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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BO3 구조를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전이금속 산화물의 독특한 

전기적, 자기적 성질은 기초물리적인 관점과 응용소자적인 관점에서 모두 큰 

관심을 끌어 왔다. SrRuO3 는 ABO3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중 하나로써, 높은 

전기전도도, 화학적 안정성, 다른 다기능 산화물들과 좋은 격자 어울림을 갖고 

있기에, 다양한 산화물 헤테로 구조에서 전극 물질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다.  

상온에서 벌크상태의 SrRuO3 는 orthorhombic 구조 (Pbnm) 을 갖는다.  이 

구조에서 산소 원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팔면체들은 서로 기울어지고 회전하며 

연결되어있다.  이는 SrTiO3 와 같이 팔면체들이 아무런 뒤틀림 현상을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cubic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SrRuO3 의 

전자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첫번째 요인이 바로 이러한 팔면체 뒤틀림 

(octahedral distortion) 현상이다.  글레이져 (A. M. Glazer) 는 페로브스카이트의 BO6 

팔면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틸트 시스템을 분류하여 체계화하였는데 

SrRuO3 는 그 중 a
-
b

+
a

-
 틸트 시스템에 속한다.  두 번째 요인은 얀-텔러 효과 

(Jahn-Teller effect)이다.  결정장 이론에 따르면 Ru-O 결합 길이가 변화함에 따라 d 

오비탈의 준위가 재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SrRuO3 박막의 경우, 이축 변형이 

가해짐에 따라 팔면체 뒤틀림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rTiO3 기판에 에피택시얼 증착이 완료된 SrRuO3 에 가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이축 변형 조건에 따른 팔면체 뒤틀림과 얀-텔러 효과를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과 연관된 전기적 

특성을 탐구하고자 추가 계산을 통해 전자구조를 얻어내었다.  더 나아가서 층 

구조 (layer structure)를 형성하여 실제 박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면효과와 

표면효과를 구현하여 구조적, 전기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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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페로브스카이트(ABO3) 결정 구조를 갖는 산화물 유전체, 혹은 강유전체를 

응용한 기기들은 지속적으로 전자 산업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2

  최근 

페로프스카이트 산화물은 적외선 카메라의 센서, 압전 작동기 (piezoelectric 

actuator)와 트랜스듀서 (transducers), 그리고 자동차 에어백용 가속도계에 쓰이는 

초정밀 전자기계 시스템 (MEMS)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주된 관심사는 FeRAM (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이나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에 사용되는 커패시터, 혹은 차세대 MOSFET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 에 사용되는 게이트 절연물질과 

같이 통합적인 미세전자기기에서의 응용분야이다.
3-5

 

SrRuO3 는 전기전도성이 좋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높다.  다른 산화물과의 

격자 어울림이 좋아서 전자 소자의 접합 전극 물질로 많이 사용된다.
6
  특히 

SrTiO3 유전체 위의 SrRuO3 박막은 격자상수의 차이가 0.91 %에 불과하여 매우 

좋은 표면과 막질을 유지한 채 성장이 가능하며 자연적으로 선명한 계면을 

갖는다.
7
  4d 전이금속 산화물 중 SrRuO3 만이 거의 유일하게 강유전성을 보인다.

8
  

따라서 SrRuO3 의 Ru 4d 오비탈의 전자-상관 효과 (electron correlation effects)는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SrRuO3 의 물질 자체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과의 

계면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 또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PLD 

(Pulsed-Laser Deposition), MOCVD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RF-

magnetron, 그리고 90° off-axis sputtering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SrRuO3 물질을 증착하고 있다.
9-17

  그러나 실험적으로 상변화와 격자 변형에 따른 

계의 안정성과 전자구조를 고찰하거나, 미세 적층 구조를 정확히 제어하고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제일원리 계산을 통한 이론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SrRuO3 의 전자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특성 각각의 효과는 많은 실험 및 

계산 보고들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그 중 팔면체 뒤틀림 (octahedral distortion) 과 

얀-텔러 효과 (Jahn-Teller effect) 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18-24

  그러나 

실제 박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축 변형에 따라 팔면체 뒤틀림이 바뀌는 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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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연관되어 얀-텔러 효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험으로 관찰하기 

힘들고, 계산 연구도 현재까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SrRuO3 에 가해지는 

이축 변형과 그에 따른 팔면체 뒤틀림과 얀-텔러 효과의 경향성, 그리고 

전자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추가로 실제 박막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를 구현하여 실험적인 결과와 병행이 된다면 SrRuO3 의 소자 응용 

기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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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이론 

 

2.1  SrRuO3의 특성 

 

2.1.1  SrRuO3의 구조적, 전기적 특성 

 

 SrRuO3 는 상온에서 orthorhombic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안정상으로 가진다.
25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cubic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로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cubic 과 

orthorhombic 의 구조적 차이는 팔면체 뒤틀림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  Fig 2.1 

에서 볼 수 있듯이 팔면체들이 모두 수평을 이루고 있는 cubic 에 비해 

orthorhombic 에서는 팔면체들이 서로 기울어져 있다.  Cubic 과 orthorhombic 은 

단위체 (unit cell)의 축 방향이 다르지만 orthorhombic 에서 psuedocubic 으로의 축 

변환을 통해 cubic 과 동일한 축에서 모든 구조적 파라미터를 비교할 수 있다.
20

  

이를 위한 축 변환 식은 eq 2.1 과 같다.  이는 cubic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SrTiO3 위에 증착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도 매우 용이한 방법이다.  두 물질의 

격자상수와 체적 탄성율은 table 2.1 와 같으며 격자 어울림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의 큰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SrRuO3 의 구조적인 특성을 논의할 때 orthorhombic 의 경우 항상 psuedocubic 으로 

변환된 축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SrRuO3 는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로서는 드물게 좋은 전기전도성을 나타낸다.  

Fig 2.2 은 SrRuO3 의 독특한 전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2.2 (a)가 

보여주는 orthorhombic 구조의 전자상태밀도에 따르면 SrRuO3 는 up-spin 전자는 

페르미 준위 근처에서 에너지 간격이 존재하는 절연 특성을 보이며 반대 부호의 

down-spin 전자는 전도 특성을 보이는 half metal 성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Fig 

2.2 (b) 가 보여주는 cubic 구조의 전자상태밀도는 orthorhombic 구조와 다르게 up-

spin 과 down-spin 모두 전도 특성을 보이지만 두 경우 모두 강자성 특성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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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tructure model of cubic and orthorhombic SrRuO3 

Cubic – Pm-3m (#221)  

Orthorhombic – Pbnm (#62) 

(groun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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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2.4 Orthorhombic-psuedocubic transformation  

 

 

 

 
a0 

(Å) 

B 

(GPa) 

SrTiO3 3.845 (calc.) 

