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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onic and magnetic properties for Mn-adsorbed on the chalcopyrite (CH) AlGaP2 semiconductor are
investigated by using first-principles FPLMTO method. The clean CH-AlGaP2 without adsorbed Mn is a p-type
semiconductor with a direct band-gap. The Mn-adsorbed CH-AlGaP2 exhibits the ferromagnetic state. It is more
energetically stable than the other magnetic ones. The interstitial site on P-terminated surface is more energetically
favorable one than the Al/Ga-terminated surface, or the other adsorbing sites. In the case of Mn-adsorbed Al/Gaterminated surface, it is induced a strong coupling between Mn-3d and neighboring P-3p electrons. The holes of
partially unoccupied minority Mn-3d state and majority (or minority) Al-3p or P-3p state are induced. Thus a high
magnetic moment of Mn is sustained by holes-mediated double-exchange coupling. It is noticeable that the
semiconducting and half-metallic characteristics of CH-AlGaP2:Mn thin film is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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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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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스핀 주입의 자성연구는 II-VI 족[1,2], III-V족
[1,3], 그리고 II-IV-V2[4] 합금 계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자성 물질의 원자가 저 농도로 주입된 diluted magnetic
semiconductor (DMS) 소자 연구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비
자성인 반도체 재료에 자성이온의 주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실제 적인 응용에는 문제점이 있다. 실온 이상
이거나 실온 정도의 DMS를 제작에 있어 반도체 내부에
스핀주입이 어려운 것은 반도체내 자성원자의 편극이 스
핀반전(spin-flip) 산란으로 빠르게 자성이 사라지는 현상으
로 그 요인이 있고, 반도체 에너지 갭이 직접(direct)이냐
간접(indirect)이냐에 따라 스핀 편극의 특성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그 요인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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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효과적인 스핀 주입전극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와 자성 금속 사이에 양질의 계면(high-quality
interfaces) 확보이다.
스핀트로닉스 (spintronics) 재료 응용에서 중요하게 고려
되는 사항은 실온 Curie 온도의 DMS 와 페르미(Fermi) 준
위(EF)에서 전자의 100% 스핀 편극이 중요하게 고려 되는
요소이다. 100% 스핀 편극은 반금속(half-metal) 성질을 가
지는 경우이다. 즉, 금속의 성질로 하나의 스핀 채널과 반
도체 혹은 절연체 성질로 다른 스핀 채널을 가지는 특성
이다. 반금속 특성이 표면에서 혹은 계면에서 그 성질이
유지됨이 실제적인 소자 응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Chalcopyrite(CH) ZnSnAs2[4] 와 ZnGeP2[5] 합금계 실험에서
실온의 강자성 질서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CH-AlGaP
내에 3d 금속 Mn 주입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 실온의 강
자성 질서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8]. 그리고 zinc-blende
(ZB)의 (Ga,Mn)As 합금 계에 대한 실험연구에서 Mn 원자
는 실온의 강자성(ferromagnetic, FM) 특성을 보여준다[3].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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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Curie) 온도는 재료의 종류(type)와 캐리어 밀도에 강한
의존성을 보인다. 반도체 p-type 재료는 n-type 재료보다
Curie 온도가 더 높다. 그리고 주입되는 Mn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일반적으로 Curie 온도가 증가한다.
본 연구는 3d 금속 Mn이 흡착된 CH-AlGaP2 필름
(thinfilm)의 자성과 반금속 성질을 조사하였다. 표면에서
Mn 원자는 비교적 낮은 자기 모멘트의 값을 보이고 체적
계 (bulk)와 다르게 반금속 특성은 사라진다. 이러한 결과
를 선행된 이론적인 연구결과와 비교 하였다.

