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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 기층에 의한 후면반사를 고려한 회전검광자 방식의 

타원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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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의 후면에서 반사한 빛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투명한 기층 위에 박막이 있는 시료의 분광타원상수를 모델링 분석하

였다. 후면반사가 타원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기층의 복소굴절률과 두께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이를 모델링 분석에 적용하였다. 
유리 기층 위에 ITO 박막이 있는 시료에 대해 후면반사를 고려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박막의 두께와 복소굴절률 등을 구한 결과

가 후면에서 반사된 빛을 제거하여 측정, 분석하는 통상적인 타원법에 의한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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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troscopic ellipsometric constants are analyzed to determine the thickness and the complex refractive index of a film 
coated on a semi-transparent substrate, with the reflection from the backside of the substrate properly considered. Expressions 
representing the effect of the backside reflection on ellipsometric constants are derived using the thickness and the complex 
refractive index of the substrate. The thickness and the complex refractive of an ITO thin film coated on a glass substrate are 
obtained by using this method. The results agree quite well with the ones obtained by following the conventional modeling 
procedure where the backside reflection is neglected during ellipsometric measurement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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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출시된 스마트 폰과 같이 첨단 전자, 통신 복합기기

가 소형화되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된 멀티미디어 시대

에 있어서 손쉽게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입력장치의 필요

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화면상에서 손이나 펜에 의한 직

접적인 접촉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패널

(touch screen panel)도 그 사용량이 늘고 있다. 주로 풀터치 

휴대폰에 사용되는 터치스크린은 유리나 PET 처럼 투명한 

기층 위에 저항성분의 물질을 코팅하고 그 위에 폴리에스틸

렌 필름을 덮어씌워 만든 형태이다. 이 터치스크린은 외형상

으로는 간단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다층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층막을 구성하는 박막의 분석에는 여

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박막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매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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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the sample structure with an ITO thin film 
coated on a glass substrate.

 FIG. 2. A rotating analyzer type spectroscopic ellipsometer.

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측정행위 자체가 시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타원법(ellipsometry)이 큰 주

목을 받고 있다.[1]

하지만, 타원법을 이용하여 유리나 PET와 같은 투명한 기

층 위의 다층 박막을 분석할 경우 기층의 후면에서도 반사가 

일어나 박막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들에 더해지게 된다. 이 

때 후면에서 반사된 빛은 세기와 편광상태 모두에 영향을 주

므로 박막의 구조와 광학상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데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 통상적으로 기층의 후면반사는 데이터를 

얻는 측정과정에서 박막에 의한 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도록 소광처리 되는데, 대표적인 소광처리 방법으로는 i) 굴
절률 매칭용액(index matching fluid)을 사용하는 방법, ii) 두
꺼운 기층을 사용하는 방법, iii) 반투명 테잎을 기층의 뒷면

에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iv) 사포 등으로 뒷면을 거칠게 연

마하는 방법이 있다.[2] 먼저 굴절률 매칭용액을 사용하는 방

법은 기층과 굴절률이 비슷한 물질을 기층의 뒷면에 발라서 

빛이 후면에서 반사하는 대신에 굴절률 매칭용액에 들어가

게 하는 방법이고, 두꺼운 기층을 사용하는 방법은 후면에서 

반사한 빛이 박막이 있는 전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과 공간

적으로 분리되게 하는 방법이며, 반투명 테잎을 사용하는 방

법과 후면연마 방법은 빛이 후면에서 산란하게 하여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층의 후면을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방법들은 적용하기가 쉬우며 대부분의 유리나 PET 같
은 물질과 굴절률이 잘 일치하는 매칭용액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료의 크기에 제약이 있으며 여러 포인트의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또는 in-line 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
후면에서의 반사를 소광처리 할 수 없을 때 후면에서의 반

사를 반영하여 박막의 구조와 물성을 분석하는 모델링 방법

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에 관한 몇가

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3-6] 
특히 Yang 등은 결맞지 않게 

더해지는 기층에서의 다중반사가 타원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었고 박막이 없는 유리기

층 등에 대하여 가유전함수(pseudo dielectric constant) 형태

로 측정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회전

검광자방식 타원법에서 구한 Fourier 타원상수에 기반한 오

차함수를 사용한 모델링분석에서 후면반사를 반영하여 박막

의 구조와 물성을 결정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거나
[4-6] 

기

층이 빛을 흡수하지 않을 때 관찰되는 가유전함수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3] 
본 논문에서

는 투명한 기층을 포함하여 반투명한 기층의 후면에서 반사

한 빛이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는 광학모델을 소개하고, 회전

검광자형 타원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모델을 사용하여 박막의 두께와 밀도 등을 분석

하는 수학적 표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가 후면반사를 제거하여 측정, 분석한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 방법은 후면반사를 제거하기 위해 추

가적인 시료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측정 및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시료의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in-line 

적용이 가능하여 기초연구와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박막을 검

사하고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실험 및 방법

2.1. 시료준비

본 실험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터치패널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ITO/glass 시료를 사용하였다. 이 시료는 두께가 대략 

0.7 mm인 유리기판 위에 스퍼터링 방법으로 130 nm 정도의 

ITO 박막을 입힌 시료이다. 