3.903 (expt.) 

 

205 

183 

SrRuO3 3.923 (calc.) 

3.930 (expt.) 

201 

 

Table 2.5 Calculated equilibrium lattice parameter a0, bulk modulus B of SrTiO3 and SrRuO3 

bulk cubic perovskite phas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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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 Total and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cubic SrRuO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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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b) Density of states for orthorhombic SrRuO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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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SrRuO3의 두께와 온도에 따른 특성 

 

Fig 2.3 에 따르면 상온에서 orthorhombic 구조로 존재하는 벌크 상태의 SrRuO3의 

경우 547 ℃ 에서 tetragonal 구조로 전이하며 677 ℃ 에서 또다시 cubic 구조로 

전이한다.  이에 반해 이축 변형이 적용되어 있는 박막 조건에서는 280 ℃ 라는 

낮은 온도에서 한번에 cubic 구조로 전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온도에 

따른 상전이 현상이 벌크 상태일 때와 박막 상태일 때 다른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는 Fig 2.4 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벌크상태와는 다르게 200 ℃ 

부근에서 상전이 온도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박막의 두께가 

줄어듦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  박막상태에서 cubic 전이온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의 원인으로는 이축 변형에 의해 orthorhombic 구조의 뒤틀림 

현상이 줄어들어 cubic 으로 변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가설이 제시된 

바 있다.
27

  그러나 orthorhombic 구조의 뒤틀림 현상과 이축 변형과의 관계를 

계산으로 자세하게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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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a) Temperature dependence of in-plane and out-of-plane lattice parameters of a 

compressively strained SrRuO3 thin film grown on an SrTiO3 substrate. (b)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orthorhombic lattice parameters a0 and b0.
27

 

 

 

 

 

 

 

 

 

 

 

 

 

 

 

 

Fig 2.4 Temperature dependence of orthorhombic-to-cubic transition temperature of SrRuO3 

thin film on SrTiO3 substrat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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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 뒤틀림 (Distortion in perovskite) 

 

2.2.1  팔면체 뒤틀림 현상 (Octahedral distortion) 

 

 ABO3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Fig 2.5 와 같은 기본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위체는 B 원자를 중심으로 O 원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BO6 팔면체와, 

팔면체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A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BO6 팔면체는 

꼭지점을 공유한다.  Fig 2.5 에서는 A 원자를 제외한 팔면체만이 나타나 있는데, 

결정 뒤틀림 현상이 일어날 때 A 원자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SrTiO3 와 같은 물질은 상온에서 아무런 뒤틀림이 없는 이상적인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데 비해 상당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이상적인 구조와 거리가 

먼 결정 뒤틀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BaTiO3 와 같이 Ti 원자가 팔면체의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양이온 변위 (cation displacement) 물질, 혹은 SrRuO3, 

CaTiO3 와 같이 팔면체들이 꼭지점을 공유한 채 기울어져 있는 팔면체 뒤틀림 

(octahedral distortion) 물질, 또한 두 가지 변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NaNbO3 까지 

그 예시는 매우 다양하다.  양이온 변위와 팔면체 뒤틀림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정 뒤틀림 중 가장 흔한 현상이다.  격자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지 극성에만 영향을 끼치는 양이온 변위에 비해, 팔면체 

뒤틀림의 경우 격자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이를 묘사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팔면체 뒤틀림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계속되어왔으며 다양한 

틸트 시스템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결정 구조의 대칭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연구가 되어 왔다.
29-31

 

 글레이져 (A. M. Glazer)는 팔면체의 기울어짐을 각각의 대칭 축에 대하여 방향과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장 유용하다고 제시하였다.  기울어짐의 

크기는 [100], [010], [001] 축에 대한 3 개의 문자로 표현되어진다.  예를 들어 Fig 

2.6 과 같이 각각의 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양 만큼 기울어져 있다면 abc 라고 

표기할 수 있다.  만약 [100], [010] 축에 대해 같은 양 만큼 기울어져 있고 [001] 

축에 대해 다른 양 만큼 기울어져 있을 경우 aac 라고 표기한다.  이와 같이 

각각의 축에 대해 알파벳으로 기울어진 양을 나타낼 수 있다.  Fig 2.7 의 경우 



19 

 

기울어짐의 방향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만약 [100] 축에 

수직한 평면으로 구조를 쳐다볼 때, 첫 번째 팔면체와 그 뒤에 있는 팔면체가 Fig 

2.7 (a) 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서로 교차하고 있을 때, 이는 [100] 축 

방향으로 – 부호를 갖는다.  Fig 2.7 (b) 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앞 

뒤의 팔면체가 완전히 겹쳐있는 경우, 이는 [100] 축 방향으로 + 부호를 갖는다.  

만약 해당 축 방향으로 기울어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나 –부호 대신 0 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즉, 3 개의 문자는 각각 [100], [010], [001] 축 방향에 대한 

기울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며 해당 축을 따라 늘어서 있는 팔면체 각각의 

기울어짐이 같은 방향인 경우,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는 경우, 기울어짐이 없는 

경우를 각각 +, -, 0 의 표기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Table 2.2 은 이러한 분류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23 가지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각의 시스템마다 그에 따라 가능한 공간군을 나타내고 있다. 

 

 

 

 

 

 

 

 

 

 

 

 

 

 

 

Fig 2.5 Octahedral framework of cubic perovs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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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Different tilts about three axes. 

