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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smon behaviors in a superlattice of GaAs/Alx Ga1−x As multiple quantum wells with a
half-parabolic confining potential due to different dielectric interfaces are studied under magnetic
and electric fields perpendicular and parallel to the superlattice axis by using a previously published
theoretical framework. From the density-density correlation functions by considering the intrasubband and the inter-subband transitions under the random phase approximation, we calculate the
dispersion energies of the surface and the bulk states as functions of the composition of the multiple
quantum well structure and of the magnetic field strength and the average electric field strength
over the quantum well. The Raman intensities for various magnetic field strengths and average
electric field strengths over the quantum well are also obtained as a function of the energy of the
incoming light for thes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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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수∗
한국해양대학교 전자소재공학과, 부산 49112, 대한민국

이상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제주 63243, 대한민국

김석환†
안동대학교 물리학과, 안동 36729, 대한민국
(2018년 9월 11일 받음, 2018년 10월 1일 수정본 받음, 2018년 10월 1일 게재 확정)

GaAs/Alx Ga1−x As 다중 양자 우물들에 의한 초격자내 플라즈몬들이 다른 유전 계면과 반포물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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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텐셜에 의한 거동을 초격자 축에 수직한 자기장과 평행한 전기장하에서 이전의 이론적 토대하에서
연구하였다. 막 위상 근사 방법을 사용하여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가 고려된 밀도-밀도 상관
함수로부터 표면과 벌크 상태의 분산 에너지를 전체 양자 우물의 평균 전기장, 자기장의 세기 및 조성비의
함수로 얻었다. 또한 여러 가지 평균 전기장,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라만 세기를 그들 상태에 대해 입사광의
에너지 함수로 얻었다.
PACS numbers: 68.60.-p, 73.21.Cd, 73.21.Fg, 75.70.Ak
Keywords: GaAs/Alx Ga1−x As, 초격자, 라만 세기, 플라즈몬, 분산 관계, 막 위상 근사 방법, 밀도-밀도 상관 함수

I. 서 론
유사한 격자 상수이지만 다른 에너지 간격을 가지는 두
개 혹은 더 많은 물질의 교대적인 층의 주기적 구조를 가
진 반도체 초격자는 유기 금속 화학 증착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 수소 화학 기상 (hydride
vapor phase epitaxy) 방법, 분자 켜 쌓기 (molecular beam
epitaxy) 방법, 및 석판 인쇄 증착 (Lithographic deposition) 방법 등의 성장기술로 제작되어 왔으며, 이론적 혹은
실험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1–23]. GaAs/Alx Ga1−x As 초
격자 [18,20,21,23,24]는 조성비 x 에 의존하는 Alx Ga1−x As
장벽에 의해 분리된 n 형 극성 반도체 양자 우물인 n-GaAs
층으로 구성되는데, 양자 우물 내 전자가스의 전기적, 광학
적 속성을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중의 하나이다. 비탄
성 광산란 실험에 의한 집단 여기 (collective excitation) 를
통한 표면과 벌크 모드 (bulk mode) 의 분산에 대한 연구는
자기장과 전기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계에 확장되어 왔다
[25–29].
본 연구에서 우리는 초격자 축에 수직인 자기장과 평행한
전기장하에서 Alx Ga1−x As장벽의 조성비 x 에 의존하는
이전의 포물선형 구속 퍼텐셜 대신 [23,24,30]에 반포물선
형 퍼텐셜 (half-parabolic potential) 에 구속된 전자들에
대한 GaAs/Alx Ga1−x As 반도체 초격자의 다중 양자 우물
(multiple quantum wells) 내 플라즈몬의 집단 모드를 조사
하였다. 막 위상 근사 방법 (Random phase approximation
method) 을 사용하여 전체 양자 우물의 평균 전기장 [23,
24], 알루미늄 조성비 및 자기장의 세기의 함수로서 밀도-밀
도 상관 함수 (Dendity-density correlation function) 로부
터 표면과 벌크상태의 플라즈몬에 대한 부 밴드 (subband)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의 원인이 되는 분산 에너지를
얻었다. 또한 여러 가지 전체 양자 우물의 평균 전기장,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입사광의 에너지 함수로서 표면과
벌크 상태의 라만 세기 (Raman intensity) 를 얻었다.
II장에서는 초격자 축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전체 양자에 대한 평균 전기장하에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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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x Ga1−x As층의 알루미늄 조성비 x의 함수인 반포물선 형
퍼텐셜에 구속된 전자들에 대한 에너지 고유 값들을 계산한
다. 넓은 GaAs층에 의한 양자 우물은 GaAs/Alx Ga1−x As
반도체 초격자 내 페르미-토마스 차폐 길이 (Fermi-Thomas
screening length) [31,32]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GaAs
에 의한 양자 우물 장벽 가까이의 공간 전하 (space charge)
로 하여금 전기장을 차단하는 차단 효과 (blocking effect) 를
완화시킨다. 이 계산에서 사용된 전기장은 공간 전하의 차
폐효과후의 전체 양자 우물에 대한 평균 전기장이 적용하였
다. III장에서는 반무한 초격자에 대해 막 위상 근사방법을
사용하여 플라즈몬의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를
위해 밀도-밀도 상관 함수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조성비,
자기장의 세기, 및 평균 전지장의 함수로 유도하였다. IV
장에서는 플라스몬들의 표면 상태와 벌크 상태들에 대해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를 위한 분산 에너지를 자기
장의 세기, 조성비 및 평균 전지장의 함수로 계산하였다. V
장에서는 표면 상태와 벌크상태의 플라스몬들에 대한 라만
세기를 여러 자기장의 세기와 평균 전기장의 세기에 대해
입사광 에너지의 함수로 계산하였다. 결론은 VI 장에서
토론한다.

