotropic nextnearest neighbor Ising model.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present the nth nearest neighbors.
Structure Stacking sequence
2H
AB
3C
ABC
4H
ABCB
6H
ABCACB
9R
ABC/BCA/CAB
ISF
ABC/AB/ABC
ESF
ABC/ABAC/ABC

N
2
3
4
6
9
8
10

(1)
-2
3
0
2
-3
4
6

(2)
2
3
-4
-2
-3
4
2

(3) (1,2) (1,3)
-2 0
0
3
3
3
0
0
0
-6 0
0
5 -3
-3
4
2
2
2
6
2

Fig. 1. (Color online) Atomic structure of several polytypes. Red circles and blue circles represent cations (e.g.
Ga) and anions (e.g. As). The atomic structure of polytypes in Si can be obtained by replacing atoms with Si.
Layers were distinguished by alphabet A, B, and C.
고, 나머지 계산에서는 projector augmented wave method
를 사용하였다 [20]. 원자 구조를 최적화할 때 Broyden–
Fletcher–Goldfarb–Shanno (BFGS) 풀이법을 이용하였는
데, 힘이 1.0 × 10−4 Ry/a0 보다 작거나, 총에너지가 1.0 ×
10−5 Ry보다 작아질 때까지 최적화하였다. 여기서 a0 는
보어 반지름을 뜻한다.

III. 결과 및 토의
1. 구조 제작
Figure 1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다형체와 적층결함의
원자구조이다. 수많은 다형체 가운데 2H, 3C, 4H, 6H, 9R
구조를 얻었다. 각 구조의 적층 순서는 Fig. 1에 표시하였
고, Table 1에도 정리하였다. Intrinsic 적층결함(ISF)에서
는 ABC층에서 C층이 하나 없어졌고, extrinsic 적층결함
(ESF) 에서는 A층이 B층과 C층 사이에 삽입되었다. 이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 다이아몬드 및 섬아연석형구조 구조
에서 [111] 방향을 z 축을 향하도록 회전하고 새롭게 단위 세
포 (unit cell) 을 제작하였다. 이 때 다른 두 개의 단위 벡터
(unit vector) 는 회전된 z 축에 수직하도록 만들었으며, 회
전되기 전의 좌표계 (x̂,ŷ,ẑ) 에서 [1,-1,0], [1,0,-1] 방향이다.
다이아몬드구조나 섬아연석형구조에서는 [111] 방향으로 3
√
√
개의 층(ABC)이 있으므로, 한 층의 두께는 3a/3 = a/ 3
가 된다.

Fig. 2. (Color online) The total energy of bulk Si vs.the
volume of primitive cell. The empty circles denote the
total energy from the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estimated energy from the equation of state.
이 경우 회전된 좌표계(x̂′ , ŷ ′ , ẑ ′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다.
1
x̂′ = √ [1, −1, 0]
2
1
′
ŷ = √ [1, 1, −2]
6
1
ẑ ′ = √ [1, 1, 1]
3

(3)
(4)
(5)

따라서, 회전 변환된 단위 벡터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
2
a
2
a
3



− a2 0


0 − a2  → 

a
3

a
3

√a
2
a
√
2 2

0

0

0

0

√a
3

√
3a
√
2 2




0 


(6)

이후 물질 (AB) 에서 적층 순서에 따라서 원자들의 위치
를 정의하였다. 원점(0, 0, 0) 에 A 원자가 있고, 한 결합이
c 축 방향을 향한다면, 다른 원자 B는 (0, 0,

√

3a
4 )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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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원자가 한 층을 이룬다고 가정할 때, 적층 순서에
따라 다른 벡터를 더해줘야 원자들의 위치를 얻을 수 있다.
주어진 층과 다음 층의 적층 순서가 A→B, B→C, C→A
가운데 하나라면, 주어진 층에 있는 원자들의 위치에 다음
벡터를 더해 그 다음 층 원자들의 위치를 구한다.
(
)
√
a
3a a
√ , √ ,√
v+ =
(7)
2 2 2 2
3
반대로 적층 순서가 C→B, B→A, A→C 순서라면 다음
벡터를 더한다.
(
)
√
a
3a a
v− = − √ , − √ , √
(8)
2 2 2 2
3

Fig. 3. (Color online) Stacking fault energy of intrinsic
stacking fault (ISF) and extrinsic stacking fault (ESF).
n is the number of (ABC) layers in the supercell.