 

 

 

 

 

Fig 2.7 Comparison of (a) Negative tilt about [100] axis and (b) Positive tilt about [100]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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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얀-텔러 효과 (Jahn-Teller effect)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 뒤틀림 현상을 이야기할 때 양이온 변위와 팔면체 

뒤틀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만 이축 변형이 가해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얀-

텔러 효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결정장 이론에 따르면 다원자 분자나 

고체 내에서 원자배치가 정다면체 등의 높은 대칭성이 있는 경우 오비탈과 결합 

이온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상태가 축퇴하는 경우가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서는 여섯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는 O 원자들이 가운데 있는 B 원자의 

d 오비탈과 반발력을 형성하는데 Fig 2.8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결합 축과 

교차하고 있는 dxy, dyz, dzx 오비탈은 결합 축과 나란히 뻗어 있는 dz2, dx2-y2 

오비탈에 비하여 안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어 축퇴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 

대칭성이 낮아지도록 변형이 생겨서 축퇴를 해제하는 것이 에너지 상으로 

안정하게 되는 것을 얀-텔러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얀-텔러 효과는 

페로브스카이트의 팔면체 구조 내에서는 Fig 2.9 와 같이 이축 변형이 가해질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얀-텔러 효과는 x 축, y 축 방향 B-O 결합길이와 

z 축 방향 B-O 결합길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끊어진 결합에 의한 격자 

변형의 경우 z 축 방향의 결합 길이가 매우 길다고 가정하여 얀-텔러 효과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얀-텔러 효과는 페로브스카이트에서는 

자체적인 변형이 가해질 때에 한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의 뒤틀림 현상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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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Crystal field splitting of d-orbitals in perovskit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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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Tetragonal distortion from Oh, which is the extreme results in a square planar complex.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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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SrRuO3의 결정 뒤틀림 현상 

 

SrRuO3 는 팔면체 뒤틀림 현상을 나타내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이며 본문의 

글레이져 표기법에 따르면 a
-
b

+
a

+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그룹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경우 각 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 

보다 효율적인 측정 방식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18, 19

  Fig 2.10 는 

[100], [001] 방향에 대해 – 부호를 갖는 음의 기울어짐 현상을 보이며 두 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는 동일하다는 것을 각각 보여준다.  해당 평면에서 Ru-O-

Ru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음의 기울어짐 현상으로부터 야기된 뒤틀림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를 θ 라고 할 때 (180-θ)/2 의 계산을 통해 얻은 

각도를 틸트 각도 (tilt angle)라고 정의하며 이는 [101] 방향을 축으로 했을 때 

기울어진 각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100] 방향과 [001] 방향의 기울어진 정도가 

일치하며, 어떤 방향으로의 기울어짐을 먼저 적용해도 둘 다 반영된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틸트 각도를 정의함으로써 두 방향의 기울어진 정도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2.11 는 [010] 방향에 대해 + 부호를 갖는 

양의 기울어짐 현상을 보이며 나머지 두 축과는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평면에서 O-O-O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양의 기울어짐 

현상으로부터 야기된 뒤틀림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를 γ 라고 할 

때 (90-γ)/2 의 계산을 통해 얻은 각도를 회전 각도 (rotation angle)라고 정의하며 

이는 [010] 방향을 축으로 했을 때 기울어진 각도를 그대로 의미한다.  세 가지 

축에 대해 각각 기울어짐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원자의 원래 위치에 대해서 세 

가지 회전축 중 어떠한 회전 축의 영향을 받았는 지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쓰이지 않는 반면, 이러한 틸트 각도와 회전 각도의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측정이 용이한 두 가지 독립적인 각도를 통해 a
-
b

+
a

-
 구조의 팔면체 

뒤틀림 현상을 쉽게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의를 위해 사용된 축은 모두 

psuedocubic 축을 기준으로 한다. 

 Fig 2.12 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에 이축 변형이 가해질 경우 틸트 각도와 회전 

각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틸트 각도는 압축 변형이 가해짐에 따라 Fig 2.12 

(a)와 같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인장 변형이 가해진다면 반대로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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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각도의 경우 이축 변형이 가해질 때 Fig 2.12 (b) 와 같이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들 것이다.  모든 격자에 같은 비율의 변형이 적용될 경우 

기하학적으로 두 각도의 평균은 원래의 회전 각도와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팔면체 뒤틀림이 이축 변형이 가해지는 비율 그대로 기하학적인 

적용이 될 경우, 얀-텔러 변형 또한 이축 변형으로 변형된 비율 그대로 가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축 변형이 가해질 때는 기하학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팔면체 뒤틀림의 변화량보다 훨씬 심하게 변하여 그만큼의 얀-텔러 변형이 덜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같은 이축 

변형이 가해졌을 때 팔면체 뒤틀림의 변화량과 얀-텔러 효과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반대의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축 변형이 가해졌을 때 구조를 상세하게 분석한다면 이와 관련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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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Tilt angle which is caused by negative tilt about [100], [001] axes in SrRuO3. 

 

 

 

 

Fig 2.11 Rotation angle which is caused by positive tilt about [010] axis in SrRu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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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Change of tilt and rotation angle which is caused by biaxial strain in SrRuO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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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일 원리 계산에서 범용으로 쓰이고 있는 밀도 범함수론 방법을 

이용하였다.
34, 35

  계산 조건은 table 3.1 에 명시한 바와 같다. Projector-augmented-

wave (PAW) 방법이 적용된 VASP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36, 37
 교환-상관 범함수 

(exchange-correlation functional)의 계산을 위해 격자상수의 정확도가 높은 GGA (The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38-41

  Cut-off 에너지와 k-point 

값은 수렴 테스트를 거쳐 가장 효율적인 값을 도출하였다.  Ru 원자의 d 오비탈 

사이의 간격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기 위하여 U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
23

  Fig 3.1 

과 Fig 3.2 는 U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의 전자상태밀도와 밴드구조의 

차이를 보여준다.  

 

3.2  SrRuO3 단위체 (unit cell) 연구 

 

 본 연구의 목표는 SrRuO3 에 이축 변형이 작용함에 따라 구조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가장 높은 빈도로 존재하는 

cubic (Pm-3m) 구조와 orthorhombic (Pbnm)구조, 그리고 그 중간상으로 존재하는 

tetragonal (I4/mcm)구조를 각각 계산하여 팔면체 뒤틀림 현상과 전자구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7

  이후 실제 박막으로 증착 시 일어날 수 있는 변형에 따른 팔면체 

뒤틀림 현상과 얀-텔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rRuO3 의 격자상수를 SrTiO3 의 

격자상수와 동일하게 고정시킨 조건과, -3, -2, -1, +1, +2, +3 (%) 의  이축 변형률이 

적용된 조건으로 각각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SrRuO3 가 증착될 때 orthorhombic 

단위체의 (110)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증착이 일어난다.  이 구조의 팔면체 

뒤틀림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psuedocubic 격자로의 축변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후 모든 계산 및 분석은 psuedocubic 격자 축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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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rRuO3 층 구조 (layer structure) 연구 

 

박막으로 증착된 상태에서의 SrRuO3 는 orthorhombic 에서 cubic 으로 전이하는 

온도가 벌크상태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이 실험적으로 관찰된 바 있다.  

