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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the electronic and magnetic properties for the Mn-doped chalcopyrite (CH) AlAs, GaAs, and AlGaAs2
semiconductor by using the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The chalcopyrite AlGaP2, AlGaAsP, and AlGaAs2 compounds
have a semiconductor characters with a small band-gap. The interaction between Mn-3d and As-4p states at the Fermi
level dominate rather than the other states. The ferromagnetic ordering of dopant Mn with high magnetic moment is
induced due to the Mn(3d)-As(4p) strong coupling, which is attributed by the partially filled As-4p bands. The holes
are mediated with keeping their 3d-electrons, therefore the ferromagnetic state is stabilized by this double-exchange
mechanism. We noted that the ferromagnetic state with high magnetic moment is originated from the hybridized
As(4p)-Mn(3d)-As(4p) interaction mediated by the holes-carrier.
Key Words : First-principles, Chalcopyrite AlGaAs2, Half-metallic Ferromagnet, Curie Temperature, Minority
Band-gap

(bipolar) 트랜지스터 등과 같은 소자에 이용 되고 있다[11].
그러나 GaAs이나 AlAs 과 같은 III-V족 합금은 전자 스펙
트럼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전자의
스펙트럼 영역을 만족토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합금
GaAlAs/GaAs 는 해양 탐험이나 해저 영상을 제작하는데
영상 증폭기로 사용되는 재료이다[12]. Al 원소가 스펙트
럼 반응 영역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AlGaAs 합금은 해양
이나, 해저, 사막이나 대기권 내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재료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 농도의 Mn 이 주입이 된 AlGaAs2:Mn
합금 계에 대해서 전자적 구조 및 자기적 성질을 확인 하
였다. AlGaAs2 원자구조는 zinc-blende (ZB) 구조와 유사한
chalcopyrite(CH) 구조이고 반도체 특성을 나타낸다[13,14].
AlGaAs2 합금 내에 강자성으로 편극 된 홀(hole)이나 전자

1. 서 론

1

GaAs를 기반으로 하는 합금에 대한 연구에서 InP 와 같
은 저비용 소자 이상으로 많은 장점의 유효한 전자적, 광
학적 특성을 밝혀왔다 [1-4]. GaAs 위에 AlGaAs 성장 합금
은 격자상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구조로 이종접합을 형성
한다. AlxGa1-xAs 합금은 Al 원자의 몰 분율이 대략 0.45까지
직접밴드(direct band) 갭을 가진다[5-7].
보통 GaAs-AlGaAs 합금은 0.78μm에서 0.87μm 파장을 방
출하는 반도체 양자 우물(Quantum well) 재료이다 [8-10]. As
원자 대신 동질 원소인 P에 의한 AlGaP 합금은 가시광선
LED (light-emitting diodes), 레이저 다이오드, 이종접합 이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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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를 주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알고 있듯
이 자성 물질이 저 농도로 주입된 diluted magnetic
semiconductor (DMS) 소자 제작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소자로서의 DMS 가능성은 비 자성 반도체 재료에 자성
이온의 주입이 매우 제한적이라 어렵기 때문에 소자제작
의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온의
DMS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 내부에 스핀주입이 매우 중
요한 문제이므로 DMS 연구는 계속 활발하게 수행 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강자성(ferromagnetic, FM) 특성현상
은 홀이 매개된 상호결합 (holes-mediated exchange-coupling)으
로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선행된 AlGaP2 및
AlGaAsP 합금계에 대한 연구 결과 [15]와 AlGaAs2 합금에
대한 물성을 비교하였고, Mn 금속이 도핑 된 CH-AlAs 와
CH-GaAs 대하여 전자적 구조 및 자성을 살펴보았다. Mn
이 도핑된 AlGaAs2 합금은 FM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
이며 3.9μB/Mn의 높은 자기모멘트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
고 Mn의 농도변화에 큰 차이 없이 반금속 특성을 보인다.

