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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1−x Mnx S thin films were grown on GaAs(100) substrates by using hot-wall epitaxy. X-ray
diffraction patterns revealed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epilayer. The opt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using spectroscopic ellipsometry at 300 K from 3.0 – 8.7 eV.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critical points of the pseudodielectric function spectra, ⟨ε(E)⟩ = ⟨ε1 (E)⟩+⟨ε2 (E)⟩,
such as E0 /E0 + ∆0 , E1 , and three E2 (Σ, ∆, Γ)structures. These critical points were determined by
fitting analytical line-shapes to numerically calculated derivatives of the pseudodielectric functions.
In particular, the transmittance/absorptance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to obtain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Zn1−x Mnx S epilayers, and the exact optical energy bandgap (Eg ) was determined
by comparing these results with the results of the ellipsometry measurements. Also, the energy
band structures from the ellipsometry and the absorptance measurements were analyzed as a function of Mn concentration. The results obtained demonstrate that ellipsometry can be efficiently
and non-destructively used to examine the energy bandgap of Zn1−x Mnx S epilayers.
PACS numbers: 73.20.A, 78.20.C
Keywords: Zn1−x Mnx S thin film, Spectroscopic ellipsometry, Hot-wall epitaxy, X-ray diffraction patterns,
Pseudo dielectric functions, Critical points, Transmission measurement

타원편광분석법과 흡수측정을 이용한 Zn1−x Mnx S 박막의 분광학적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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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Zn1−x Mnx S 박막은 열벽적층성장법 (Hot-Wall Epitaxy, HWE) 으로 GaAs(100)
기판 위에 Mn 조성에 변화를 주어 성장시켰다. 성장된 박막의 결정구조는 엑스선 회절 (XRD) 패턴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박막의 광학적 특성인 유사유전함수는 분광학적 타원편광분석법 (spectroscopic
ellipsometry, SE) 을 사용하여 실온에서 3.0 – 8.7 eV 광자에너지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유사유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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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ε(E)⟩ = ⟨ε1 (E)⟩ + ⟨ε2 (E)⟩ 에 나타난 E0 /E0 + ∆0 , E1 , 그리고 세 개의 E2 (Σ, ∆, Γ) 와 같은
임계점 구조들은 타원편광분석법으로 측정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각각의 정확한 임계점
봉우리들은 유사유전함수의 데이터를 이차 미분한 이계도함수 d2 ⟨ε(E)⟩/dE 2 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특히,
Zn1−x Mnx S 박막의 정확한 광학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과/흡수 측정을 수행하였고, 이를 타원편광
분석법으로 조사된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정확한 광학적 에너지 밴드갭 (Eg ) 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Mn
조성이 증가함에 따른 타원분광학적 측정과 흡수 측정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밴드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타원편광분석법이 Zn1−x Mnx S 시료의 광학적 에너지밴드갭을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PACS numbers: 73.20.A, 78.20.C
Keywords: Zn1−x Mnx S 박막, 타원편광분석법, 열벽적층성장법, 엑스선 회절패턴, 유사유전함수, 임계점 구조,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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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Zn1−x Mnx S 박막은 열벽적층성장
법 (Hot-Wall Epitaxy, HWE) 으로 성장시켰으며, 박막의