따라서 실제 박막에 존재하는 계면효과와 표면효과가 구조적, 전기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층 구조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면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rTiO3 와의 계면을 형성하였으며, x 축과 y 축 

격자상수는 SrTiO3 의 격자상수와 동일하게 고정하였다.  표면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rRuO3 만으로 이루어진 층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주기경계조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위체 간 상호작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z 축 방향으로 충분한 진공을 확보하였다.  두 경우 모두 단위체 계산 시와 

동일한 조건과 순서를 따라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3.6 (a) Density of states in Ueff=0 eV and (b) Ueff=2.1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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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a) Band structure for up-spin in Ueff=0 eV and (b) Ueff=2.1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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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값 

code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 

(VASP) 

Pseudopotential Projector Augmented-Wave (PAW) potential 

Cut-off 에너지 300 eV 

Exchange-correlation 방법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GGA) 

; Perdew-Burke-Enzerhof (PBE) 

K-point 

7×7×7 for cubic unit cell 

7×7×5 for orthorhombic unit cell 

5×5×5 for psuedocubic cell 

5×5×1 for layer structure 

Ueff 2.1 eV 

원자 재배열 방법 
Quasi-Newton method 

(force < 0.001 eV/Å ) 

스핀 고려함 

대칭성 제한 
원자 재배열 시 고려 

전자구조 계산시 고려 안함 

 

Table 3.1 Details in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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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4.1  SrRuO3 단위체 연구 

 

4.1.1  SrRuO3 (Pm-3m), (I4/mcm), (Pbnm) 단위체 분석 

 

SrRuO3 가 orthorhombic (Pbnm) 구조로 존재하다가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tetragonal (I4/mcm), cubic (Pm-3m) 으로 바뀌는 것은 팔면체 뒤틀림이 점점 

완화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구조 변화에 따른 격자상수와 팔면체 뒤틀림을 table 

3.2 에 정리하였다.  Fig. 3.3 은 구조 변화에 따른 전자상태밀도를 보여준다.  

Orthorhombic 구조는 가장 심한 팔면체 뒤틀림을 보이고 tetragonal, cubic 으로 

변화할수록 팔면체 뒤틀림이 점점 완화되는데, 그러한 경향에 따라 up-spin 준위의 

간격 (semi-gap)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며 cubic-SRO 에 이르러서는 half 

metal 특성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강자성 전도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팔면체 뒤틀림이 전자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1.2  SrTiO3 와 접합 시 발생하는 이축 변형 

 

 SrRuO3 는 실제 실험에서 SrTiO3 박막 위에 에피택시얼 성장으로 증착되는 경우가 

많다.  두 물질은 격자상수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SrRuO3 에 가해지는 이축 

변형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동일한 조건을 가정하여 계산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3.3 은 SrRuO3 의 각 벌크상태에서 SrTiO3 의 

격자상수와 동일한 절대값 만큼의 이축 변형을 가해주었을 때, 나머지 한 축으로 

일어나는 변형을 적용한 가장 안정한 구조 파라미터를 보여주며, 이예 따른 

전자구조는 Fig 3.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rRuO3 의 전기적, 자기적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Ru 원자의 d-오비탈에 대하여 전자상태밀도를 계산하면  



34 

 

 

 

 

 

 

 

 

 

Table 4.1 Structural parameters of SrRuO3 

 

Lattice parameter [Å] 

(exp. Value) 

(w/o +U) 

Octahedral tilting 

a b c Type Angle [˚] 

Cubic 

3.990 

(3.91) 

(3.988) 

3.990 

(3.91) 

(3.988) 

3.990 

(3.91) 

(3.988) 

a
0
a

0
a

0
 - 

Tetragonal 
5.579 

(5.589) 

5.579 

(5.589) 

8.084 

(7.917) 
a

0
a

0
c

-
 

Rotation = 

11.048 

Orthorhombic 

5.626 

(5.532) 

(5.627) 

5.632 

(5.569) 

(5.633) 

7.944 

(7.847) 

(7.951) 

a
-
b

+
a

-
 

Tilt = 10.095 

Rotation = 

7.505 



35 

 

 

Fig 4.1 Density of states for (a) cubic SrRuO3. (b) tetragonal SrRuO3. (c) orthorhombic SrRu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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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Optimized structural parameters of strained SrRuO3. 

 

 

Lattice parameter [Å] 

Volume 

[Å3
/f.u.] 

εc/εa 

a b c 

Cubic 3.990 3.990 3.990 63.506  

Strained cubic 3.951 3.951 4.03 62.910 1.04 

Orthorhombic 

(psuedocubic) 
7.961 7.944 7.961 62.930 - 

Strained 

orthorhombic 
7.902 7.902 8.004 62.473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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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various SrRu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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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pin 준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전자대 (valance band maximum, VBM) 부근에 

dxy, dyz, dzx (T2g)준위가 주로 분포하며, 전도대 (conduction band minimum, CBM) 

부근에 dz2, dx2-y2 (Eg)준위가 주로 분포하게 된다.  이축 변형이 가해지게 되면 T2g 

준위와 Eg 준위의 에너지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cubic 의 경우 

간격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겹치는 위치의 차이를 음수로 표현하였다.  이는 x, 

y 축 결합길이와 z 축 결합길이의 차이에서 발생한 얀-텔러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Cubic 의 경우 orthorhombic 보다 상대적으로 간격의 변화가 더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이축 변형 

조건에 대한 경향 파악이 필요하다. 

 

4.1.3  다양한 이축 변형이 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같은 이축 변형이 가해졌을 때 팔면체 뒤틀림 각도의 변화량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얀-텔러 변형이 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산을 통해 -3 

(%)부터 +3 (%)까지 이축 변형을 가한 orthorhombic 구조에 대해 팔면체 뒤틀림 

각도의 변화량과 얀-텔러 변형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축 변형의 부호는 음의 

부호일 때 압축 변형, 양의 부호일 때 인장 변형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벌크 

상태에서 이축 변형만 적용시킨 구조 (unrelaxed)와 이축 변형 후 원자 위치 

릴렉세이션 계산까지 거친 구조 (relaxed)를 함께 비교해 보았다.  Fig 4.3 에 

따르면 이축 변형만 적용시킨 구조에서 릴렉세이션 계산을 거치고 나면 팔면체 

뒤틀림 각도의 변화량은 커지고 Fig 4.5 에 따르면 반대로 x, y 축 결합길이와 z 축 

결합길이의 차이는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rthorhombic 구조의 

경우 이축 변형이 가해질 때 팔면체 뒤틀림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심하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얀-텔러 효과는 그에 상쇄되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Fig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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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hange of tilt and rotation angle of relaxed and unrelaxed structure as a function of 

strain. 

