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Introduction

1.1 Success of Density Functional Theory

전자와원자핵은원자, 분자, 응집물질등과같은재

료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이다. 물질

내의 핵과 전자의 분포, 전자의 여기상태(excitation)

등과전자구조를알수있다면재료의기계적, 전기적,

광학적, 자기적성질등대부분의물질의성질을이해

하고예측할수있다. 그런데물질내의전자구조는양

자역학법칙에의해결정되므로재료를이해한다는것

은 전자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전자구조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물질의 양자역학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1920년대양자역학이등장하면서많은연구자

들이물질의전자구조를해석하기위한방법을개발했

고많은물질의전자구조를해석해내는데성공했다. 그

러나, 초기 양자역학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 또는 분자에 관한 연

구이거나 물질의 성질에 대한 “정성적”인 연구들이었

고 “정량적”으로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Hartree는 처음으로 다전자 시스템의 전자구

조에대한정량적인계산1)을수행하 다. Hartree의연

구는 물질을 구성하는 개개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써 현재 사용되는 많은

수치적방법이이때개발된방식을기초로한다. 그러

나 Hatree의 접근법은 전자 파동함수의 반대칭성

(antisymmetry)을 적절히 기술할 수 없었기 때문에

Fock에 의해 수정2)이 가해졌고 현재는 Hartree-Fock

방법으로불리며화학분야에서분자의전자구조를결

정하는데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고체에 대한 전자구조 해석이 수행

되었는데 예를 들면 Slater3)와 Wigner와 Seitz4)는 Na

결정에 대한 에너지 밴드를 계산하 고 실제 물질의

밴드구조와비교적잘일치한다는것이확인되었다. 이

후의 계속된 연구결과를 통해 많은 금속과 반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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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구조들이 계산되었다5). 

그러나이시기까지에도물질의전자구조에대한일

반이론이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한 물질 또는 순수한

화합물이아닌복잡한물질의전자구조를해석할수는

없었다. 그이유는계산해야할전자의수도많아졌던

것도하나의원인이고또하나의, 가장중요한, 이유는

물질내에서전자와전자의상호작용을기술할적절할

방법론이없었기때문이다. 계산해야할시스템의크기

가 커지면 그에 따라 계산해야할 전자의 수가 많아지

고그결과매우많은수의전자와전자의상호작용이

계산되어야하기때문이다. 작은수의전자를가진시

스템은비교적짧은시간에계산이가능했지만시스템

의 크기가 커지던지 원자번호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전자의수가조금만늘어나더라도계산해야할상호작

용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계산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60년대 이전의 전자구조 계산 기법은 제한된 응용

분야즉, 전자의수가비교적작으며간단한결정구조

를 가진 시스템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자구조 계산상의 한계는 1960년대 중반

Kohn6, 7) 등에의해큰돌파구가만들어졌는데이들이

제안한 이론을 도범함수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라 부르며 원자, 분자, 응집물질 등에 광범위

하게 응용되어 왔다. Kohn은 자신의 범 도 함수 이

론의정립및개발에대한공로를인정받아지난 1998

년 Pople과함께노벨화학상을수상하 다. 도범함수

이론은 많은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서

재료의성질은기저상태에서 도의범함수(functional)

로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Hartree-Fock 근사

법이 위치와 시간에 따른 벡터함수인 개별 전자의 파

동함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 도범함수이론

은기저상태에서위치만의함수인 도를결정하는것

이 목적이 된며 따라서, 필요로 하는 변수의 양이 획

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그림 1에 슈뢰딩거 방정식

과 Kohn-Sham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 나타내었다. 

지난 40년간 도범함수이론은매우많은분야에적

용되어 왔는데8-10) 구체적으로 응용된 분야를 예로 들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자의 기저상태를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결정구조의 결합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금속, 이온, 공유결합등을전자구조측면에

서해석할수있다. 두번째, 전자구조해석을통해상

태방정식을유도할수있다. 즉, 에너지, 압력, 그리고

벌크모듈러스사이의상관관계를이해할수있기때문

에 결정구조 사이의 상전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재료의 탄성 특성 즉, 응력-변형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해석할수있다. 네번째, 자기적성질과전자-

전자의상관관계를이해할수있다. 다섯번째, 포논과

치환형 상전이를 예측할 수 있다. 이 결과 재료의 열

역학적성질과강유전성을예측할수있다. 여섯번째,

재료의 열적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고상과 액상,

그리고 그 사이의 상전이를 예측할 수 있으며 액상에

서 물질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도범

함수 이론은 재료의 동적인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들면확산, 화학반응, 촉매반응등을해석할수

있다. 일곱 번째 표면, 계면 그리고 결함을 해석할 수

있다. 종래의 전자구조 계산이 단순한 물질의 순수한

벌크상태에 대한 해석이 주가 되었다면 현대의 도

범함수이론은표면의성질, 계면의구조, 벌크내결합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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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1. Relationship between Schrodinger’s view and Kohn-
Sham’s view to describe physical systems.