II-VI족 화합물 반도체인 ZnS는 광전소자나 박막 전기
발광장치, 단파장 발광다이오드, 그리고 박막 태양전지와
같은 장치에 응용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물질로 각
광 받고 있다 [1, 2]. ZnS에 Mn을 첨가하여 만들 수 있는
Zn1−x Mnx S는 희박자성 반도체로서 Zn2+를 전이금속인
Mn2+로 치환하여 성장시킬 수 있고, 전이금속 이온의 조
성비를 조절하여 에너지 밴드갭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
다 [3]. 또한 Zn1−x Mnx S는 큰 에너지 밴드갭 (– 3.7 eV)을
가지고 있어서 박막을 사용한 높은 효율의 전기발광장치와
광전소자 응용에 매우 전망있는 물질로 고려되고 있다 [3,
4].
이러한 응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Zn1−x Mnx S
단결정 박막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이들의 광범위한
광학적�전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러
나 이들 물질의 전자기적 특성은 물론 광학적 특성들도 아직
전반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한편, Mn 성분이 없는 순수한
ZnS에서는 타원분광학적 특성을 6.0 eV 이하 광자에너지
범위에서 연구한 몇 개의 결과들이 보고 되었으나 [5–7],
높은 에너지 범위인 6.0 eV 이상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8]. 그러므로 넓은 광자에너지 범위에서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Zn1−x Mnx S의 타원분광학적 특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타원편광분석법에서 나타나는
임계점 구조들은 에너지 밴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어서 유사 유전함수의 분광학적 분석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타원편광분석법 (Spectroscopic Ellipsometry, SE)
은 반도체의 광학적 유전 특성들을 비파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5]. 한편, 흡수
측정은 정확한 광학적 에너지 밴드갭 (Eg ) 을 구할 수 있어
서 타원편광분석법에서 얻은 E0 구조와 비교하여 분석하면
매우 유용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결정구조는 엑스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패턴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성장된 Zn1−x Mnx S 박막들의 광학
적 유전상수는 300 K에서 타원편광분석법을 사용하여 3.0
– 8.7 eV 사이에서 측정하였다. Mn 조성의 증가에 따른
E0 /E0 + ∆0 , E1 , 그리고 세 개의 E2 와 같은 임계점 봉우
리들의 이동성 (shifting) 과 넓어짐 (broadening) 특성들이
연구되었다. 타원편광분석법으로 조사된 데이터들을 통해
얻은 유사유전함수 스펙트럼 ⟨ε(E)⟩ = ⟨ε1 (E)⟩ + ⟨ε2 (E)⟩
의 결과로부터 박막의 복소 유전상수 ε1 (E) 와 ε2 (E) 를 결
정하였으며, 모든 임계점 봉우리들은 수학적으로 계산된 이
계도함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특히, Zn1−x Mnx S 박막에
대하여 흡수 측정을 수행하여 정확한 광학적 에너지 밴드갭
(Eg ) 을 얻었고, 이를 타원편광분석법으로 얻은 E0 구조와
비교하였으며, 또한 Mn 조성 변화에 따른 에너지밴드 구조
의 변화도 분석하였다. 본 결과는 Zn1−x Mnx S 박막에 대하
여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II. 실 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Zn1−x Mnx S 박막들은 열벽
적층성장법에 의해 GaAs (100) 기판 위에 성장되었다.
Zn1−x Mnx S 박막을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기판온도와 열벽
부 온도, 그리고 원료부 온도는 각각 200 ◦ C, 580 ◦ C, and
750 ◦ C 이었다. Mn 성분의 온도는 720 ◦ C에서 790 ◦ C
까지 조절되었다. Zn1−x Mnx S 박막의 두께는 스펙트로미
터를 사용하여 반사측정으로부터 약 1.0 µm로 결정되었고,
성장률은 1.0 – 3.0 Å/s이었다. Zn1−x Mnx S 박막의 결정
구조와 격자상수는 X-선 회절장치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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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하였다. SE 측정 동안에는 공기에 의한 오염이나 산화
방지를 위하여 고순도로 건조된 질소 가스가 연속적으로
박막 표면으로 흐르게 하였다. Zn1−x Mnx S 박막의 광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된 타원편광분석 장치는 듀트
론 (deuteron) 램프와 제논 (xenon)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
하는 고진공 자외선 영역의 타원편광분석 장치 (Woolam
VUV-VASE system) 로 구성 되었다. 광자에너지의 측정
범위는 3.0 – 8.7 eV였으며 입사각은 70◦ 이었고 실온에서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값은 타원편광학적 방위각 ∆
과 Ψ 값으로 얻었으며, 이는 각각 반사 후 파의 위상차이와
반사계수 차이이다. 이를 이용하여 박막의 복소 유사유전
함수 ⟨ε(E)⟩ 는 다음의 Eq. (1)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ε(E)⟩ = εa sin ϕ{1 + tan2 ϕ[(1 − ρ)/(1 + ρ)]2 }