 

 

 

 

 

 

 

 

 

 

 

 

 

 

 

 

 
 

Fig 4.4 Strained SrRuO3 with Jahn-Teller effects compensated with change of til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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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a) Ru-O bond length of relaxed and unrelaxed structure as a function of strain. (b) 

Comparison of relaxed energy and unrelaxed energ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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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다양한 이축 변형이 전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Orthorhombic 구조의 경우 이축 변형에 따른 전자구조의 변화가 cubic 에 비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Fig 4.6 는 -3 (%) 부터 +3  (%) 까지 이축 변형을 가한 

cubic 과 orthorhombic 구조 각각의 전자상태밀도를 모두 보여준다.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전기적 특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Ru 의 d-오비탈이 

갖는 전자상태밀도를 나타내었고, 그 중에서도 가전자대 부근의 dxy, dyz, dzx 

(T2g)준위와 전도대 부근의 dz2, dx2-y2 (Eg)를 따로 나타내어 비교해 보았다. 

 Fig 4.6 (a), (b) 는 아무런 이축 변형도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T2g 준위 3 개와 

Eg 준위 2 개는 각각이 거의 일치하게 겹쳐있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구조에서는 

x 축, y 축, z 축 방향의 Ru-O 결합 길이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얀-텔러 효과로 

인한 준위의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Fig 4.6 (c), (d) 는 1 (%) 의 이축 압축 변형이 가해진 상태에서의 전자상태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cubic 구조의 T2g 준위를 나타낸 전자상태밀도의 경우 dxy 

를 나타내는 선이 dyz, dzx 를 나타내는 선과 분리되어 준위의 갈라짐 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축 변형이 가해져서 x 축과 y 축 방향의 Ru-O 

결합 길이는 줄어들고 z 축 방향의 Ru-O 결합 길이는 늘어났다는 사실에 미루어 

보아 두 축에서 모두 반발력이 증가한 dxy 준위는 한 축에서는 반발력이 증가하고 

나머지 한 축에서 반발력이 줄어든 dyz, dzx 준위에 비하여 에너지가 높아질 것이다.  

전자상태밀도에서 dxy 준위를 나타내는 선이 나머지 두가지의 선보다 미세하게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갈라짐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아, dxy 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어서 cubic 구조의 Eg 준위를 나타낸 전자상태밀도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두가지 준위를 나타내는 선이 서로 갈라짐 

현상을 보이는데, z 축 방향으로 뻗어있는 모양을 가진 dz2 오비탈의 경우 z 축 

방향 결합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반발력이 줄어들어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고 x 축, y 축 방향으로 뻗어있는 모양을 가진 dx2-y2 오비탈의 경우 x 축, y 축 

방향 결합 길이가 줄어듦에 따라 반발력이 늘어나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다.  이는 dz2 준위를 나타내는 선이 dx2-y2 준위를 나타내는 선보다 미세하게 

왼쪽에 위치하도록 갈라짐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같은 그림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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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rhombic 구조의 경우 cubic 구조에 비해서 T2g 준위를 나타낸 전자상태밀도가 

명확한 갈라짐 현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3 개의 선이 모두 갈라져 있으나 

cubic 에서처럼 dxy 가 나머지 두 개의 오비탈과 두드러지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얀-텔러 효과를 충분히 받았다면 dxy 만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얀-텔러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한 전자구조라고 볼 수 

있다.  Eg 준위를 나타낸 전자상태밀도의 경우에도 cubic 구조에 비해서 갈라짐 

현상이 다소 미미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4.6 (e), (f) 는 2 (%) 의 이축 압축 변형이 가해진 상태에서의 전자상태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Cubic 구조의 경우 T2g 준위와 Eg 준위 모두 1 (%) 의 변형을 

가했을 때에 비해 갈라짐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이축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x 축과 y 축 방향의 Ru-O 결합 길이는 더 줄어들고 z 축 방향의 Ru-O 결합 

길이는 더 늘어나서 얀-텔러 효과가 더욱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orthorhombic 구조의 경우 Eg 준위는 1 (%) 의 변형을 가했을 때에 비해 갈라짐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지만 T2g 준위의 경우에는 여전히 dxy 가 나머지 두 

개의 오비탈과 충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Fig 4.6 (g), (h) 는 3 (%) 의 이축 압축 변형이 가해진 상태에서의 전자상태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2 (%) 의 변형을 가했을 때보다 더욱 갈라짐 현상이 

심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Orthorhombic 의 T2g 준위의 경우에도 dxy 가 나머지 

두 개의 오비탈과 어느정도 분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 (%) 의 큰 

변형을 가했을 때 비로소 전자상태밀도에서 얀-텔러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cubic 구조에 비해 얀-텔러 효과가 약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7 은 같은 수치만큼 이축 인장 변형을 가한 상태에서의 전자상태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SrRuO3 가 SrTiO3 위에 증착될 때는 이축 압축 변형이 

작용하지만 같은 수치만큼의 인장 변형이 일어날 때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진행하였다.  압축 변형이 일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cubic 의 경우는 1 (%) 부터 T2g 준위와 Eg 준위 모두 얀-텔러 효과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나 orthorhombic 의 경우에는 1 (%) 에서는 T2g 준위에서 

얀-텔러 효과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차츰 명확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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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압축 변형이 가해질 때와 반대로 x 축과 y 축 방향의 

Ru-O 결합 길이는 늘어나고 z 축 방향의 Ru-O 결합 길이는 줄어들기 때문에 

갈라짐 현상이 반대로 일어난다.  이 현상은 cubic 구조의 경우 명백하게 관찰할 

수 있다.  압축 변형이 일어났을 때는 T2g 준위에서 dxy 를 나타내는 선이 

오른쪽으로 갈라졌고 Eg 준위에서 dx2-y2 를 나타내는 선이 오른쪽으로 갈라진 데에 

반해 인장 변형이 일어났을 때는 각각의 선이 왼쪽으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상태밀도의 준위가 갈라지는 현상이 얀-텔러 효과 때문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해 준다. 