이재료의성질에미치는 향등에대해해석이가능

하다. 여덟번째, 분자와고상사이에존재하는나노물

질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탄소 클러스터와 탄소나

노튜브가 예가 될 수 있다. 아홉 번째, 전자의 여기상

태를 계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에너지 밴드와 밴드갭

의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열 번째 열 용량, 전도도,

광학스펙트럼과같은전자의여기상태와관련된물리

량의 예측이 가능하다. 

1.2 Beyond LDA

Hohenberg와 Kohn의 전자 도 범함수 정리

(theorem)6)는 기저상태에서 최소의 에너지를 가진 유

일한 전자 도가 존재하고 이러한 전자 도의 범함수

의 형태로 다체이론의 성질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

을 증명하 지만 범함수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후 Kohn과 Sham7)은 도범함수

이론에기초해상호작용하고있는다체문제를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를 제안하 다. 즉, Kohn

과 Sham7)은원래상호작용하는시스템의기저상태

도는선택된상호작용하지않는시스템의기저상태

도와같다고가정하고상호작용을하지않는단일입자

방정식을 계산하여 전자 도가 얻어지면 그것이 상호

작용을하는시스템의전자 도와같다고취급하는것

이다. 그리고, 모든상호작용에관련된다체문제를전

자의 교환-상관관계(exchange correlation) 범함수 항

으로포함시켰다. 이결과 도범함수이론에서단일

입자근사의정확도는전자의교환-상관관계범함수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모든 문제

는 상호작용하는 다체문제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교환-상관관계 범함수를 찾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

리고, Kohn과 Sham은상호작용하는다전자시스템에

서 전자의 교환상관관계 범함수를 균질한 전자가스

(homogeneous electron gas)에서의 범함수로 근사할

수있다는국소 도근사(Local Density Approximation,

LDA)를 제안하 으며 많은 물리적인 문제를 LDA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LDA와 그것의 확장인 GGA(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11-13)는재료의기계적성질, 전기적성

질 등을 수 %의 오차 이내에서 성공적으로 응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현재의 도범함수 이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완성된 형태의 이론분야는 아니며

더 많은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전자와 전자가 강한 상관관계(strongly

correlated)에 있는 시스템은 종래의 LDA 또는 GGA

를사용하면잘못된기저상태를예측하는경우가많기

때문에현재전자구조계산을통한고체물리분야에서

는가장도전적인주제중의하나이다. 강한상관관계는

전자사이의상호작용에기인한상관관계(correlation)와

운동에너지에 기인한 탈국소화(delocalization)사이의

경쟁에 따라 전자가 특정한 원자에 국소화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고체에 넓게 확장되어 있을 것인지가 결

정되며금속-절연체의 Mott 전이, Kondo효과, 고온초

전도체와 관련이 깊은 현상이다14). 본 논문에서는 전

자의강한상관관계를다룰수있는이론중의하나인

self-interaction correction(SIC)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실제적인응용예, 그리고앞으로의전망에대

해 다룰 것이다.

2. Self-Interaction Correction Method

도범함수이론에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값은 기

저상태의전자 도로서단일전자가정을통해기저상

태의 전자 도를 얻는 방법이다. 따라서, 단일전자 가

정에서전자와전자의상호작용거동을이해하는데한

계가 있다. 쿨롱법칙에 의한 전자들의 상호작용은 다

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에서 Vee는 전자-전자 상호작용 포텐셜을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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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r은각각개개전자의위치를의미한다. 또한, 여

기에서사용된모든방정식은원자단위(atomic unit)을

사용하 다.