(1)

여기서 ρ = tan Ψei∆ 이고, εa = n2a = 1 과 ϕ 는 각각 입사
매질의 유사유전함수와 입사각이다. 시료 측정 이전에 시
료의 표면거칠기나 겹침층 (overlayer) 에 대한 수정이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원편광학적 데이터들로부터 얻은
유전함수 스펙트럼은 유사 유전함수 ⟨ϵ(E)⟩로 처리되었다.
Fig. 1. (Color online) The XRD patterns of Zn1−x Mnx S
thin films.

III. 결과 및 고찰
Figure 1은 세 조성의 Zn1−x Mnx S 박막의 XRD 패턴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Mn 조성 증가에 따라서 박막의 봉우
리강도는 약간 작아지고 반치폭은 약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Zn1−x Mnx S (200)과 (400) 봉우리는 GaAs
(200)과 (400) 봉우리에 따라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Zn1−x Mnx S 박막과 GaAs 기판 봉우리 사이의
분리각은 Mn 조성 증가에 따라서 약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고, Zn1−x Mnx S 박막의 XRD 봉우리의 크기는 Mn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반치폭은 증
가하였다. 이는 Mn 조성 증가에 따라 Zn1−x Mnx S 박막의
격자상수가 증가하고 박막의 결정질은 다소 감소함을 의미
한다. XRD 스펙트럼으로부터 세 개의 박막들은 섬아연광
(zincblende) 구조로 관측되었고 다른 봉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21◦ 근처에서 관측된 봉우리는 측정시 오차
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앞선 보고에서 나타
난 것처럼 박막들에 대하여 Vegard’s 법칙이 가정된다면
ZnS와 MnS의 격자상수는 각각 5.410 Å과 5.559 Å이고,
Zn1−x Mnx S 박막의 XRD 봉우리들의 위치는 완전히 격자
이완된 박막의 것과 일치하였다 [9].
Figure 2는 Mn 조성 x 가 증가함에 따라 SE 측정으로
부터 얻어진 Zn1−x Mnx S 박막의 유사유전함수의 실수 부
분인 ⟨ε1 (E)⟩ 를 보여준다. Figure 2에서 임계점 구조들

은 Cardona와 Greenaway 표시법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10]. 지금까지 Zn1−x Mnx S 박막에 관하여 많은 보고가 있
었다 할지라도, Mn 조성 x의 함수로서 SE 측정결과를 보인
보고는 많지 않았다 [11–14]. Figure 2에서 보여준 에너지
밴드갭 E0 /E0 + ∆0 이하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강한 간섭
무늬는 투명한 박막층에서 빛의 다중 내부반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등과 Dahmani 등은 분광학적
엘립소미트리를 이용한 연구에서 E0 봉우리가 간섭무늬의
오른쪽 끝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15,16]. 본
연구에서도 Zn1−x Mnx S 박막의 E0 /E0 + ∆0 봉우리들은
간섭무늬의 오른쪽 끝에서 나타났다. E0 와 E0 + ∆0 봉
우리는 천이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ZnS의 고유 스핀 분리 에너지 ∆0 가 – 70 meV로 아주
작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이러한 정도의 값은
다른 II-VI 족 반도체들보다 작은 값이고, 그런 이유로 E0 와
E0 +∆0 봉우리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개의 Zn1−x Mnx S
박막에서 모두 단일 봉우리로 나타났다. Figure 2에서 보여
준 것처럼 x = 0.05에서 E0 와 E0 +∆0 봉우리는 약 3.76 eV
근처에서 관측되었고, Mn 조성증가와 함께 봉우리위치가
낮은 에너지쪽으로 이동하여 x = 0.10 과 x = 0.15 에서는
각각 3.66 eV와 3.65 eV에서 나타났다. 한편, E1 봉우리
는 2D 엑시톤에 의한 천이에 기인된 것이며, x = 0.05 의
박막에서 5.73 eV에 나타났고 [17], Mn 조성 증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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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he pseudodielectric function
⟨ε1 (E)⟩ spectra of the Zn1−x Mnx S thin films obtained
from the SE measurement at room temperature.