 Fig 4.8 에서는 이축 변형에 따른 얀-텔러 비율의 절대값이 cubic 구조에서  

orthorhombic 구조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얀-텔러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준위 갈라짐 현상이 cubic 에서 더욱 크게 적용된 결과는 앞서 

관찰한 전자상태밀도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간격의 경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얀-텔러 효과가 적용되면 T2g 와 Eg 에서 각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줄어들게 되며 이렇게 줄어든 에너지 간격의 

절대값이 cubic 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을 Fig 4.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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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a)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cubic SrRuO3 with no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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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b)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orthorhombic SrRuO3 with no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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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cubic SrRuO3 with 1 % compressiv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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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d)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orthorhombic SrRuO3 with 1 % compressiv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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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e)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cubic SrRuO3 with 2 % compressiv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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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f)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orthorhombic SrRuO3 with 2 % compressiv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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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g)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cubic SrRuO3 with 3 % compressiv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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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h)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orthorhombic SrRuO3 with 3 % compressiv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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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a)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cubic SrRuO3 with 1 % tens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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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b)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orthorhombic SrRuO3 with 1 % tens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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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cubic SrRuO3 with 2 % tens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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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d)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orthorhombic SrRuO3 with 2 % tens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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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e)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cubic SrRuO3 with 3 % tens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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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f)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orthorhombic SrRuO3 with 3 % tens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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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Jahn-Teller distortion ratio for cubic and orthorhombic SrRuO3 as a function of strain. 

 

 
Fig 4.9 Change of up-spin energy gap between T2g maximum and Eg minimum for cubic and 

orthorhombic SrRu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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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기존의 결과와 비교 및 논의 

 

 Fig 4.10 은 SrRuO3 에 이축 변형이 작용할 때 팔면체 뒤틀림 각도의 변화와 Ru-

O 결합 길이의 변화를 제일원리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기존의 연구 결과이다.  

Fig 4.10 (b) 은 psuedocubic 의 [001] 축이 orthorhombic 단위체의 [001] 축과 일치한 

구조의 경우 스핀을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결합 길이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축 인장 변형이 작용한 경우에는 스핀을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Fig 4.11 와 같이 전체의 스핀 

구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스핀을 고려한 계산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SrTiO3 기판 위에 증착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psuedocubic 의 

[001] 축을 orthorhombic 단위체의 [110] 축과 일치하도록 축변환을 거친 뒤 이축 

변형을 적용해야 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축변환을 거친 뒤 이축 변형에 따른 팔면체 뒤틀림과 얀-텔러 

효과, 그에 따른 전자상태밀도를 계산하여 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은, orthorhombic 구조에 이축 변형이 가해질 때 

팔면체 뒤틀림 각도가 더욱 크게 변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얀-텔러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cubic 에 비해 얀-텔러 효과가 전자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며, 이는 SrRuO3 의 상에 따라 전기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Fig 4.10 Schematic picture of the Jahn-Teller distortion leading to the loss of magnetization in 

SrRuO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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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a) Tilt and rotation angles of FM(ferromagnetic) and NM(nonmagnetic) SrRuO3. (b) 

Ru-O bond length of FM(ferromagnetic) and NM(nonmagnetic) SrRuO3.
2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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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rRuO3 층 구조 연구 

 

4.2.1  SrTiO3와의 계면 형성이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SrRuO3 가 실제로 증착될 시 이축 변형 뿐만 아니라 SrTiO3 와의 계면 효과도 

구조적,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계면 효과는 박막 두께가 얇을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4.12 와 같은 층 

구조를 형성하여 SrRuO3/SrTiO3 계면이 SrRuO3 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계산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림에서 5 번째 층과 6 번째 층 사이, 8 번째 층과 

9(=1)번째 층 사이가 두 물질이 이루는 계면의 역할을 해 주며 3 번째 층과 아래 

위로 결합해있는 Sr, O 원자들의 위치를 고정하여 릴렉세이션 시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택적 릴렉세이션을 통해 SrTiO3 가 얇은 두께만을 

가지고도 계산 시 두께가 무한대인 것과 흡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13 (a) 에서는 층 위치에 따른 팔면체 뒤틀림 각도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팔면체 뒤틀림이 없는 SrTiO3 와 팔면체 뒤틀림이 있는 SrRuO3 가 접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물질이 맞닿아 있는 계면에서는 중간 정도의 팔면체 뒤틀림 

현상을 보인다.  SrRuO3 기준에서는 계면과 가까운 층일수록 팔면체 뒤틀림이 

완화되어 cubic 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Fig 4.13 (b) 에서는 팔면체 뒤틀림의 

변화에 따라 Ru-O 결합길이 또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면과 가까운 

층일수록 Ru-O 결합길이의 차이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팔면체 

뒤틀림과 얀-텔러 효과가 반대의 경향을 갖는다는 법칙이 층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SrRuO3 의 가운데 층의 경우 

벌크와 동일한 수준의 Ru-O 결합길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z 축 방향의 Ru-O 결합길이가 x 축, y 축 방향의 Ru-O 결합길이보다 더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전자상태밀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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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Schematic picture of the layer structure including SrRuO3/SrTiO3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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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a) Tilt and rotation angles, and (b) Ru-O bond lengths of SrRuO3/SrTiO3 

heterostructure as a function of layer posi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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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으로 이동할수록 팔면체 뒤틀림이 완화되는 현상은 SrTiO3 가 상온에서 

cubic 구조가 안정하기 때문에 SrRuO3 의 구조에도 함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SrTiO3 는 극저온에서 anti-ferro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이 

여러 논문에서 관찰된 바 있다.
43, 44

  따라서 SrRuO3 와 맞닿아있는 부분에서 

SrTiO3 가 어느정도의 변형을 보이는 현상이 계면 효과가 아닌 실제 SrTiO3 

자체적인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계산에서 이러한 변형이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4.14 와 같이 SrRuO3/SrTiO3 계면 구조에서 

SrRuO3 만 제거한 구조를 형성하여 릴렉세이션을 수행해 보았다.  그 결과 Fig 

4.15 와 같이 틸트 각도와 회전 각도가 SrRuO3 가 있을 때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회전 각도의 경우 거의 0 에 가깝게 줄어들어 SrRuO3 가 

있을 때에 비해 SrTiO3 자체는 cubic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3 은 SrRuO3 를 제거한 뒤 릴렉세이션을 수행한 SrTiO3 구조의 전체 

에너지와, SrTiO3 를 cubic 으로 모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를 비교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팔면체 변형이 조금 남아있는 구조가 완전한 

cubic SrTiO3 보다는 에너지가 낮은데 이는 원자 한 개당 에너지를 따져 보았을 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은 차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상온에서와 

달리 제일원리에서 가정하는 0 (K) 조건에서는 SrTiO3 가 anti-ferro 변형으로 인해 

팔면체 뒤틀림이 조금 있는 구조가 cubic 구조보다 다소 안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자체적인 변형은 SrRuO3 와의 계면 효과에 비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SrRuO3 박막이 cubic 에 비슷해지도록 작용하는 효과는 둘 사이의 계면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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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Schematic picture of the layer structure including SrTiO3 without SrRu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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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Tilt and rotation angles of SrTiO3 layer structure as a function of layer position. 