2. 격자 상수 결정을 위한 제일원리 계산
에너지가 잘 얻어짐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계산된
Figure 1과 같은 다형체의 원자 구조를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물질의 격자 상수가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일원리 계산을 수행하여 격자상수를 직접 얻었다. Figure
2는 Si 기본 격자의 총에너지가 부피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
지 그린 것이다. 제일원리 계산으로 얻은 총에너지와 부피
를 이용하면 상태 방정식 (equation of state) 을 풀어 격자
상수를 얻을 수 있다 [21]. 같은 계산을 CdTe, ZnS, GaAs
에 대해 수행하여 격자상수를 얻었다. 얻어진 격자 상수는
각각 Si 5.453 Å, CdTe 6.620 Å, ZnS 5.444 Å, GaAs 5.753
Å이었다. 실험으로 측정한 격자 상수가 각각 Si 5.4310 Å,
CdTe 6.46 Å, ZnS 5.405 Å, GaAs 5.654 Å이므로 [22], 제
일원리 계산에서 최적화된 격자 상수들은 실험값에 비해서
2.5 % 이내에서 정확했다. 모든 경우 계산된 격자 상수가 실
험값보다 컸는데, 이는 일반화된 기울기 근사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3. 다형체 형성 에너지 및 적층결함 에너지 계산
위에서 얻은 격자 상수를 이용하여 다형체 및 적층결함
구조를 만들고, 제일원리 계산을 수행하여 원자 구조를 최
적화하고 총에너지를 얻었다. Equation (2) 를 이용하여
적층결함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수렴된 적층결함 에너
지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두께를 알아내야 한다. Figure
1의 적층결함 구조는 (AB)(ABC)2 혹은 (ABAC)(ABC)2
로 표기할 수 있는데, (ABC) 층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적층
결함 에너지를 구했다. Figure 3은 여러 적층결함 모형의
적층결함 에너지를 그린 것인데, 계산 결과로부터 알 수 있
듯이 (ABC)층의 두께를 Fig. 1에서처럼 두어도 적층 결함

적층결함 에너지의 차이는 최대 2 meV/nm2 정도로 매우
작았다. 그래서 CdTe, ZnS, GaAs의 적층 결함 에너지도
같은 두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4. ANNNI 모형
다형체의 안정성을 모사하기 위해 ANNNI 모형이 널리
쓰이고 있다 [4,9,16]. 이 모형에서는 다형체의 각 층이 스핀
을 가지며, 다형체의 총에너지는 스핀들 사이의 상호작용으
로 기술된다. 가장 간단한 모형에서는 스핀과 그 스핀에서
n 번째 떨어진 근접 이웃 (nearest neighbor) 스핀 사이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한다. N 개 층으로 이뤄진 다형체의 총
에너지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Etot = J0 N +

M
∑

Jn

n=1

(N
∑

)
σi σi+n

(9)

i=1

위의 식에서 J0 은 한 층의 에너지이며, σi 는 i번째 스핀을
뜻한다. Jn 은 n 번째 떨어진 근접 이웃 스핀 사이의 상호
작용이 얼마나 강한지 나타내는 상호작용계수이다. 스핀은
층이 A, B, C가 반복해서 나타나면 1로 정의했고, 만약
역순으로 나타나면 -1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ABC 층이
반복된 다형체에서 스핀은 [1,1,1] 로 주어지고, AB 층이
반복된 다형체에서는 [1,−1]로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n
의 최대값 M 을 3으로 두었다.
더 정확한 모형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항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4]. 예를 들어 세 개의 스핀으로 이뤄진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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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action parameters obtained by the least-squares method and estimated stacking fault energy. The
values outside the parentheses are the values predicted by the ANNNI model. The values within the parentheses
represent the first-principles calculated energy. For each material, the data in the first row were obtained by using
fixed supercells, but those in the second row were obtained after the volume and the cell shape was relaxed.
Material J1 (meV) J2 (meV) J3 (meV) J1,2 (meV) J1,3 (meV) ESFE (ISF) (eV/nm2 ) ESFE (ESF) (eV/nm2 )
Si
-13.04
2.14
0.47
0.62
0.21
0.29 (0.28)
0.21 (0.20)
-11.80
1.93
0.47
0.37
0.11
0.27 (0.27)
0.20 (0.20)
CdTe
-3.76
0.05
-0.01
-0.12
0.00
0.08 (0.08)
0.08 (0.08)
-3.68
0.03
-0.01
-0.13
-0.01
0.08 (0.08)
0.08 (0.08)
ZnS
-3.03
0.08
0.01
0.02
0.01
0.09 (0.09)
0.09 (0.09)
-2.94
0.07
0.01
0.01
0.01
0.09 (0.09)
0.09 (0.09)
GaAs
-12.68
0.22
0.00
0.16
0.23
0.33 (0.33)
0.32 (0.32)
-12.11
0.16
0.01
-0.02
0.27
0.32 (0.32)
0.31 (0.31)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n,m) 가운데 두
가지 경우, 즉 (1,2)와 (1,3) 을 고려했다.
(N
)
∑
∑
Jn,m
σi σi+n σi+m
n,m