2. 이론적 근사방법
CH 단위 셀은 ZB 단위세포 두 개가 함께 하나의 셀을
이룬 것과 유사하다. 원자들 사이의 빈자리를 포함하여
모두 56개 (혹은 64개) 원자구조이고, 계산에 사용된 CH
표면은 Ga과 Al 원자들로 이루어진(Al/Ga-terminated) 표면
과 P 원자로 마감된(P-terminated) 표면을 고려하였다. 앞의
경우는 양쪽에 각 3, 4층씩 진공 층을 포함하여 14 층으로
(56개 원자) 구성된 필름형태(slab)이고 후자는 동일한 진
공 층을 포함하여 총 16 원자 층인(64개 원자) 필름이다.
최적화 된 표면 원자구조를 얻기 위하여 먼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표면(층) 원자의 이완을 고려하여 표면을 다
시 구성하여 계산에 사용하였다. 계산은 제일원리 (firstprinciples) 모사법의 한 가지 방법인 밀도 범함수 체계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 하에서 full-potential linear muffin-tin
orbital (FPLMTO) 방법을 사용하였다[9,10]. 원자 퍼텐셜은
구 대칭으로 원자간 자리영역에서는 비 구형 형태로 전
체 전하 밀도를 Fourier 전개 법으로 수행 하였다. 가전자
의 스핀-궤도 결합은 고려하지 않았고 수치적인 상대론
적 효과의 고려로 인하여 자체 충족의 거대단위세포
(super-cell) 퍼텐셜을 생성해 내고, 전자의 상호 교환 퍼텐
셜은 Perdew-Burke-Ernzerhof 이 제안한 GGA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11].
전하밀도와 LMTO 기저 함수(파동함수)와 소위 머핀틴
(Muffin-tin) 구 내부에 l (궤도 양자수)이 최대 6 까지는 구
조화함수로 전개하였다. 가전자의 LMTO 기저는 Mn 원자
는 4s 와 3d, 그리고 Ga 원자는 4s, 4p, 그리고 3d로 하였다.
Mn과 Al 원자의 기저함수의 짤림(cut-off) 에너지 값은 각
각 155.04eV (s), 225.76eV (p), 그리고 330.48eV (d)이다. Mn, Al
(Ga) 그리고 P 의 머핀틴 반지름은 각각 2.3 (2.4) 와 2.1 a.u.
로 하였다. 평면파동의 짤림 에너지는 596.63eV 이다. 총
에너지 수렴 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면파동의 짤림 에너
지와 k 벡터 수를 주의 깊게 점검 하였다. Brillouin 영역의
적분 계산에서 7x7x2 격자망에 해당하는 98k 벡터 수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k 벡터 수는 총 에너지와 자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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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 값이 각각 0.01eV/cell 와 ±0.01μB/atom의 수렴성을 보
였다. 0.01eV/cell은 총 에너지 입력 및 출력 의 차이가 104
e/(a.u)3 에 해당되는 자체 충족 수렴 기준의 결과이다.

3. 결과 및 토의
CH-AlGaP2 표면 구조는 Al/Ga-terminated 경우와 Pterminated 경우로 전자의 구조는 7 원자 층, 후자는 9 원자
층 slab 구조의 필름이다. 최적화 한 구조의 격자상수 계
산 결과는 a=5.685Å, c=11.222Å (c/a=1.9739)이다. 불순물
Mn 원자의 도핑이 없는 깨끗한 CH-AlGaP2 밴드 갭(bulk)
이 1.237eV 인 반도체이다[12]. 표면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
기 위하여 표면 층과 그 아래층의 이완을 고려하였다. 수
치 해석의 계산 시간을 감안하여 표면 원자의 개별적인
이완보다 원자 층 별 이완을 고려하였다. 두 가지 표면의
전체 1, 2층 원자 층은 bulk 쪽으로 수축을 보인다. Pterminated 구조는 1층과 2층의 수축은 원자 층 간격에 비
하여 각각 15% 와 4% 정도의 수축을 보이고 Al/Gaterminated 구조는 표면 층이 원자 층 간격에 비하여 7% 정
도 표면 층 바로 아래(subsurface) 층이 bulk 쪽으로 5%정도
수축을 한다. 결과는 그림 1과 표 1에 정리 하였다. 표면
원자 층 이완을 고려한 두 가지 계의 표면에 대하여 Mn
원자가 흡착하는 자리에 대한 전자적 구조 및 자기적 성질
을 조사하고 Mn 도핑된 CH-AlGaP2 bulk 와 비교할 것이다.

Fig. 1. Surface relaxations of thin AlGaP2 film with Al/Gaand P-terminated surfaces. CH slab structure with
Al/Ga-terminated surface is shown in the inset. The
α of x-label represents the lattice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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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xations of surface and subsurface layers.
Minus means the contraction toward the bulk
Systems

Surface
(1st layer,Å)

Subsurface
(2nd layer,Å)

Al/Ga-terminated
surface

−0.096

−0.071

P-terminated
surface

−0.213

−0.058

표면 원자 이완이 고려된 두 가지 계에 대해 Mn 원자
의 흡착자리 각각에 대해 총 에너지를 계산을 통하여 응
집(cohesive) 에너지를 얻었다. P-terminated 표면에서는 원자
사이 자리(interstitial site)에 흡착되는 경우가 다른 자리에 흡
착하는 경우보다 총 에너지 낮아 더 안정하다. 그리고
Al/Ga-terminated 표면에는 Mn 원자가 Al 원자 혹은 Ga 원
자와 치환되어 흡착하는 경우 치환되는 자리에 따라 응
집에너지가 약간 차이가 있다. Al 자리에 치환하여 흡착되
는 경우가 Ga 자리에 치환하여 흡착되는 경우보다 0.01eV
더 낮다. Mn 원자의 각각의 흡착자리에 대한 응집에너지
는 표 2에서 정리하였다. 응집에너지, ΔE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ΔE = E(AlGaP2:Mn) – E(AlGaP2) – E(Mn)