 

 

 

 

 

 

 

 

 

Table 4.3 Calculated energy of SrTiO3 systems.

 Energy [eV/cell] 

Distorted STO -734.48 

Cubic STO -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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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rTiO3와의 계면 형성이 전자구조에 미치는 영향 

 

Fig 4.16 을 보면 계면과 맞닿아 있는 6 번째 층과 8 번째 층의 경우 z 축 방향의 

Ru-O 결합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dxy 오비탈을 나타내는 선이 dyz, dzx 오비탈을 

나타내는 선과 분리되어있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6, 8 번째 층에서 dxy 

오비탈을 나타내는 선이 왼쪽으로 분리되어있는 것에 반해 7 번째 층의 경우는 

dxy 오비탈을 나타내는 선이 오른쪽으로 분리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합 길이의 변화가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며, 

전자상태밀도에서의 갈라짐이 얀-텔러 효과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Fig 4.16 (a)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Ru d-orbital in 6
th

 layer. 

(a) 6
th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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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Ru d-orbital in (b) 7
th

 layer. (c) 8
th

 layer. 
 

(b) 7
th

 layer 

(c) 8
th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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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표면 형성이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제 소자에서는 두께가 얇아질수록 맞닿아 있는 물질과의 계면 효과 뿐만 

아니라 결합이 끊어진 상태로 노출되어있는 표면에 의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물질이 다르지만 결합은 유지하고 있는 계면에 비해 끊어진 결합이 존재하는 

표면 효과는 더욱 그 형태를 예상하기 힘들고 물질 자체의 구조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ig 4.17 와 같이 일정 길이의 진공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층 구조를 형성하여 SrRuO3 가 진공 혹은 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계산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림에서 7 번째 층과 

8(=1)번째 층의 경우 진공과 맞닿아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결합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표면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4 번째 층의 경우 orthorhombic SrRuO3 

의 벌크상태와 같은 원자 위치와 동일하도록 고정시켰다.  이와 같은 선택적 

릴렉세이션을 통해 얇은 두께만을 가지고도 계산 시 두께가 무한대인 것과 

흡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Fig 4.18 (a) 에서는 층 위치에 따른 팔면체 뒤틀림 각도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벌크 상태와 흡사한 상태인 4 번째 층을 중심으로부터 표면 쪽으로 이동할수록 

틸트 각도는 증가하고 회전 각도는 감소하다가 표면에 이르러서는 틸트 각도가 

대폭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틸트 각도와 회전 각도는 둘 다 팔면체 

뒤틀림을 나타내는 각도지만 해당 구조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O-

O-O 결합 각도에서 구해진 회전 각도에 비해 Ru-O-Ru 결합 각도에서 구해진 

틸트 각도의 경우 Ru-O 결합 길이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Fig 4.18 (b)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틸트 각도가 표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증가하고, 이에 따라 Ru-O 결합 길이의 차이는 감소한다.  그러나 

표면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경향과는 반대로 틸트 각도가 대폭 감소하고 Ru-O 

결합 길이 차이는 대폭 증가한다.  이는 표면에서의 끊어진 결합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구조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일련의 결과들은 이전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팔면체 뒤틀림과 얀-텔러 효과는 서로 반대의 경향을 띄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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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Schematic picture of the layer structure including SrRuO3 surface. 

Surfac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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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a) Tilt and rotation angles, and (b) Ru-O bond lengths of SrRuO3 layer structure as a 

function of layer posi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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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표면 형성이 전자구조에 미치는 영향 

 

 팔면체 뒤틀림과 얀-텔러 효과를 분석할 때 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극단적인 

수치는 Fig 4.19 의 전자상태밀도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번째 층부터 6 번째 층의 경우 Ru-O 결합 길이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얀-텔러 

효과로 인한 갈라짐 현상을 명확하게 관찰하기 힘들다.  그러나 끊어진 결합이 

존재하는 표면인 1 번째 층과 7 번째 층의 경우 전도대에 형성되어야 할 dz2 

준위가 가전자대까지 내려와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u-O 결합 

길이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서 얀-텔러 효과가 매우 강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Eg 준위들의 에너지 갈라짐 현상이 매우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z 축 방향으로 곧게 뻗어 있는 모양의 dz2 오비탈의 경우 한쪽 방향의 반발력이 

아예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대폭 낮아져서 

가전자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Fig 4.19 (a)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Ru d-orbital in 4
th

 layer. 

(a) 4
th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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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Ru d-orbital in (b) 3
th

 layer. (c) 5
th

 layer. 

(b) 3
th

 layer 

(c) 5
th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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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Ru d-orbital in (d) 2
th

 layer. (e) 6
th

 layer. 

(d) 2
th

 layer 

(e) 6
th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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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Projected density of states for Ru d-orbital in (f) 1
th

 layer. (g) 7
th

 layer. 

(f) 1
th

 layer 

(g) 7
th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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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기존의 결과와 비교 및 논의 

 

 SrRuO3 가 SrTiO3 와 맞닿아 있는 계면과 진공과 맞닿아 있는 표면이 각각 물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통해 알아보았다.  계면의 경우 SrTiO3 의 안정상이 

cubic 라고 가정한다면 팔면체 뒤틀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 

맞춰서 계면으로 갈수록 팔면체 뒤틀림이 완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표면의 경우 직접적으로 끊어진 결합이 존재하여 최외각 층의 극단적인 수치를 

제외하고는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팔면체 뒤틀림이 심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계면의 경우 cubic 에 가까운 효과를 주며 표면의 경우 cubic 과 멀어지는 효과를 

준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박막 상태로 존재할 경우 벌크상태의 SrRuO3 와 

다소 다른 상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고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면을 형성하는 물질인 SrTiO3 는 실제로 낮은 온도에서 anti-ferro 변형을 보이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F. El-Mellouhi 에 따르면 105 (K) 이하의 온도에서 SrTiO3 

는 tetragonal 구조로 바뀌며, 이는 Glazer 표기법으로는 a
0
a

0
c

-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c 축으로만 팔면체가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 c 축의 기울어짐을 