II. 계내의 전자의 에너지 고유값
z 방향으로 반 포물선형 구속 퍼텐셜을 가지는
GaAs/Alx Ga1−x As 반도체 초격자계의 다중 양자 우물
내 전자들은 초격자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평균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하에 있다 [23, 24]. 반 포물선형
구속 퍼텐셜에 구속되고 초격자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평균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하의 한 전자 해밀토니안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mt
0
0
⃗  0 1/mt 0  [⃗
⃗
H = [⃗
p + eA]
p + eA]/2
0
0 1/ml
L
1
+ ml ωz2 (z + )2 + eF⃗ · ⃗z,
2
2
L
L
la − < z < la +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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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밀도-밀도 상관 함수

여기서 F⃗ 는 전체 양자 우물의 평균 전기장이고, p⃗ 는 운동량
⃗ 는 벡터 퍼텐셜, ml ω 2 (z + L/2)2 /2 는 반 포물선
연산자, A
z
형 퍼텐셜 우물, mt 와 ml 은 각각 가로와 세로 질량 성분을
⃗ = (0, −zB, 0)
나타낸다. 란다우 게이지 (Landau gauge) A
⃗ = (B, 0, 0) 하의 전자의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의 자기장 B

14,22]에 의해 계산된 밀도-밀도 상관 함수인 Π(q, ω, z, z ′ )

같이 나타낸다.

는 식 (4) 와 같이

H =

반무한 다중 양자 우물 계 초격자에 대한 Hawrylak 등 [9,

p2y

p2x
p2
1
L
+
+ z + ml Ω2 (z − z0 + )2
2mt
2m̃ 2ml
2
2
ωc2 eF (eF + mt ωz2 L)2
−
(2)
2ml Ω2 ωz2

Π(q, ω, z, z ′ )
∑
∑
=
Πnn′ mm′ (l, l1 , l′ , l1′ )Φnn′ ll1 Φmm′ l′ l1′
n,n′ ,m,m′ l,l1 ,l′ ,l1′

2

여기서 ωc = eB/mt 는 사이크로트론 진동수이고, Ω =
ωc2 + ml ωz2 /mt , m̃ = mt Ω2 /(Ω2 − ωc2 ) 이고, z0 = (ωc py +
− eF )/(mt Ω ) 이다. 여기서 사이크로트론 반지
름의 중심은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며, 평균
전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이 계산에서는 |z0 | ≤ 6
mt ωc2 L/2