(1)

여기서 E(AlGaP2:Mn)는 Mn 원자가 도핑 된 계의 총 에
너지이고, E(AlGaP2)은 Mn 원자가 도핑 되었든 자리에 Mn
원자가 없는 빈자리 계에 대한 총 에너지이다. 그리고
E(Mn)은 동일한 원자구조 내에 독립된(고립된) Mn 원자의
Table 2. Adsorption energy (△E, in unit eV) and
magnetic moments (MM, μB) for each sites of
Mn-adsorbed Al/Ga- and P-terminated
surfaces (Al/Ga-Surf., P-Surf.). Al, Ga, and P
atoms are the nearest neighboring ones to Mn.
Ss and Int denote substitutional and interstitial
sites
△E
MM
SysSs
(eV)
tems.
Mn
Al
Ga
P
Al

−9.045

4.24

+0.08

+0.04

0.0

Ga

−9.037

4.21

+0.06

+0.03

0.0

Int

−8.979

3.69

−0.08

−0.03

0.0

P-

P

−9.072

4.08

+0.03

+0.02

+0.05

Surf.

Int

−9.185

3.58

+0.01

0.0

+0.02

Al/G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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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rge density differences (△ρ) for surface and
subsurface layers of P-terminated AlGaP2:Mn
surface with the FM state. △ρ defined as
ρ[AlGaP2:Mn] - ρ[AlGaP2] - ρ[Mn], where
ρ[AlGaP2:Mn] is the total density with adsorbed Mn,
ρ[AlGaP2] is the charge density for AlGaP2:Mn with
empty Mn site, and ρ[Mn] is an isolated Mn with
same lattice structure. Adsorbed site of Mn is the
interstitial one. Contour map is shown on the plane
(220) with intervals 4.5×10−4e/(a.u.)3.
총 에너지이다. 그림 2는 P-terminated 표면에 interstitial 자리
에 Mn 원자가 흡착되었을 때 수식 (1)의 각 항이 나타내
는 계의 전자밀도를 기준으로 하여 흡착원자 Mn 과 이웃
하는 Al, Ga, 그리고 P 원자들의 전자 밀도차이를 표현 한
것으로 최 외각 전자의 결합 정도를 볼 수 있다. 이웃하
는 원자들 각각의 사이에 전자 축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은 (220)면을 나타내며 (2는 -2를 의미한다.) Al 원자와
Ga 원자는 표면에서 두 번째 층(subsurface layer)이고, P 는
표면 층에서 세 번째 층의 원자이다. P 원자를 중심으로
각 모서리에 Al 및 Ga 원자가 위치하는 사면체 구조의 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CH-AlGaP2 반도체에 Mn의 도핑에 의한 전자적 구조는
다수(majority) 스핀 밴드는 금속의 성질을 보이고 소수
(minority) 스핀 밴드는 에너지 갭 내에 EF 가 위치하는 반
도체 성질을 가지는 반금속(half-metal) 특성을 보이고, Mn
원자의 자기모멘트는 3.8μB/Mn로 FM 상태가 가장 안정함
을 보여준다[13]. 그러나 표면에 Mn 원자가 흡착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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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반금속 특성을 사라진다. 표면은 bulk에 비하여 원자
구조의 대칭성이 낮아진 표면 원자의 전자상태가 EF 상에
밴드를 형성하게 되는 일반적인 성질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원자 구조의 표면에 Mn 원자가 자리한 경우에 반금
속 특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14-17]. 따라서 표면형성 시
원자결합의 대칭성 결여로 반금속 성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림 3는 Al/Ga-terminated 표면에 Mn 원자가 흡착
된 경우와 P-terminated 표면에 Mn이 흡착된 경우 Mn 원자
와 이웃하는 Al 및 P 원자에 대한 전자 상태 밀도(density of
states; DOS)를 그린 것이다. 두 가지 계에 대한 흡착 Mn 원
자의 자기모멘트는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지고, P-terminated
표면의 경우 Mn 원자는 EF 근방의 밴드가 상대적으로 많
이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밴드가 넓어졌다. P-terminated 의
Al-3s 밴드는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으로 혼성 결합을 하
고 있고, P-3p 전자와 Al-3p 전자는 Al/Ga-terminated 의 경우
에 비하여 EF 상의 밴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
고 Mn-3d 전자는 Al-3p 전자보다 P-3p 전자와의 혼성이 강
하다. 자성 반도체 표면구조의 재료에서는 표면은 반도체
성질은 사라지고, 반금속 특성이 또한 사라진다. Al/Gaterminated 표면에 흡착된 계의 경우 EF 상에 거의 국지화
된 전자가 혼성 결합을 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Al3p 전자와 P-3p 전자들의 EF 상에 채워진 밴드와 채워지지
않은 밴드를 형성하면서 홀(hole)이 Mn-3d 전자와 결합에
기여한다. 따라서 홀이 개입되는 이중 상호교환 결합
(double exchange-coupling)으로 인하여 높은 자기 모멘트를
가진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CH-AlGaP2 반도체내에 Mn이 도
핑 된 계는 반금속 특성을 보이는 반면 표면구조에서 반
도체 성질 및 반금속 특성이 사라진다. 자성 반도체 소자
응용에서 반도체내에 자성 스핀 주입에 있어서 100% 스
핀 편극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100% 자성의 스핀 편
극이 나타나는 반금속 특성이 사라진다. 따라서 표면 구
조에 흡착된 Mn 원자와 bulk의 Mn-3d 전자 행동을 세밀하
게 비교하여 볼 것이다. 그림 4는 AlGaP2 표면 두 가지 경
우와 Mn이 도핑 된 bulk 에 대하여 Mn-3d 전자를 5개 상
태(states)로 각각 분리 하여 각 상태별로 비교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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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S for Mn and neighboring Al or P sites of
Mn-adsorbed Al/Ga- and P-terminated surfaces
in the FM state. Dotted-line represents the Fermi
level. The Fermi energy is set to zero.