Fig. 3. (Color online) The pseudodielectric function
⟨ε2 (E)⟩ spectra of the Zn1−x Mnx S thin films obtained
from the SE measurement at room temperature.

낮은 에너지쪽으로 이동하였다. x = 0.05 에서 E2 봉우리
는 브릴루앙 지역에서 천이 방향에 따라 세 개의 봉우리로
분리되었다. 세 개의 구조는 6.98 eV (Σv2 → Σc1 ), 7.40 eV
(∆v5 → ∆c1 ), 그리고 7.84 eV (Γv15 → Γc15 ) 로 나타났다 [8].
본 연구에서 E2 봉우리의 데이터 (6.98 eV, 7.40 eV, 7.84
eV) 는 Ghong 등의 결과, 그리고 본 연구팀의 과거 결과와
대체로 일치 하는 경향을 보였다 [18,19].
Figure 3은 Zn1−x Mnx S 박막의 유사유전함수의 허수
부분인 ⟨ε2 (E)⟩ 를 나타낸다. Γ-천이에 의하여 발생된
E0 /E0 + ∆0 봉우리는 2D M0 CP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5,17]. Figure 3에서도 세 종류의 박막에서 E0 /E0 + ∆0
봉우리는 모두 단일 봉우리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낮은
Mn 조성영역에서 – 5.73 eV에 위치한 E1 봉우리는 2D
엑시톤에 기인하며, 이러한 엑시톤 효과는 III-VI 반도체
보다는 II-VI 반도체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보고 되고 있다 [5, 20–22]. 그러므로
Fig. 3에서 엑시톤의 기여에 의한 E1 봉우리는 다른 어떤
봉우리보다도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Mn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E1 봉우리는 낮은 에너지쪽으로 이동하였
고, 봉우리폭은 넓어졌으며 봉우리강도는 약해졌다. 이는
Mn 조성이 증가할수록 2D 엑시톤이 강하게 국소화 되어
약하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5]. 이러한 결과는 각각 몇 개가

겹치는 (overlap) 봉우리와 삼원화합물에서 결함이 증가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세 개의 E2 봉우리는 낮은 Mn
조성영역 (x ≤ 0.10) 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높은 Mn
조성영역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앞서 보고한 바 있다
[23].
Figure 4 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세 종류의 조성별
Zn1−x Mnx S 박막의 유사유전함수 ⟨ε(E)⟩ 의 이계도함수
d2 ⟨ε(E)⟩/dE 2 를 보여준다. 이차 미분한 데이터는 임계점
봉우리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열린 사각형과 열린 원은 본 연구에서 SE로 측정
한 데이터이고, 실선과 점선은 이차미분하여 계산된 ε1 (E)
와 ε2 (E) 를 각각 보여준다. 다음 Eq. (2) 의 이계도함수를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얻은 데이터들은 이차원적
임계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간단한 선 모양으로 표현하여
임계점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였다 [24,25].