2

nm의 제한된 조건하에서 B ≤ 10 T와 F ≤ 106 V/m의 영
역에서 계산하였다. 식 (2) 의 고유함수는 qy = (ωz Ω)/qy 일
exp(iqx x) exp(iqy′ y)ϕ(z

때
− z0 + L/2) 의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qx 와 qy 는 각각 x 와 y 방향으로의 준 연속 (quasi
continous) 파 벡터 (wave vector) 이다. ϕ(z) 는 일차원 단
조화 진동자 고유함수들이다. 식 (2) 의 에너지 고유 값은
ℏ2 qy2
1
ℏ2 qx2
En (qx , qy ) = (2n + 1 + )ℏΩ +
+
2
2mt
2m̃
2
2
ω eF (eF + ml ωz L)
− c
2ml Ω2 ωz2

(3)

벽과 반 포물선형 구속에너지 즉, 1.247x/2 = ml Ω2 L2 /2 과
(5 + 21 )ℏΩ < 1.247x/2 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반 포물
선형 구속 퍼텐셜에 대해 En = (2n+1+ 12 )ℏΩ = (m+ 12 )ℏΩ
의 m = 1, 3, 5의 세 개의 준위까지 고려하였다.

γnnmm

δll′ +

exp[−iqz (l − l1 )a] 인데, ϕnl (z) 는 N 개의 단위 구조로 구성
된 다중 양자 우물 계 초격자내 l(= 0, 1, · · · , N − 1) 번째
양자 우물 내 전자 파동 함수이다. 막 위상 근사 방법에
의해 얻어진 밀도-밀도 상관 함수 Πnn′ mm′ (l, l′ ) 는 퓨리
어 변환 (Fourier transform) 에 의한 적분 형 행렬형태로
∑
Π(qz , qz′ ) = Π0 δqz ,qz′ + qz′′ Π0 V (qz , qz′′ )Π(qz′′ , qz′ )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Π0 는 층에 독립적인 비 상호작용

전하 (image charge)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층들 사이의

지 갭을 가지는 GaAs/Alx Ga1−x As 반도체 초격자의 장벽
Alx Ga1−x As층의 알루미늄 조성비 x성분을 가진 에너지 장

1

와 같이 얻어 진다. 여기서 Φnn′ ll1 (z) = ϕ∗nl (z)ϕ∗n′ l1 (z)

계의 편극도이다. V (qz , qz′ ) 는 우물 내 고유상태와 영상

으로 얻어진다. 여기서 n (= 0, 1, 2) 는 양자수를 나타낸다.
식 (3) 내 구속 진동수 Ω 는 Eg = 1.424 + 1.247x eV의 에너

ε(nm; ll′ )−1 =

(4)

상호 작용에 의한 쿨롱 (Coulomb) 퍼텐셜로서 표면과 벌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모순 없는 (self-consistent) 선형 밀도-밀도 이론을
사용하여, 유전 행렬 ε(nm; ll′ ) = Π0 /Π(qz , qz′ ) 는 벌크와
표면 부분에 일치하는 ΠB (qz ) 와 ΠS (qz , qz′ ) 의 방정식을
Π(qz , qz′ ) 로부터 얻을 수 있다.
전자 가스층의 반무한 배열에 대한 Jain과 Allen [4]에
의한 변환을 사용하여 ϕ2nl (z)ϕ2ml′ (z) 에 대한 역 유전 함수
(inverse dielectric function) 는

Π0nm Vq sinh(qa)ggnm∓ −|l−l′ |
√
Unnmm
2γnnmm b2nm − 1
−(l+l′ +2)