여기서 5개의 전자 상태는 t1, t2, t3, e1, 그리고 e2 이다. t1, t2,
그리고 t3는 각각 dxy, dyz, 그리고 dzx 밴드를 나타내고, e1 과
e2는 dx2-y2 과 d3z2-r2 밴드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전자 상태는 2중 혹은 3중으로 축퇴 되어있
다. 스핀 편극된 상태가 EF 아래 채워진 에너지 밴드와 EF
위 채워지지 않은 밴드로 분리된다. Al/Ga-terminated 표면에
흡착된 Mn-3d 밴드는 e1 과 e2 축퇴 되어있고, P-terminated
표면의 경우는 t1과 e2, t2와 e1 밴드가 축퇴를 보인다. 그리
고 bulk 의 Mn-3d 밴드는 e1과 t1, t2와 e2밴드가 2중으로 축
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1, t2, 와 t3 밴드가 3중
축퇴 되어있다. 그리고 스핀 업-다운 분리에너지가 2.21eV
이고, bulk에서 분명하지 않던 t1(dxy) 밴드가 선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t1 밴드는 두 가지 표면 구조가운
데 P-terminated 표면 구조에서 나타나는 밴드이다. Bulk 밴
드보다 더 강하게 국지화 되어 EF 바로 위 덜 채워진 소
수 홀(hole) 밴드를 형성한다. Bulk 의 스핀다운 (minority) 밴
드 갭이 1.72eV인 반금속 성질을 나타남을 그림에서 확인
이 된다. 표면구조에 흡착된 Mn 원자의 자기모멘트는 반
도체 내에 도핑 된 경우보다 약간 높다. 그리고 이들 세
Table 3. Band-splitting energies, △(eV)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states for Mn on 가지 구조는(그림 4에서) EF 근방의 밴드가 차이가 있다.
Al/Ga-, P-terminated surfaces, and in the bulk. 큰 차이점은 표면에서는 채워진 e2(d3z2-r2) 소수밴드 혹은
채워지지 않은 e2(d3z2-r2) 소수밴드가 형성되나 bulk에서는
Systems
△t3
△e3
△e2
e2(d3z2-r2) 밴드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P-terminated 표면구
Al/Ga-termination
3.74
3.53
3.12
조의 소수밴드 t1-e1 분리에너지 (splitting-energy)가 bulk 에서
P-termination
3.11
2.04
2.21
보다 작다(낮다). 그러므로 표면 계의 e2 소수 밴드 분리에
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EF 매우 가까이에 상태(밴드)
Bulk
2.23
1.43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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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Al-3p 및 P-3p 밴드
의 홀(hole)이 개입하는 Mn-3d 밴드와 Al-3p (혹은 P-3p) 밴
드간의 강한 이중 상호 교환 결합 (double-exchange coupling)
으로 높은 자기모멘트의 FM 특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CH-AlGaP2:Mn 표면구조의 물질에서는 반도체 및 반금속
특성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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