반영한 틸트 각도는 0 이 아닌 반면 b 축의 기울어짐을 반영한 회전 각도는 0 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SrRuO3 를 제거하고 SrTiO3 만 계산한 결과, 회전 

각도는 거의 0 에 수렴하였고 틸트 각도는 최대 1.5°가량을 나타내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50 (K)의 온도에서 틸트 각도가 2.01°± 0.07° 가량으로 

관찰되었던 것에 비하여 anti-ferro 변형이 약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계면 효과에서 anti-ferro 변형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실제 실험을 가정해 본다면, 상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anti-ferro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계면에서 구조상의 

결함이 심하지 않다면 cubic 에 가까워지는 효과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면의 경우 진공과 맞닿아 있어서 결합이 모두 끊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계산 조건과는 다르게 실제로 공기에 노출된다면 기체 분자와 

결합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재결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cubic 에서 멀어지는 

효과를 온전히 적용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계면과 표면이 서로 상반대는 

영향을 끼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표면효과보다는 계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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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여지며, 박막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cubic 에 가까워지는 효과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는 Fig 2.4 와 같이 박막 상태에서 매우 낮은 온도에서 cubic 

으로의 상전이가 일어나며, 박막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상전이 온도가 더욱 

낮아지는 기존의 실험적인 연구 결과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SrRuO3 의 층 구조에 관한 연구는 Fig 4.20 와 같이 전자상태밀도를 

분석하는 데에 그치거나 Fig 4.21 와 같이 표면 형성에 따른 구조적 변화만 따로 

분석하는 데에 그치곤 했다.  이는 계면과 표면에 의한 구조적인 영향과 

전자구조를 함께 연관짓기에는 부족한 연구 결과들이기에 본 연구에서 이를 

연관지어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험적인 경향 또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78 

 

 

Fig 4.20 Total density of states for each layer in SrRuO3/SrTiO3 heterostructure. 

 

 

Fig 4.21 Tilt and rotation angles of SrRuO3 layer structure (a) without strain. (b) with strained 

lattice as a function of laye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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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SrRuO3 에 이축 변형을 가하여줄 때의 구조적 변화와 전자상태밀도의 

변화 및 층 구조에서의 계면 효과와 표면 효과가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SrRuO3 를 SrTiO3 유전체의 전극 물질로 사용할 

때 박막에 적용되는 각종 변형에 따라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며, 그에 따라 

전자구조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계산은 SrTiO3 위에 증착되는 SrRuO3 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 하에 

진행되었다.  간과할 수 없는 조건 중 하나는 SrRuO3 의 orthorhombic 단위체의 

[110] 축과 cubic 단위체의 [001] 축을 일치시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축 

변형을 가할 때 음의 기울어짐과 양의 기울어짐이 함께 영향 받는다는 점이 

하나의 특이성으로 작용한다.  자칫 혼동할 수 있는 단위체의 축에 대한 문제는 

모든 구조를 psuedocubic 으로 변환된 축을 기준으로 계산 및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rRuO3 에 이축 변형이 가해질 경우를 계산해 본 

결과 orthorhombic 구조에서 cubic 구조보다 이축 변형으로 인한 에너지 간격의 

변화가 훨씬 미약하게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이축 변형 조건들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orthorhombic 구조의 경우 이축 변형이 가해질 때 팔면체 뒤틀림의 변화가 

예상보다 심하게 일어나서 그와 상호보완작용에 있는 얀-텔러 변형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전자구조의 차이가 이러한 얀-

텔러 효과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구조적 특성만 계산해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Ru 원자의 전자상태밀도를 각각의 오비탈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cubic 의 경우 이축 변형에 따라 얀-텔러 효과로 인한 

준위 갈라짐 현상이 선명하게 관찰되는 것에 반해 orthorhombic 의 경우 이축 

변형이 적을 때는 준위 갈라짐 현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앞서 계산한 

전자구조의 차이는 얀-텔러 효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얀-텔러 효과의 차이는 바로 팔면체 뒤틀림 각도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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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박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효과는 이축 변형 이외에도 계면, 표면 효과가 

있다.  특히 두께가 얇아질수록 SrRuO3 에 계면, 표면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계면과 표면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각각 층 구조를 형성하여 계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계면은 SrRuO3 를 

cubic 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성질이 있었고 표면은 SrRuO3 를 cubic 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성질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실험 환경에서는 표면의 끊어진 

결합들이 기체 원자와 결합하거나 자체적으로 재결합하기 때문에 표면 효과가 

그리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두께가 얇아질수록 계면 

효과가 부각되어 cubic 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SrRuO3 의 cubic 전이온도 (TC) 가 상온에 가깝게 낮아지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나타낸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이 SrRuO3 의 

구조적, 전기적 특성에 대해 박막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적용하여 

분석해 본 이번 연구는 차세대 반도체 제작을 위해 SrRuO3 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실험적인 응용과 접합 조건에 따른 변화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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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English) 
 

The unique magnetic and electronic properties of perovskite transition-metal oxides with 

ABO3 stoichiometry have attracted broad attention both from fundamental physical 

perspective and for information storage and logic devices with epitaxial films taking center 

stage as the medium where strain can be explicitly controlled. SrRuO3 (SRO) is one of the 

ABO3 perovskite-oxide which has been used as bottom electrode materials for developing 

various oxide heterostructures due to its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chemical stability and 

good lattice match with multifunctional oxides.  At room temperature, bulk SRO exhibits 

orthorhombic symmetry (Pbnm).  In this structure, the oxygen octahedra are usually 

connected with tilts and rotations, while the octahedral do not show any distortion in an ideal 

cubic perovskite oxide, such as SrTiO3 (STO).  The octahedral distortion is main factor 

which have an influence on electrical structure of SRO.  Glazer et al. categorized several 

octahedral tilts system which exists in BO6 octahedra in perovskite.  SRO belongs to a
-
b

+
a

-
 

tilt system.  The second factor is Jahn-Teller effect.  In accordance with crystal field theory, 

d-orbital electron is degenerated as Ru-O bond length changes.  In the case of SRO thinfilm, 

octahedral distortion was observed to increase or decrease under biaxial strain condition.  In 

this study, first-principle calculations were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octahedral 

distortion and Jahn-Teller effect depending on biaxial strain which is shown in fully-coherent 

epitaxial SRO on STO substrate.  The electronic structure were extracted from additional 

calculations in order to explore the electronic effects associated with the structural properties.  

In addition, layer structure which has interface and surface of practical thin-film was formed 

to investigate influence on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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