한편, 도범함수이론에서 사용하는 전자사이의 쿨

롱 상호작용은 입자를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것이아니라 도를기준으로상호작용을정의하고계

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2)

위 식에서 U[n]은 전자사이의 상호작용 포텐셜을 전

자 도로 표현한 식이고 n(r), n(r’)은 각각 r, r’ 위치

에서전자 도를의미한다. (1)식과 (2)식을비교해보

면 (1)식의경우에는고려가되는전자는다른전자와

상호작용을하는데반해 (2)식의경우고려가되는전

자는자기자신과도상호작용을한다는것을할수있

다. 즉, 단일전자 근사법에서는 가장적인 자기 상호작

용(self interaction)이나타나게되기때문에전자와전

자의상호작용을정확하게근사할수없다는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15). 이러한 자기 상호작용 오차는 금

속과 같이 탈국소화된(delocalized) 궤도를 가진 물질

의경우에는그크기가무시할정도로작은반면유한

한시스템과국소화(localized) 궤도를가진물질의경

우 이런 오차는 상당히 커져 잘못된 물리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고온초전도체에 사용되는 YBa2Cu3O6와

같은물질은기저상태에서는반강자성또는반도체특

성을보여야하는데이전의 Local Spin Density(LSD)

이론7을사용한 도범함수계산은금속의기저상태를

예측하게 된다16). 또한, 3d 전자를 가진 전이금속 산

화물의 경우 MnO, FeO, CoO, NiO와 같은 물질들은

모두 Mott절연체로서전이금속의 d 전자들은모두해

당 원자 주위에 국소화되어 있다17,18). 그런데 LSD를

사용해계산할경우국소화된상태를예측하지못하고

금속이라는결과를나타내게된다19). 이런물질의 d전

자의껍질은완전히채워지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반

강자성과큰에너지갭을나타내지못하는물질들이다.

LSD계산은 자기적 성질은 예측할 수 있지만 보통 자

기모멘트는실제값보다매우작거나없어지거나(FeO,

CoO) 매우 작은 갭(MnO, NiO)를 예측한다. 

LSD에 기초한 도범함수 이론이 이와 같이 물리

적실재와다른거동을보이는이유는전자가전체

역에 퍼져있는 상태(extended state)보다 특정 원자에

오래머무르는것이에너지적으로더안정하기때문이

다. 이와같은현상이일어나는이유는전자와전자사

이의쿨롱상호작용에기인한강한상호작용이형성되

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자기상호작용에 대한 잘못된

예측에 기인한 것이다.

SIC-LSD 근사법은위에서언급된문제점들을극복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가정은 국소화된 전자의 상태

는보통의탈국소화된전자와다른포텐셜을느낀다는

것이다. 만약전자가주어진원자에오랜시간머무른

다면원자의국소적인전자구조는추가된전자로인해

그에 맞춰져서 변화할 것이다. 반면 빠른 전자 즉, 탈

국소화된 전자라면 해당 원자의 유효 전자 구조

(effective electronic structure)에는 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 기초하면 탈국소화된 전자

는 LSD에 의해 만들어지는 포텐셜에 향을 받고 국

소화된 전자는 전자의 자기상호작용이 보정된 포텐셜

에 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NiO

에서 Ni이온내의전자의 d8 배열을생각해보자. 8개의

d 전자 중 하나는 특정한 원자 위치에서 다른 7개의

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쿨롱 상호작용을 느낄 것이

다. 반면 완전한 NiO결정에 주입된 전도전자는 여기

상태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Ni d8전자배열의 가장 위

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추가로 주입된 전자는 8개의

d전자와 쿨롱 상호작용을 하고 이 경우 유효한 쿨롱

상호작용의 항으로 기술이 가능하다. 

2.2 Formulation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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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적인자기상호작용을보정하기위한근사적인

전자구조계산방법의필요는많은저자들에의해논의

되어 왔다15). SIC-LSD근사는 LSD 총에너지 범함수

에서시작하여각각의점유된전자상태의자기쿨롱에

너지와 자기 교환-상관관계 에너지를 보정한다. 즉,

LSD의 총에너지 범함수 식에서 다음과 같이 보정이

가능하다. 

(3)

여기에서 E
~SIC는 N개의 점유된 정규직교하는 단일

전자 파동함수 α집합에 대한 범함수를 의미하고 n--는

계의 총 스핀 도를 나타내며 n--=(n (r),n↓(r)), n(r)=

n (r)+n↓(r)을 의미한다. n--α는 alpha번째의 스핀 도

를의미하며, 스핀위와스핀아래의상태에대해서는

각각 n--α(r)=(|ψα(r)|2,0),(0,|ψα(r)|2)의 관계가 성립한다.