2.2. 타원상수 측정 및 투과율 측정

타원상수 측정에 사용된 편광분석 장비는 그림 2와 같은 

회전검광자 방식의 상용화된 타원계이다.(엘립소테크놀러지, 
Elli-SE) 이 같은 회전검광자 방식의 타원계는 광원-편광자-
보정기-시료-검광자-광검출기로 구성되어 구조가 간단하고 

작동원리가 단순하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은 후면반사가 측

정되는 타원상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에 유리한 장점

이 있다. 또한 핵심편광소자는 편광자와 검광자 뿐이므로 분

광화 및 고속, 자동화 측정이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측정 

대역은 1.2-5.2 eV로 파장으로 환산하면 240-1030 nm 이다. 
투과율은 일반적인 투과율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측정 파장대역은 240–800 nm 이다.

III. 이    론

3.1. 투과영역과 반투과영역에서 기층의 후면반사가 타

원상수에 미치는 영향

타원계를 이용하여 투명한 기층 위의 박막을 측정할 때 기

층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우면 시료 후면에서 반사된 빛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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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s of light reflecting from the front side of the 
substrate coated with a thin film and that from the backside of it, 
respectively. The angle of incidence is φ 0.

막을 포함한 시료 전면에서 반사한 빛과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층이 얇을 경우에는 기층의 후면에서 반사한 빛이 

박막을 포함하여 기층의 전면에서 반사한 빛에 더해지므로 

측정되는 타원상수 값은 나름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매질/박막/기층의 3상계에서 얇은 박막의 전면

과 박막의 후면인 기층의 전면에서 반사된 빛은 서로 결맞는 

간섭(coherent interference)을 하며, 그 결과 반사된 빛의 세

기와 위상정보는 타원법에서 얻는 Δ, Ψ로 반영된다. 기층 뒷

면에서 반사되는 빛은 빛의 간섭길이(coherence length) 보다 

긴 경로인 기층을 한번 왕복하면서 기층의 전면에서 반사된 

빛과 결맞지 않는 합성(incoherent superposition)을 하게 되는

데, 이러한 경우 측정되는 빛의 세기는 기층의 전면에서 반

사된 빛의 세기 I1과 기층 후면에서 반사된 빛의 세기 I2의 

대수적인 합과 같다. 따라서 매질/박막/기층의 3상계에서 결

맞는 간섭을 하며 반사된 빛만을 고려하여 계산된 타원상수 

값들은 실제로 측정되는 타원상수 값들과 다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층의 후면반사가 타원상수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존스벡터와 존스행렬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

내었다. 먼저, 회전검광자방식 타원법에서 각 광학소자를 거

치는 동안 빛이 겪는 편광상태의 변화를 존스벡터로 표현하

면 식 (1)과 같다.[1] 

( ) ( ) te
PO

xy
S

te
A

te
AO EPRRARTconstE ⋅−⋅⋅⋅⋅=

tttt
(1)

여기에서 
te
AOE 와 

te
POE 는 각각  검광자와 편광자를 통과한 

빛의 전기장벡터를 가리키며 
xy
S

te
A RT

tt
, 는 각각 검광자와 시료

의 편광작용을 나타내는 존스행렬을, 그리고 ( ) ( )PRAR −
tt

,
는 각각 방위각이 A인 검광자의 회전행렬과 방위각이 P인 

편광자의 역회전행렬을 가리키는 존스행렬이다.
그림 3과 같이 매질/박막/기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3상

계 시료에 입사각 φ 0로 입사된 빛이 박막에서 결맞는 간섭

을 하며 반사되어 나올 경우 그 반사광의 전기장 E1은 식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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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p와 rs는 매질/박막/기층으로 구성된 3상계에서 각각 

p파와 s파의 유효반사계수를 나타낸다. 위 식으로부터 전기

장 E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sincoscos(1 APrAPrconstE sP +⋅= (3)

유리 기층은 가시영역에서는 투명하지만 자외선 영역에서

는 빛을 흡수한다. 가시영역에서 자외선 영역으로 접근하면 

투명한 영역에서 반투명영역을 거쳐 투명하지 않은 영역에 

도달하는데 기층이 투명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후면에서 반

사하는 빛은 없다. 반투명영역에서는 파장에 따라 후면에서 

반사하는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데 기층의 후면에서 반사하

는 빛의 세기는 기층의 복소굴절률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반

영할 수 있다. 두께가 d이고 복소굴절률이  인 기

층의 후면에서 한번 반사되어 나온 빛의 전기장 E2는 기층에 

의한 흡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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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β s는 기층을 통과하는 동안 빛이 겪는 위상변화로