Vq Π0nm Unnmm
2
12
21
22
√
(A11
nnmm Unnmm + (Annmm + Annmm )Unnmm + Annmm )
2
4N γnnmm
b2nm − 1
(5)
√
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bnm = cosh(qa) − Π0nm√Vq sinh(qa)ggnm∓ /(2γnnmm ) 이고, Unnmm = bnm + b2nm − 1, ggnm∓ (q)
= gnn′ (−q)gmm′ (q) + gmm′ (−q)gnn′ (q), q = qx2 + qy2 , Vq = 2πe2 /(ϵq) 이고, γnnmm = 1 − Π0nm Vq [gnnmm + gmmnn −
+(1 − exp(−q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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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nm∓ ]/2 이다. 식 (5) 의 오른편 항들은 각각 밀도-밀도 상관 함수 Πnn′ mm′ (l, l′ ) 의 벌크와 표면 부분에 일치하는
ij
′
0
′
S
′
0
′
ij
ΠB
nnmm (l, l )/Πnm (l, l ) 과 Πnnmm (l, l )/Πnm (l, l ) 이다. 식 (5) 의 A 는 다음과 같이 a 와의 관계가 나타난다.
( 11 12 ) (
) ( 11 12 )
a a
(1 − a11 G − a12 H − ) −a12 G − a11 H +
A A
=
= MA
(6)
a21 a22
−a21 G − a22 H −
(1 − a22 G − a21 H + )
A21 A22
여기서
a11 = gg ∓ + α2 e2qa gg − ,
a12 = a21 = − cosh(qa)gg ∓ − α2 eqa gg −
a22 = gg ∓ + α2 gg −
이다. 또한
G = (1 − exp(−qaN ))/(4N )

∑

ΠB (qz )/P (qz )2 ,

qz

H

±

= (1 − exp(−qaN ))/(4N )

∑

exp(±iqz z)ΠB (qz )/P (qz )2 ,

qz

gg ∓ (q) = g

nn′

(−q)g

mm′

(q) + g

mm′

(−q)gnn′ (q),

gg − = gnn′ (−q)gmm′ (−q),
α2 = α1 (1 − exp(−qzN )),
α1 = (ϵ − ϵ0 )/(ϵ + ϵ0 ) exp(−2δq),
∫
gnn′ (±q) =
ϕ2n (z)ϕ2n′ (z)e±qz dz
이다 [22,23].

IV. 벌크와 표면 플라즈몬

이다. 벌크 플라스몬의 분산관계는 ΠB (qz ) 의 극으로 식
(5) 의 ε(qz ) = 0 조건을 사용하여 얻는다. 장파장 한계에서

초격자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평균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
으로 자기장하에 집단 모드의 분산을 z 방향으로 반 포물선
형 구속 퍼텐셜을 가지는 GaAs/Alx Ga1−x As 반도체 초격
자의 장벽 Alx Ga1−x As 층의 알루미늄 조성비의 함수로서
적용했다 [23,24]. 초격자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평균 전기장
과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하의 다중 양자 우물계 초격자의
′
S
′
집단 여기는 ΠB
nnmm (l, l ) 와 Πnnmm (l, l ) 의 극 (pole) 으로
정의 된다. 여기서 계산의 간편을 위해 mt = ml = m0
로 두고, ϵ = 13.1, ϵ0 = 1, 계면과 첫 번째 층과의 거리를
δ = L/2 로 둔다. 40 전자 층에 대한 전자 파동 함수 ϕm (z)
는
L
)
2
√
L
m0 Ω 1
1
m0 Ω
)4 √
Hm (
(z − z0 − la + ))
=(
πℏ
ℏ
2
2m m!
m0 Ω
L 2
× exp(−
(z − z0 − la + ) ),
2ℏ
2
L
L
(la − ≤ z ≤ la + )
(7)
2
2
ϕm (z − la +

밀도-밀도 상관 함수로 부터 편극율은
ne ℏ 2 q 2
, m = 1, 3
m0 [(ℏω)2 + iγℏω]
2nEmm′
=
, m ̸= m′
2
[(ℏω)2 − Emm
′ + iγℏω]

Π0mm =

(8)

Π0mm′

(9)