2. 이론적 근사방법
수치적인 해석방법은 국소 밀도 범 함수 이론 하에서
full-potential linear muffin-tin orbital (FP-LMTO) 계산법을 이용하
여 수행하였고 [16,17] 계산에 사용된 Chalcopyrite (CH) 격자
구조의 거대 단위세포의 원자 개수는 64개 이다. 상호교
환 퍼텐셜은 Perdew-Burke-Ernzerhof 가 함수 형태로 제안한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GGA) 방법을 사용하였다
[18]. 격자 결정의 퍼텐셜과 전하밀도의 모양 수정은 가하
지 않았다. 계의 LMTO 기저 함수(파동함수)와 전하밀도
는 소위 머핀틴(muffin-tin) 구(sphere) 내부에 l (궤도 양자수)
가 최대 6 까지는 구 조화함수로 전개하고 서로 결합하여
얻었다. 핵심전자는 완전 상대론적으로 다루었고, 가전자
는 스핀-궤도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준 상대론적으로 취
급하였다. 원자 퍼텐셜은 구형 대칭 퍼텐셜로 근사하였고
원자들 사이의 영역인 원자간(interstitial) 영역에는 비 구형
형태로 총 전하밀도를 Fourier 전개로 계산하였다.
Al 원자의 가전자는 3s와 3p, Ga, As, 그리고 Mn 원자의
가전자는 4s, 4p, 및 3d 를 기저로 하였다. CH-(Al,Ga,Mn)As2
계에서 Al (Ga, As, Mn) 원자의 LMTO 기저함수에 대한 짤
림(cut-off) 에너지는 각각 165.92 (187.68) 와 240.72 (248.88),
그리고 363.12eV 로 하였다. 원자 위치에 따른 전체 전하
밀도 정보를 가진 총 에너지 계산에서 퍼텐셜 에너지의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1x10-6eV까지 자체충족과정을 되풀
이하였다. 총 에너지 수렴은 짤림 에너지와 k 벡터 수의
변화로 세세히 확인 하였다. 계산의 수렴 정도는 Brillouin
영역의 적분계산에서 k 값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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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의 신뢰성을 감안하고,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렴
성을 보이는 64k 벡터 수를 사용하였다. 계산 결과에서
자기 모멘트 값의 신뢰성은 ±0.01μB/atom 정도이고, 전하밀
도의 수렴범위는 0.005e/a.u.3 이내이다.