(10)

i=1

위의 선형 방정식을 살펴보면 괄호 안에 들어간 값들은
적층 순서가 주어지면 결정되는 것이고, J 만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위의 식에서 괄호 안의 값들, 즉 상
관 함수(correlation function)은 각 구조에 따라서 Table 1
에서처럼 결정된다.
앞에서 제일원리 계산을 수행해서 얻은 총에너지를 위의
선형 방정식에 대입, 오차를 최소화하는 상호작용계수 (J)
를 최소자승법 (least-square method) 을 이용하여 얻었고,
Table 2에 정리하였다. 모든 물질에서 가장 인접한 층 사이
의 상호작용 (J1 ) 이 가장 강하였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세기가 감소하였다 (|J1 | > |J2 | > |J3 |). 그러나 |J1,2 |은

8 meV/nm2 로 매우 작았으나, 두 층 사이의 상호작용만
고려하면 최대 오차가 20 meV/nm2 로 오차의 크기가 늘
었다. 평균 오차는 그에 비해서 차이가 작았는데, 각각 4
meV/nm2 와 7 meV/nm2 이었다. 이 차이는 적층결함 에
너지가 작은 물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적층결함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쌍
정경계 (twin boundary) 나 임의의 적층 순서를 가진 다형
체의 에너지를 구하는데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Σ3(111)
쌍정경계의 경우, 경계면에서 적층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9]. 하나의 쌍정경계를 만들면 적층 순서
가 뒤바뀌기 때문에 (· · · ABCBA· · · ) 슈퍼셀 계산에서는
두 개의 쌍정경계를 넣어줘야 한다. 이 쌍정경계의 형성
에너지 (Ef ) 는 J1,2 나 J1,3 를 도입하면 두께에 따라 값이
바뀌게 되어 잘 정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대신 섬유아
연석형구조 (2H) 대비 형성 에너지는 두께에 무관하게 잘
정의되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반드시 |J1,3 | 보다 크지는 않았다. 물질에 따라서는 |J1,2 |
가 |J2 | 보다 크기도 하였다.

Ef = 16J1 − 4J2 + 12J3 .

(13)

ANNNI 모형을 이용해서 적층결함의 에너지를 계산하면,
ISF와 ESF의 적층결함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SFE (ISF) = −4J1 − 4J2 − 4J3 − 6J1,2 − 6J1,3 (11)
ESFE (ESF) = −4J1 − 8J2 − 8J3 − 4J1,2 − 8J1,3 (12)
Table 2에 정리되어 있듯이, ANNNI 모형로 예측한 적
층결함 에너지는 제일원리 계산값과 잘 일치하였다. 이 결
과는 두 종류의 적층결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층결함에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위 모형이 두 층 사이의 상호작용만 고려했을 때
보다 적층결함 에너지를 정확하게 기술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세 층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오차가 최대

이번 연구에서는 PBE 교환-상관 퍼텐셜을 사용하여 적
층결함 에너지를 계산하였으나, 교환-상관 퍼텐셜에 따라
적층결함 에너지가 다르게 계산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만약 제일원리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와 비교해 크게 잘
못되었다면, 계산 결과로 만들어진 모형은 그 가치를 잃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계산된 적층결함 에너지는 실
험값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례로 GaAs의 경우 실험에서 적층결함 에너지는
0.34 ± 0.03 eV/nm2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
서 계산된 값과 일치한다 [3]. 나머지 물질들에서도 대체로
0.05 eV/nm2 이하의 오차로 계산되었다 [3,12]. 이는 PBE
가 본 연구에서 연구된 물질들에서 적층결함을 기술하기에
적절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다른 임의의 물질을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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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PBE가 아닌 다른 교환-상관 퍼텐셜이 더 적절할 수
있으며, 어떤 교환-상관 퍼텐셜이 다형체의 안정성을 잘 기
술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보다 최근에 제안된
SCAN 교환-상관 퍼텐셜은 PBE 계산에 비해 물질의 안정
한 상을 예측하는데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23].
지금까지 모든 계산은 적층결함을 포함한 슈퍼셀의 부피
와 모양을 최적화하지 않았다. 혹자는 적층결함이 생김으로
써 c/a 비율이 이상적인 값에서 달라지며, 따라서 적층결함
에너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슈퍼셀의 부피와 모양을 최적화하였
으며, 슈퍼셀의 길이가 c축 방향으로 크게는 ∼0.1 Å 가량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조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Si에서 적층결함 에너지가 가장 큰 변화를 보였으며,
이외의 물질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호작용계수
역시 대체로 1 meV 이내의 변화만을 보여주었다. 제일원
리 계산값과 모형 사이의 오차는 1 meV/nm2 정도로 더욱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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