U[n]과 Exc
LSD[n--]는 각각 전자의 쿨롱과 교환-상관관계

에너지를의미하고, Vext[n]는이온과격자와의상호작

용에너지를 의미한다. 위 식 (3)에서 우변의 마지막항

이자기상호작용에너지의보정항을의미한다. 위와같

은 에너지 범함수에 대한 식을 사용해 행렬을 구성하

고얻어진에너지를최소화하면자기상호작용이보정

된 에너지와 전하 도를 얻을 수 있다. 

3. Application Example: 
Transition Metal doped GaN

3.1 Transition Metal doped GaN: A Possible

Candidate for Spintronics

통상의반도체와상응하는전기전도도를가지며스

핀의 조절이 가능한 묽은 자성반도체는차세대 전자소

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핀전자소자에 응용될 수 있

기때문에많은관심의대상이되어왔다20). 많은묽은

자성반도체들이상온보다훨씬낮은온도에서강자성-

상자성천이를하기때문에상온또는그이상의온도

에서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실제적인 응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Mn이 도핑된 GaAs의 경우

강자성의기원은잘이해되어있으며현재까지얻어진

결과중가장높은큐리온도(Tc)는 159K로알려져있

다. 다른반도체의경우더높은온도에서도강자성이

나타난다고 알려지고 있지만21) 얻어진 자기 규칙성이

캐리어에의해매개된강자성인지에대해서는아직공

통된의견이없다. 최근 Dietl 등은 Mn이주입된 GaN

가 비국소화된 홀을 가진 경우 상온에서 강자성을 나

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 기 때문에22) 현재 많은 연구

가 GaN에대해수행되고있다. Dietl모델에서제안하

는강자성이일어나기위해서는 GaN에 Mn이도핑된

경우 Mn원자 주위의 전자분포는 3d5배열을 가지며

탈국소화된 홀(hole)을 가져야 캐리어에 의해 매개된

강자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n이 도핑

된 GaN에서 캐리어에 의해 매개된 강자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SIC-LSD를 사용해 계산을 수행하

다.

3.2 SIC-LSD Calculation of Transition Metal

doped GaN

제일원리전자구조해석을사용하면전이금속이도

핑된 GaN에서자성의원인을해석할수있다. 인접하

는전이금속불순물의 d 궤도는탈국소화된밴드상태

를형성하게된다. 전자사이의교환상호작용(exchange

interaction)은 전자의 밴드를 두 종류로 분리해

majority와 minority밴드가 DOS(Density of States)상

에나타나고페르미준위에서스핀분극된상태의 도

에 의존하여 이중 교환 메커니즘(double exchange

mechanism)에 의해 이론적으로 강자성이 예측된다. 

LSD에 기초한 제일원리 전자구조계산에 따르면

Ga1-xTMxN의강자성에서추가적인홀캐리어의역할

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고간주하 지만 LSD에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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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산결과는전이금속불순물은깊은(deep) 불순물

밴드를 형성하고 따라서 GaN의 가전자 밴드와는 항

상다른특성을갖지만불순물밴드의전자도물질내

부를 움직인다고(itinerant) 생각하 다.

그러나, 전이금속의 d-상태는 on-site 쿨롱상호작용

에 의한 기여항이 더 크면 TM원자에 국소화 될 것이

고 운동에너지의 기여가 더 크다면 탈국소화 될 것이

다. LSD는 금속의 결합을 기술하는데 매우 성공적이

었지만 LSD계산의기초가되는균질한전자가스에서

사용되는 교환 및 상관관계 효과를 넘어서는 상황은

기술할수없기대문에국소적인쿨롱척력에의해강

한상관관계하에있는전자들의 on-site국소화를설명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이금속이 포함된 GaN에 대한

LSD계산결과는 항상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

게 된다.

본연구에서사용된제일원리 SIC-LSD계산은다음

과같은특성을가지고있다. Tight Binding 표현에기

초한23) LMTO(Linear Muffin Tin Orbital Method)-

ASA(Atomic Sphere Approximation)24) 코드를 기본

으로 SIC부분이 추가되어 있다25).

3.3 Calculation Detail

GaN의결정구조는wurtzite구조이며격자상수는각

각 α0=3.19Å, c0=5.19Å이다. 다음그림 2에 wurtzite

구조를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큰구는 Ga을작은구

는 N을나타낸다. 순수한 GaN의경우 SIC-LSD를사

용할경우 Ga 3d전자는국소화된경우약 2.6eV의밴

드갭을 나타내었다.

본계산에서전이금속이첨가된 Ga1-xTMxN의전자

구조를 계산하기 위해 16개의 formula unit을 가진

GaN(총원자수 32)에하나의 Ga원자를 Mn 또는다른

자성 원소로 치환하여 계산하 다. 본 계산에서는

wurtzite구조를 기본으로 Zn의 위치에 자성원소가 치

환형으로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수행하 다.