으로 되는데, 여기서 Emm′ = Em − Em′ 이며, γ 는 현상적
인 확장 (phenomenological broadening) 인자이다. 여기서
m 과 m′ 은 양자수를 나타내고, ω = ωi − ωs 로 입사광의
진동수 ωi 와 산란광의 진동수 ωs 사이의 차를 나타낸다.
벌크 플라즈몬 밴드는 식 (5) 로부터 q 의 고정 값에 대한
−1 ≤ bnm ≤ 1 의 영역으로 정의된다. 표면 플라스몬의
분산은 식 (5) 의 표면부분으로부터 M (q, ω) = 0 의 조건을
사용하여 표면 부분의 극을 얻는다.
Fig. 1은 초격자 축에 수직인 자기장과 초격자 축에 평행
한 평균 전기장하에 반 포물선형 퍼텐셜에 구속된 전자들이
40층의 다중 양자 우물 계에 대한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
이의 전이에 기인한 표면과 벌크상태에 대한 알루미늄 조성

Optical Properties of Plasmons in a GaAs/Alx Ga1−x As Multiple Quantum Well · · · – Hyung Soo Ahn et al.

Fig. 1. Dispersion relationversus composition x for surface and bulk plasmons due to intrasubband and intersubband transitions (left-hand and right-hand side,
respectively) for a MQW system with a half-parabolic
confining potential well at qa = 2.0 under B = 5 T
and F = 5 × 105 V/m perpendicular and parallel to
the GaAs/Alx Ga1−x As semiconductor superlattice axis,
respectively. The values of the parameters are as follow: N = 40, ne = 7.7 × 1011 cm−2 , a = 82.7 nm,
L = 30 nm, m = 0.0665m0 , ϵ = 13.1, ϵ0 = 1.0, and
Emm′ = (m − m′ )ℏω, respectively [Refs. [9,14,2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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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persion relation versus magnetic field
strengthfor surface and bulk plasmons due to intrasubband and intersubband transitions (left-hand and righthand side, respectively) for a MQW system with a halfparabolic confining potential well at qa = 2.0 and x = 0.6
T under F = 5 × 105 V/m parallel to the superlattice
axis. The used parameters are the same as those used in
Fig. 1.
스몬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간의 양자화 된 분산 에너지들의
최대 분산 진동수 값이고 ωmm− 와 ωmm′ − 는 벌크 플라스
몬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간의 양자화 된 분산 에너지들의
최소 분산진동수이다. 여기서 ωmmS 와 ωmm′ S 는 각각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플라스몬 모드로서 표면 상태의
최대와 최소 분산 에너지의 진동수이다. Alx Ga1−x As층의
알루미늄 조성비의 값에 대한 에너지 장벽과 반 포물선형 구
속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1.247x/2 = m0 Ω2 L2 /2
와 (5 + 21 )ℏΩ < 1.247x/2 의 조건들로부터 0.1 ≤ x ≤ 1.0
의 범위에서 얻어졌다.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에 기인하는 분산 에너지의
최대값과 최소값 및 표면 플라즈몬의 분산 에너지는 알루미
늄 조성비 x 가 증사함으로서 부 밴드 11(m = 1) 상태내의

Fig. 2. Dispersion relationversus average electric field
strength for surface and bulk plasmons due to intrasubband and intersubband transitions (left-hand and righthand side, respectively) for a MQW system with a halfparabolic confining potential well at qa = 2.0 under
B = 5 T and x = 0.6 V/m andperpendicular and parallel to a GaAs/Alx Ga1−x As semiconductor superlattice
axis, respectively. The parameters are the same values
as those used in Fig. 1.

전이에 의한 분산 에너지를 제외하고 증가한다.
Fig. 2는 각각 B = 5 T, qa = 2.0, x = 0.6과 qx = 0.8q
의 조건에서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에 기인하
는 표면과 벌크 상태에 대한 분산 에너지의 평균 전기장의
의존성을 보여준다. 평균 전기장 세기가 증가함으로서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 상태와 벌
크상태의 최대 분산 에너지는 느리게 증가하는 부 밴드 11
상태내의 전이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감소한다. Fig. 2에서