3. 결과 및 토의
3.1 AlGaAs2 와 AlGaP2 반도체
CH-AlGaAs2 합금계의 최적화 과정을 거쳐 계산된 평형
상태의 격자상수는 a=5.8601Å, c=11.5676Å 이고, c/a=1.9739Å
이다. CH-AlGaP2 에 대해 선행된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약간 큰 격자상수를 보인다[15]. CH-AlGaP2의 계산된 평형
상태의 격자상수는 a=5.6848Å, c=11.2221Å, 그리고 c/a=
1.9740Å 이다. 계산에 사용된 계는 원자의 각 위치에 대
한 원자의 이완을 고려하였다. 원자들의 기하학적 위치
및 구조는 원자들 사이 작용하는 힘이 1.0mRy/Bohr 정도
이내에서 평형 위치를 계산하여 얻었다. 그러나 AlGaAs2
체적계에 도핑 되는 Mn 원자 주위 이웃하는 모(host) 원자
의 찌그러짐 영향은 무시하였다. AlGaAs2 에 대한 계산된
체적탄성계수는 77.2GPa 이다. 격자 구조에 차이는 있지
만 CH-AlGaAs2 계에 대한 계산된 결과를 ZB-AlAs 및 ZBGaAs에 대한 실험값과 비교 하였다. 실험값은 각각
a=5.66Å 와 5.65Å이다 [19]. 이러한 결과는 Fig. 1 로 표현하
였다.
Table 1는 3.125% Mn 도핑 된 Al(Ga,Mn)As2 계에 대한 Al,
Ga, As, 그리고 Mn의 자기모멘트와 Muffin-tin 구내의 각 자
리(site)에 대한 s, d 스핀 업/다운 전자점유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Change of total energy for CH-AlGaAsP, CHAlGaP2, and CH-AlGaAs as a function of the
lattice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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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3.125% Mn 이 Ga 자리에 치환하여 도핑 된 CHAlGaAs2:Mn 계의 Mn 원자와 Mn 원자에 이웃하는 As 원
자의 전자 상태 밀도(density of states, DOS) 그림이다. 다른
자리의 원자에 대한 전자상태는 불순물 Mn 원자와의 상
호작용이 매우 낮아서 As 원자만 비교하였다. 그리고 Al
자리에 치환하는 경우에 비하여 Ga 자리에 치환하는 경
우가 에너지 적으로 더 낮다. 이들 계에 대한 응집에너지
의 비교에서 그 차이는 수 eV 정도가 된다. 응집에너지
정의는 3절 결과 및 토의의 마지막에 언급할 것이다. CHAlGaAs2:Mn 은 강자성의 성질을 나타낸다. Mn 원자의 자
기모멘트는 ~3.9μB/Mn 이다. CH-AlGaAs2:Mn에 대한 FM 상
태는 반 강자성 (antiferromagnetic; AFM) 상태보다 계의 총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안정함을 보인다. FM 과 AFM 사이
의 총 에너지 차이는 −0.65 eV/cell 이다. 6.25% Mn의 경우에
서도 FM 상태로 높은 자기모멘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웃하는 As 원자는 음(negative)의 편극을 보이며 자기모멘
트는 −0.049로 무시할 수 없는 값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Fig. 2에서 확연히 알 수 있듯이 페르미 준위 근방의 전자
업과 다운 상태가 서로 다르다. 스핀 업의 밴드는 페르미
준위 위 높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을 하였고 스핀다운 밴
드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였다. 스핀다운 밴드는
페르미 준위를 중심으로 밴드 갭이 형성되는 반금속(halfmetal) 특성을 보이고 있다. Mn 농도가 증가에 반금속 성
질은 확연히 더 강해짐을 확인하였다.
Mn의 도핑으로 스핀-다운 상태는 페르미 준위 아래
−0.6eV 정도까지 이동된다. Mn-4p 전자의 자유 캐리어(free
carriers)가 나타나지만 매우 적다. Mn 스핀 업 편극은 주로
3d 전자의 영향이 크고 Mn-4s 나 Mn-4p 편극의 영향은 아
주 약하다. As-4s 전자는 페르미 준위 아래 −10.5eV 영역에
서 거의 국지화 상태를 형성한다. Fig. 2에서 알 수 있었듯
이 Mn-3d 전자와 As-4p 전자와의 상호 결합이 강하다. 이
것은 다수(majority) 캐리어 Mn-3d 밴드가 As-3p 밴드와
Table 1. Magnetic moments (M, μB) and l-decomposed
electrons within muffin-tin spheres for each atoms
of Al(Ga,Mn)As2 at 3.125% Mn
Sites

M
(μB)