ε(E) = C − A ln(E − Ei − iΓ) exp(iΦ)

(2)

이러한 수식은 네 개의 매개 변수:에너지 E, 넒어짐 상수 Γ,
진폭 A, 그리고 위상각 Φ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유사 유전함수 ⟨ε(E)⟩의 허수 부분이 이계도함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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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he second derivatives of the pseudodielectric function ⟨ε(E)⟩ spectra of Zn1−x Mnx S thin
films obtained from SE measurement at room temperature. The open circles and squares are the SE data, and
the solid line and dotted line are the fitted data.
Table 1. Critical point parameters of Zn0.95 Mn0.05 S epilayer fitted by Eq. (2).
A(eV)
Φ(deg)
E(eV)
Γ(eV)

E0 /E0 + ∆0
2.93
-2.30
3.76
0.18

E1
1.47
-11.3
5.73
0.28

E2(Σ)
4.96
-8.03
6.98
0.31

E2(∆)
12.9
-7.8
7.40
0.50

E2(Γ)
6.20
-1.94
7.48
0.26

Fig. 5. (Color online) Transmittance (%) and absorptance (%) of free-standing Zn1−x Mnx S thin films.
있었다. Zn1−x Mnx S 박막의 투과스펙트럼은 밴드끝(band
edge)에서 보여주는 높은 굴절지수의 전형적인 간섭무늬를
보여주며, 파장이 340 nm와 360 nm 사이의 좁은 영역에서
나타난 투과율의 급격한 변화는 박막의 결정성이 우수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6]. 한편, Fig.
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x = 0.05 에서 박막의 투과율은
80%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Mn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 영점과 교차하는 점을 박막의 임계점으로 결정하였고,
각각의 매개변수들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4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계도 함수 스펙트럼은 Fig. 2와 Fig. 3의
미분되지 않은 그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뚜렷한 구조를
보여준다.
Figure 5는 광에너지의 파장 범위가 280 – 480 nm 사
이에서 측정된 세 개의 조성별 Zn1−x Mnx S 박막의 광학적
투과와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박막의 정확한 광학적
에너지밴드갭 (Eg ) 을 구하기 위하여 GaAs 기판은 상온에
서 자력교반기 (magnetic stirrer) 플레이트 위에 놓여있는
비이커속의 1NH3 OH:10H2 O2 선택용액을 이용하여 제거
하였다. 선택용액 속에 놓여있는 옥타곤 바의 회전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GaAs 기판이 천천히 용해되기 때문에
역학적(mechanical)이고 화학적(chemical)으로 제거할 수

Mn 조성이 증가하여 삼원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박막의 결정성이 떨어진다는 결과와 연관지을 수 있다 [27].
Figure 6은 투과/흡수 측정의 결과로부터 정확한 광학적
에너지밴드갭을 구하기 위하여 (αhν)2 대 hν(α 는 흡수계
수이고, hν 는 광자에너지임) 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광학적 에너지밴드갭 Eg 는 흡수계
수 α 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28].
αhν = A(hν − Eg )n

(3)

여기서 A 는 상수이고, hν 는 입사광 에너지이며, n 은 반
도체의 광학적 천이과정을 결정하는 인자로서 직접천이와
간접천이의 경우 각각 1/2과 3/2으로 주어진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된 Zn1−x Mnx S 박막은

Spectroscopic Characteristics of Zn1−x Mnx S Thin Films by Ellipsometry and Absorptance · · · – Dae Jung Kim et al.

Fig. 6. (Color online) Plot of (αhν)2 versus hν of
Zn1−x Mnx S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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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Comparison of the E0 structure
and energy band gap Eg of Zn1−x Mnx S thin films obtained from the SE and the transmittance spectrum at
room temperature.

흡수 스펙트럼의 밴드 끝단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직접천이형 밴드 물질에서 전형적으로 나

정상 오류, 또는 박막의 산화층이나 불순물 층들에 의하여

타나는 현상과 잘 일치한다 [26–28]. 그런 결과로 그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흡수/투

에너지 축을 향해 직선으로 내려 긋는 외삽법을 사용하였고,

과측정으로 에너지밴드갭 Eg 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을

세 개의 조성별 Zn1−x Mnx S 박막의 광학적 에너지밴드갭은

뿐만 아니라, 타원편광분석법을 이용하여 필름의 손상 없이

각각 3.58 eV, 3.54 eV 그리고 3.52 eV로 나타났다.