비와 분산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들 관계는 B = 5

평균 전기장이 증가함으로서 부 밴드 33상태내의 전이에

T, qa = 2.0 과 qx = 0.8q, F = 5 × 105 V/m의 조건하에서

의한 표면 상태와 벌크 상태의 플라즈몬 모드의 최대 분산

알루미늄의 조성비 x 의 함수로서 나타내어 부 밴드 양자

에너지의 변이는 다른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와

준위의 띠 내와 띠 사이의 기인한 벌크와 표면 플라즈몬의

비교해서 크다. Fig. 2에서와 같이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분산 에너지를 얻었다. ωmm+ 와 ωmm′ + 는 각각 벌크 플라

사이의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플라즈몬에 대한 입사

1188

New Physics: Sae Mulli, Vol. 68, No. 11, November 2018

평균 전기장의 효과는 부 밴드 33상태내의 전이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무시할 수 있다.

상태의 플라즈몬 모드의 분산 에너지는 감소한다.

Fig. 3는 각각 F = 5 × 105 V/m, qa = 2.0, x = 0.6 과
qx = 0.8q 의 조건에서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상태에 대한 분산 에너지의 자기장의

V. 라만 스펙트라 (Raman spectra) 세기

의존성을 보여준다. 자기장 세기가 증가함으로서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 상태와 벌크상

T = 0 K에서 각각 진동수와 파 벡터를 가지는 입사광
(ωi , qi , kzi ) 과 산란광 (ωs , qs , kzs ) 에 대한 라만 세기는 다음

태의 최대 분산 에너지는 부 밴드 11상태내의 전이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증가한다. Fig. 3에서 자기장이 증가함으
로서 부 밴드 11상태내의 전이에 기인한 표면 상태와 벌크

F (ω, q, kz ) =

∑
n,m

인데, 여기서
Anm =

∑ ∑

e−2 λ
δ

∫

Im[−

∑

과 같이 밀도-밀도 상관함수 [9,14,22–24,29]의 허수부분을
포함하는

′

(10)

l,l′

′

e

′

Anm Π0nm ε(ll′ ; nm)−1 e−ikz (l−l )a e−ikz (l+l )a/λ ]

−2ikz (z−z ′ )− z+z
λ +ikz a(δl′ ,l′ −δl,l1 )
1

ϕn0 (z)ϕn′ l−l1 (z)ϕm0 (z ′ )ϕm′ l′ −l1′ (z ′ )dzdz ′

(11)

n′ ,m′ l1 ,l1′

여기서 식 (10) 의 q = qi − qs , ks = ksi + kss 인데 kzi = kz +
√
√
i/(2λ) 이며, kz = (ωi /c)Re ε 이고, λ−1 = (2ωi /c)Im ε
이다. λ 는 다중 양자 우물 계 내의 광자 쇠퇴 길이 (photon
decay length) 이다. 입사광이 단위 구조 중 한 층의 운반자
와 상호작용 함으로서 식 (10) 은
∑
F (ω, Q) =
Anm Im[−Π0nm ϵ(ω, qxy , 2kz )−1 ] (12)
n,m

로 간단하게 표현 된다. 여기서 2kz 는 다중 양자 우물계의
초격자 축 방향으로 광자로 부터 플라스몬에 이동하는 운
동량을 나타낸다.
반 포물선형 구속 퍼텐셜 우물 내 양자 상태 중 기저 상
태에 대한 띠 내 전이에 기인하는 ϕ1 (z + L/2 − la)ϕ1 (z +
L/2 − la)ϕ1 (z + L/2 − l′ a)ϕ1 (z + L/2 − l′ a) 항을 고려하면
식 (11) 은
A11 =

W1 W̄1
4L6 πλ4

(13)

이고,
W1 = Lλ[z3 e−z5 + z4 e−z6 ]
√
iz1
iz2
+2i πz7 e−z8 [erf i(
) − erf i(
)] (14)
4Lλ
4Lλ
인데, 여기서 z1 = (4 + 8ikz λ) − L2 (L + 2z0 )λ), z2 = (4 +
8ikz λ)+L2 (L−2z0 )λ), z3 = (4+8ikz λ)−L2 (L−2z0 )λ)이