Al

0.015

Ga

0.0

As

−0.049

Mn

3.868

s(↑/↓)
0.368
0.358
0.458
0.457
0.663
0.662
0.201
0.158

Populations
p(↑/↓) d(↑/↓)
0.387
0.382
0.417
0.417
0.949
0.998
0.191
0.141

-4.979
4.979
4.992
4.992
4.4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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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OS for As and Mn sites of CH-Al(Ga,Mn)As2 in
the FM state with 3.125% Mn concentration. Dottedline represents the Fermi level.
강한 혼성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채워지
지 않은 Mn e-밴드는 페르미 준위 상에 놓여있고 t2-밴드
는 가전자대 아래에 위치한다(−2.7eV). 그리고 Mn-3d 와
As-4p의 강한 상호작용은 페르미 준위 상의 Mn 과 이웃
하는 As 원자 사이의 홀 캐리어 축적에 기인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Mn-3d 밴드와 As-4p 밴드로 인
하여 Mn의 높은 자기모멘트를 가지는 FM 특성을 보인다.
가전자대 상단부분(페르미 준위 위)의 홀이 페르미 준위
아래 전자와의 자리바꿈이 일어날 수 있는 밴드 구조이
다. 이러한 양상은 홀 캐리어가 개입되어 강자성 특성을
보이는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듯이 Curie 온도는
캐리어 밀도와 반도체가 n-형 혹은 p-형 구조에 강한 의존
성을 가지므로 CH-AlGaAs2:Mn 계의 반금속 성질과 홀 캐
리어 밀도의 양상에서 보았듯이 낮은 농도의 불순물 Mn
원자는 DMS 소재에 높은 Currie 온도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강자성 질서는 홀에 의해
상호교환 결합의 원인이 되는 Mn 원자의 국소 자기모멘
트의 빠른 풀림(flipping)을 거쳐 결국은 높은 자기모멘트
가 유도된다. 최근 실험인 가전자대 홀을 기반으로 하는
Ga1-xMnxAs 계에 대한 연구에서 불순물 밴드내의 홀의 농
도가 FM 질서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
는 보여주고 있다 [20-22].

3.2 CH-AlAs and CH-GaAs
CH 구조는 ZB 구조와 흡사하며 CH 물질은 비선형 광
학 소재에 많이 등장하는 반도체의 한 종류이다. 계산에
사용된 CH 구조는 ZB 구조의 단위세포 2개를 함께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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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gnetic moment(M1, M2, μB), lattice parameters
(a, Å ), and cohesive energies (△E , eV) for the
substitutional Mn sites of Al, As, and interstitial(Int)
sites in CH-GaAs at 6.25% Mn
Sites
Long-range Ga-Ga
Short-range Ga-Ga
Ga-As
Ga-Int
As-As

Fig. 3. Projected DOS for Ga and As sites of CH-GaAs and
CH-AlGaAs2. The Fermi level is set to zero.
로 표현한 것인데 원자들 사이의 빈자리를 포함하여 모
두 64개 원자가 1개의 셀을 형성하는 거대 단위 셀이다.
Fig. 3은 Mn 이 도핑이 이루어지지 않는 CH-GaAs 와 CHAlGaAs2 의 Ga 원자와 As 원자의 전자 상태 밀도를 비교
하였다. 두 가지 계 모두 페르미 준위는 가전자대 바로
위(top)에 형성하는 p-형 반도체 특성을 보인다.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CH-AlGaAs2 에 대한 밴드 갭은 0.358eV 이나,
Fig. 3에서는 전자 밀도가 매우 낮은 상태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1eV 이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0)에 가까
운 전자 밀도분포가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
로 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CH-GaAs 의 계산된 밴드 갭은
아주 낮은 전자 밀도를 감안할 때 거의 0.7eV 정도로 보
인다. 결과적으로 Fig. 3의 두 가지 계가 매우 흡사하다. 반
도체 에너지 갭에 대한 수치적 계산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GGA (혹은 LDA; local density approximation) 방법
에 의한 수치 해석의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그 밴드 갭이 항상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보여 준다.
Table 2는 3.125% Mn 도핑 농도의 CH-AlAs 와 Table 3은
6.25% Mn 도핑농도의 CH-GaAs에 대한 모 원자, 도핑 원자
Table 2. Magnetic moment(M, μB) , lattice parameters(Å ),
and cohesive energies (△E, eV) for CH-AlAs at
3.125% Mn of substitutional Mn sites of Al, As,
and interstitial(Int) sites

M

Al
site

As
site

Int.
site

3.972

2.907

3.487

a

5.8474

5.8721

5.8909

△E

−6.428

−6.14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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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nt
Long-range
int-int
Short-range
Int-Int

Mn1
Mn2
3.97
3.97
3.90
3.90
3.18
3.60
4.09
3.88
3.61
3.61
3.38
3.52
3.90
3.88
3.59
3.59

a (Å)