3.4 Calculation Results

Mn이도핑된 GaN을각각 LSD와 SIC-LSD방법을

사용해계산을수행하고가장에너지가낮은전자배열

을계산하 다. SIC-LSD방법은각각의 LSD계산에서

d-전자의자기상호작용기여를계산하기때문에국소

화된성질을강화하는경향이있으며국소화된상태와

탈국소화된 상태를 같은 틀에서 계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Mn과 같은 불순물 위치에서 d-상태를 국소

화시키는 것은 SIC(국소화)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반

면 동시에 가능한 밴드형성에너지를 잃게 된다. 기저

상태에서 전이금속 불순물의 d전자의 배열은 총에너

지의 최소화를 통해 결정된다. 전이금속 불순물의 가

전자를국소화시키면서에너지가가장낮은배열을찾

으면최종적으로에너지가가장낮은전자배열을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배열

은 4개의 전자가 국소화되고 3개의 전자는 밴드를 형

성하는 Mn3+배열이가장에너지가낮음을알수있었

다. 한편 Mn의 모든 전자가 밴드를 형성하는 Mn7+배

열(LSD계산과등가인)이에너지가가장높은것을알

수 있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Mn3+을 기준으로 배

열에따른에너지와자기모멘트를표 1에나타내었다.

표 1에서알수있듯이자기상호작용이보정된경우

Mn의 가전자들 중 일부는 Mn주위에 국소화되고 나

머지 전자들이 밴드를 형성하는 경우 가장 에너지가

낮은 배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n2+배열은 Mn3+

배열의에너지보다 0.77eV 더높게나타났기때문에

Dietl이 제안한 캐리어에 매개된 강자성은, Mn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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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2. Crystal Structure of Hexagonal Wurtzite of GaN.



온화율이 +2를 나타내야 하는, GaN의 경우 에너지적

으로 선호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n의 이온화율이 재료의 전기적인 물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DOS(Density of State)

를그려보았다. 그림 3(a)는에너지가가장낮은 Mn3+

에대한 DOS이고그림 3(b)는비교를위해 LSDA 계

산 결과(Mn7+)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GaN에 Mn이 치환되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질 경

우 페르미 준위에는 전자의 존재확률이 없고 따라서

사용할수있는홀이없기때문에캐리어에의해매개

된 자성이 나타날 수 없다. 반면 그림 3(b)와 같은

LSDA계산결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을 보여준다. Mn

원자에 있는 전자는 국소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정

원자에국소화된것이아니라밴드를형성하며페르미

준위에 걸쳐 존재한다. LSD에 의해 얻어진 밴드구조

는반금속(half metal)의전자구조를나타내면비록국

소화되어있지만캐리어에의해매개된강자성이약하

지만가능할수있다는것을말해준다. 즉, 자기상호작

용이 보정된 계산과 보정되지 않은 계산은 완전히 다

른 물리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상호작용이

DOS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SIC-LSD에 의한 계산에 따르면 순수한 Mn만이

도핑되어서는 캐리어에 의해 매개된 강자성을 나타낼

수 없고 추가적인 도핑 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Summary

도범함수 이론의 현재 상황과 강한 전자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기 위한 자기상호작용에너지 보정에 대

한 간략한 소개와 응용을 다루어 보았다. 도범함수

이론은적용에있어놀라운성공을거두었음에도불구

하고 특정한 분야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시스템에따라종래의 LSD

만사용해도정확한결과를얻을수있는시스템이있

는 반면 종래의 LSD가 완전히 틀린 현상을 예측하는

시스템도있기때문에 도범함수이론을사용하여재

료를 설계할 때 재료의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재료의 특성에 가장 맞는 근사방법을

사용해야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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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nergy differences and total magnetic moments with
various electron configurations of Mn atom in GaN host. Since
Mn3+ configuration had the lowest energy, energies of other
configurations were shown relative tot the Mn3+ configuration

Mn+7 2.29 3.43

Mn+3 0 3.58

Mn+2 0.775 4.31

Electron Total Energy Magnetic 
Configuration (eV) Moment(µB)

Total DOS up
Total DOS down
Mn 3d PDOS up
Mn 3d PDO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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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3d up
Mn 3d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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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3. DOS(Density of States) plots with various electron
configurations; (a) is for Mn3+ configuration and (b) for
Mn7+ that is commonly used for LSD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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