고 z4 = (4+8ikz λ)+L2 (L+2z0 )λ)이다. z5 = (L−2z0 )(8+
16ikz λ + L2 (L − 2z0 )λ), z6 = (L + 2z0 )(−8 − 16ikz λ +
L2 (L + 2z0 )λ), z7 = 2 + λ(8ikz λ − 8kz2 λ + L2 λ) 이고 z8
√ ∫ iz
2
= (i − 2kz λ)2 /(L2 λ2 ) 이며 erf i(z) = 2/(i π) 0 e−t dt
이다. W̄1 은 W1 의 복소수 공액을 나타낸다.
라만 세기 F (ω, q, kz ) 의 계산을 위해 사용한 변수 [9,14,
22–24,29]들을 다음과 같이 kz = 2π/(5a), n = 7.7 × 1011
cm−2 , N = 40 값을 사용했다.
Fig. 4에서는 초격자 축에 평행한 여러 평균 전기장 세
기에 대해 B = 5 T, qa = 2.0 과 qx = 0.8q 조건하에서
입사광 에너지의 함수로 반 포물선 구속 퍼텐셜에 구속된
다중 양자 우물계의 부 밴드 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플라즈몬의 라만 세기를 나타냈다. Fig. 4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γ = 10−7 meV에 대한 다른 평균 전기장에 대한 다른
크기의 피트 강도에 의해 부 밴드 내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
상태에 대해 2개와 벌크상태에 대해 4개의 피트를 보여준다.
ωmm± 로 표현된 4개의 벌크 플라즈몬은 Re(bmm ) = −1 과
Re(bmm ) = 1 의 부 밴드 내 전이 조건으로부터 얻어졌다.
ωmmS 의표면 플라즈몬 피크는 M = 0 의 부 밴드 내 전이
조건으로부터 얻어졌다. Fig. 4의 점선으로 연결된 선은 벌
크와 표면 플라즈몬에 대한 피크의 중심을 나타낸다. Fig. 4
에서 전기장 세기가 증가함으로서 4개의 벌크 플라즈몬 피
크와 2개의 표면 플라즈몬의 피크가 낮은 혹은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의 이동은 부 밴드 내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Optical Properties of Plasmons in a GaAs/Alx Ga1−x As Multiple Quantum Well · · · – Hyung Soo Ahn et al.

Fig. 4. ℏω versus Raman intensities for bulk and surface
plasmons due to intrasubband transitions using γ = 10−7
meV under various average electric fields at qa = 2.0,
x = 0.6, and B = 5 T. The parameters have the same
values as those stated in the caption of Fig. 1.