△E

5.8641

−11.746

5.8622

−11.983

5.8603

−7.576

5.8905

−3.312

5.8736

+1.291

5.8886

−6.519

5.9536

−3.137

5.9426

−3.127

의 자기모멘트, 계산된 격자상수, 그리고 응집에너지를
각각에 대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CH-AlAs에 대해 Mn 이
가장 안정한 도핑 자리는 3.125% 농도의 경우는 Al 자리
에 치환하는 경우이고, 6.25% 농도 CH-GaAs에서는 짧은
거리의 Ga 두 원자자리에 치환되어 도핑 된 경우가 에너
지 적으로 가장 낮음을 보여 주었다. Fig. 4는 6.25% Mn 농
도 CH-AlAs 의 경우에 대해 여러 도핑 자리 중에서 가장
에너지 적으로 낮은 자리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그림으로
Mn 원자가 두 개의 Al 자리에 그리고 원자간 사이 자리
에 도핑 된 경우를 계에 대한 격자 상수 함수로 총 에너
지 변화를 비교하였다. 두 개의 Mn 원자의 도핑자리는 그
림내의 거대 단위 셀의 그림으로 표현 하였다. Fig. 5는
CH-GaAs 계에 6.25% Mn 이 에너지 적으로 가장 안정한
짧은 거리의 Ga-Ga 자리에 도핑 된 경우로 각각 원자에
대한 전자 상태 밀도(DOS)에 대한 그림이다. CH-GaAs:Mn
계는 CH-AlGaAs2:Mn 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전자 상태 밀
도를 보여 주고 있다. 스핀다운 전자 밴드 갭 내에 페르
미 준위가 형성된 반금속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계
에 대해서도 Ga 원자의 가전자보다 As-4p 전자와 Mn-3d
전자의 상호 작용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논
문에서 표현한 응집에너지(cohesive energy)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여 계산 하였다. 응집에너지, ΔE = E[AlAs:Mn, 혹은
GaAs:Mn] – E[AlAs 혹은 GaAs] - nμ[Mn]. 여기서 E[AlAs:Mn,
혹은 GaAs:Mn]는 Mn이 도핑 된 계의 총 에너지이고,
E[AlAs 혹은 GaAs]은 Mn이 도핑 되었든 자리에 Mn이 없
는 빈자리 계에 대한 총에너지이다. 그리고 n 는 도핑 되

Chalcopyrite (Al,Ga)As 반도체와 Mn 의 반금속 강자성

는 Mn 원자의 개수이고, μ[Mn] 은 Mn 원자의 화학퍼텐셜
(chemical potential)을 나타낸다.

Fig. 4. Change of total energy for CH-AlAs of 6.25% Mn as
a function of the lattice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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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먼저 Mn 이 도핑 되지 않은 계 CH-AlGaAs2의 전자적
구조와 자성을 CH-AlAs 와 CH-GaAs와 비교하였고, CHAl(Ga,Mn)As2 은 CH-AlAs:Mn 과 CH-GaAs:Mn 계와 비교하
였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은 제일 원리방법인 FP-LMTO
법을 사용하였다. CH-AlGaAs2 CH-AlAs, 그리고 CH-GaAs은
모두 밴드 갭을 가지는 p-형 반도체이다. CH-Al(Ga,Mn)As2
은 자성 가운데 강자성이 가장 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3.125% 및 6.25% Mn 농도 변화에 큰 차이 없이 FM 상태와
반금속 특성을 보였다. Mn 의 높은 자기모멘트의 FM 성
질은 불순물에 의한 스핀 업/다운 밴드가 서로 다른 양상
으로 부분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Mn-3d 밴드와 As-4p 밴드
의 홀이 페르미 준위 아래의 전자와 결합하고 이웃하는
원자의 전자와 결합을 하는 이중 상호교환 결합 때문이
다. 그러므로 불순물 Mn 원자의 강자성 질서는 이웃하는
네 개의 As 원자(주로 사면체 구조)와의 강한 As(4p)Mn(3d)-As(4p)의 이중 상호교환 (double-exchange) 결합으로
FM 특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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