비파괴적으로 광학적 에너지밴드갭의 근삿값을 효율적으로

Figure 7은 세 개의 Zn1−x Mnx S 박막에 대하여 타원편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분석법으로 얻은 E0 구조와 기판이 제거된 박막의 흡수
스펙트럼으로부터 획득한 광학적 에너지밴드갭 Eg 의 봉우
리 에너지 위치를 비교한 것이다. 앞서 Fig. 6에서 보여준

IV. 결 론

것처럼, 실온에서 세 개의 Zn1−x Mnx S 박막의 광학적 에
너지밴드갭은 흡수계수와 포톤에너지 [(αhν)2 대 hν] 사이

본 연구에서는 Zn1−x Mnx S 박막들이 열벽적층성장법에

관계에 의하여 각각 3.58 eV, 3.54 eV 그리고 3.52 eV로

의하여 GaAs (100) 기판 위에 성장되었고, XRD 패턴으

결정되었다. 한편, 타원편광스펙트럼의 분석으로부터 얻은

로부터 박막들은 일정한 섬아연광 (zincblende) 구조라는

E0 구조는 각각 3.76 eV, 3.66 eV 그리고 3.65 eV이었다

것을 확인하였다. 박막의 광학적 특성들은 300 K에서 3.0

[26–29].

– 8.7 eV의 에너지범위에서 엘립소미트리 측정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 흡수 스펙트럼으로부터 획득한 광학적 에너

결정되었다. Zn1−x Mnx S 박막들의 E0 /E0 + ∆0 봉우리는

지밴드갭 Eg 와 타원편광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은 E0 구조는

유사유전함수 ⟨ε(E)⟩ 의 간섭무늬의 오른쪽 끝에서 단일

약 0.12 – 0.18 eV 정도의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

봉우리로 약 3.76 eV 근처에서 관측되었다. E1 봉우리는

이는 흡수측정을 위해 기판이 제거되어 독립된 Zn1−x Mnx S

2D 엑시톤의 기여에 의한 것이며, – 5.73 eV로 나타났다.

박막과는 달리 엘립소미터의 경우 기판의 영향력에 대한 인

낮은 Mn 조성영역에서 E2 봉우리는 천이 위치에 따라 6.98

위적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엘립소미터 자체의 측

eV (Σ), 7.40 (∆), 그리고 7.84 (Γ) 같은 세 개의 봉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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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세 개의 조성별 Zn1−x Mnx S 박막의 유사유전
함수 ⟨ε(E)⟩ 의 임계점들은 수학적으로 계산된 이계도함수
d2 ⟨ε(E)⟩/dE 2 에 의하여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정확한 임계점 봉우리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다.
기판이 제거되어 독립된 세 종류의 조성별 Zn1−x Mnx S
박막의 에너지밴드갭 Eg 를 결정하기 위하여 파장 범위가
280 – 480 nm 사이에서 흡수/투과 측정이 수행되었다.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간섭무늬는 일정한 형태를 보여주
었으며, 박막이 잘 성장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삽법을 사용하여 세 개의 Zn1−x Mnx S 박막의 광학적 에
너지밴드갭 Eg 는 흡수계수와 포톤에너지 [(αhν)2 대 hν]
사이 관계에 의하여 각각 3.58 eV, 3.54 eV 그리고 3.52 eV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흡수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밴드갭 Eg 와 타원편광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은 E0
구조는 약 0.12 – 0.18 eV 정도의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흡수/투과 측정으로 Zn1−x Mnx S 박막의 에
너지밴드갭 Eg 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원편광분석법이 필름의 손상 없이 비파괴적으로 광학적
에너지밴드갭의 근삿값을 효율적으로 관측하기에 매우 적
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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