Fig. 5. ℏω versus of Raman intensities for bulk and
surface plasmons due to intersubband transitions using
γ = 10−9 meV under various average electric fields at
qa = 2.0, x = 0.6, and B = 5 T. The parameters have
the same values as those stated in the caption of Fig. 1.
플라즈몬에 대한 Fig. 2의 증가하는 전기장에 대한 피크의
이동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Fig. 5에서는 Fig. 4에서 적용한 초격자 축에 평행한 여러
평균 전기장 세기의 계산과 같은 조건하에서 입사광 에너
지의 함수로 반 포물선형 구속 퍼텐셜에 구속된 다중 양자
우물계의 부 밴드 사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플라즈몬
의 라만 세기를 나타냈다. Fig. 5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γ = 10−9 meV에 대해 다른 크기의 피트 강도에 의해 부
밴드 사이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 상태에 대해 2개의 피크는
M = 0 의 조건으로부터 얻어졌고, 벌크상태에 대해 4개의
피트를 보여준다. ωmm± 로 표현된 4개의 벌크 플라즈몬
은 Re(bmm ) = ±1 의 부 밴드 사이의 전이 조건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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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ℏω versus Raman intensities for bulk and surface
plasmons due to intrasubband transitions using γ = 10−7
meV at qa = 2.0, x = 0.6, and F = 5×105 V/m under the
same magnetic fields as those used for previous figures.
The parameters have the same values as those stated in
the caption of Fig. 1.
얻어졌다. Fig. 5의 점선으로 연결된 선은 Fig. 4와 같이
벌크와 표면 플라즈몬에 대한 피크의 중심의 연결을 나타
낸다. Fig. 5에서 평균 전기장 세기가 증가함으로서 4개의
벌크 플라즈몬 피크와 2개의 표면 플라즈몬의 피크가 낮은
혹은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의 이동은 Fig. 2의 부 밴드 사이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플라즈몬에 대한 Fig. 2의
증가하는 전기장에 대한 피크의 이동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Fig. 6에서는 초격자 축에 수직한 여러 자기장 세기에
대해 F = 5 × 105 V/m, qa = 2.0 과 qx = 0.8q 조건하에서
입사광 에너지의 함수로 반 포물선 구속 퍼텐셜에 구속된
다중 양자 우물계의 부 밴드 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플라즈몬의 라만 세기를 나타냈다. Fig. 6에서는 Fig. 3에
서 보여준 바와 같이 γ = 10−7 meV와 다른 자기장에 대해
다른 크기의 피트 강도에 의해 부 밴드 내 전이에 기인하는 2
개의 표면 상태와 4개의 벌크상태에 대한 피트를 보여준다.
Fig. 6의 점선으로 연결된 선은 벌크와 표면 플라즈몬에
대한 피크의 중심을 나타낸다. Fig. 6 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자기장 세기가 증가함으로서 33상태의 높은 에너지
영역이나 11상태의 낮은 에너지 영역으로의 피크 중심들의
연결선에 의한 4 개의 벌크 플라즈몬 피크와 2 개의 표면
플라즈몬의 피크의 이동은 부 밴드 띠 내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플라즈몬에 대한 Fig. 3의 증가하는 자기장에
의한 피크의 이동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Fig. 7 에서는 Fig. 5 에서 적용한 초격자 축에 수직한
자기장 세기의 계산과 같은 조건하에서 입사광 에너지의
함수로 반 포물선 구속 퍼텐셜에 구속된 다중 양자 우물계
의 부 밴드 사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플라즈몬의 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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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태와 비교해서 분산 에너지의 큰 변이를 일으키는
부 밴드33 상태내의 전이에 기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무시
할 수 있다. 자기장이 증가함으로서 부 밴드 내와 부 밴드
사이의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과 벌크 프라즈몬 모드의 분산
에너지는 감소하는 부 밴드 11상태내의 전이에 기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증가한다.
요약하면, Alx Ga1−x As에 대한 반 포물선형 구속 퍼텐
셜의 양자 상태 중 기저 상태 내 표면과 벌크 플라즈몬이
초격자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평균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의
자기장에 민감하지 않다. 입사광의 산란과정에서 초격자
Fig. 7. ℏω versus Raman intensities for bulk and surface
plasmons due to intersubband transitions using γ = 10−9
meV at qa = 2.0, x = 0.6, and F = 5×105 V/m under the
same magnetic fields as those used for previous figures.
The parameters have the same values as those stated in
the caption of Fig. 1.

축 방향으로 광자로부터 플라즈몬에 운동량의 작은 전달
과정에서 벌크 플라즈몬에 대한 라만 피크 폭의 넓힘은
다중 양자 우물 계 내의 광자 쇠퇴 길이에 관계되며, 표면
플라즈몬은 초격자계면과 진공에 의한 영상 전하 효과와
초격자계면으로부터 제1층의 양자 우물 사이의 거리에 지
수 적으로 역 비례하는 α1 의 값에 의존한다. 라만 피크의

세기를 나타냈다. Fig. 7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γ = 10−9
meV에 대해 다른 크기의 피트 강도에 의해 부 밴드 사이
전이에 기인하는 표면 상태에 대해 2개의 피크는 M = 0

이동은 평균 전기장, 자기장과 운동량의 값에 의존한다. 이
결과는 라만 스펙트라 (spectra) 가 표면 플라즈몬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공한다.

의 조건으로부터 얻어 졌고, 벌크상태에 대해 4개의 피트를
보여준다. Fig. 7에서 자기장 세기가 증가함으로서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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