써 위상두께라고 불린다. tp, ts는 각각 p파와 s파의 매질에서 

기층으로의 유효투과계수, t'p, t's는 각각 기층에서 매질으로

의 p파와 s파의 유효투과계수를 가리킨다. 또한 rp0, rs0는 각

각 기층과 매질의 경계면에서 p파와 s파의 반사계수를 가리

키는데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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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s
φ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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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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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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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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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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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5b)

여기서 φ s는 기층 내 빛의 굴절각이며 β s와 E2의 표현은 각

각 다음과 같다. 
 

( )s
s

s d
n φ
λ
πβ cos

~2
= (6)

)sinsincoscos( 00
2

2 APrttAPrtteconstE sssppp
i s ′+′⋅= − β (7)

E1 또는 E2에 의한 빛의 세기인 I1 또는 I2는 각각의 절대값

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여기에서는 빛의 편광상태에만 관심

을 가지므로 표현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비례상수인 const 
를 1으로 두고 회전검광자의 함수로 빛의 세기변화를 다음

과 같이 구하였다. 여기에서 기층의 두께는 측정하는 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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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맞음길이(coherence length)보다 크므로 E1과 E2는 서로 결

맞지 않은(incoherent)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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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사된 빛의 세기 I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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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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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상수들을 정의하면 식 (10)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쓰여진다.

AAPPAPAPI cossincossinsinsincoscos 2222 ζηξ ++=
(12)

식 (11)에서 우변의 첫번째 항들은 박막과 기층에 의한 효

과를 나타내며 두번째 항들은 기층의 후면반사에 의한 효과

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i) 기층의 후면을 거칠게 하거나 하

여 후면반사를 없애면 즉 rp0=rs0=0를 만족하면, 또는 ii) 기층

에 의한 빛의 흡수로 인하여 =0를 만족하면 각 식에

서 우변의 두번째 항들은 모두 0이 되어 기층의 후면반사에 

의한 효과가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층이 투명할 

경우 =1을 만족하므로 투명한 기층 후면에서의 반사

가 미치는 영향이 매질과 기층전면간의 계면이나 기층후면

과 매질간의 계면에서의 반사계수 또는 투과계수들 만으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전검광자 방식의 타원계에서 

빛의 세기 I 가 회전검광자의 방위각인 A의 함수로 식 (12)
와 같은 변화를 보일 때 이를 식 (13)과 같이 나타내면 이 조

화함수의 Fourier 계수들로 시료의 타원상수 Δ,Ψ 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1]

( )AAII 2sin2cos1 expexpexp βα ++= (13)

모델링 분석에서는 측정된 타원상수와 계산된 타원상수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모델상수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모델링

분석에서 사용하는 오차함수(error function)는 여러가지가 있

다. 측정치의 신뢰도를 반영하지 않을 때, 소위 unbiased 
estimator를 사용할 때는 모델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측정치의 신뢰도가 고른 값을 가지는 그러한 오차함수

를 선택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회전검

광자 방식의 타원계에서 Fourier 계수에 기반한 오차함수가 

분석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가장 최소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므로
[7] 본 연구에서는 Fourier 계수를 사용하는 모델

링 분석에 맞춤한 수학적 표현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Fourier 계수들은 식 (11)에서 정의된 상수들로써 아래 식 

(14)와 같이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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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측정되는 빛에는 기층 후면에서 한번 이상 반사한 빛

도 있다. 다중반사에 의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

다. 기층의 후면에서 N(≥1)회 반사한 빛의 전기장 E2N은 식 

(15)와 같고 이렇게 N회 반사한 빛들이 타원상수에 미치는 

영향은 (11a)～식 (11c)을 식 (16a)～식 (16c)으로 대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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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NNN ζηξ ,, 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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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flection coefficients and the transmission coefficients at 
the air/glass interface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transmittance 
of the glass sample at normal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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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층의 후면에서 빛이 한번 더 반사하게 되면 즉 N

이 1만큼 더 증가하게 되면 그 빛의 세기는 
2

0
4

pp
i rre sβ−

(p파의 경우) 또는 
2

0
4

ss
i rre sβ− (s 파의 경우) 배만큼 감소

하며 그만큼 타원상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 시료의 구

조와 입사각 그리고 편광상태와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지

만 ITO가 코팅된 유리기층에 수직입사하는 경우 이 값들은 

대략 0.002 내외, 비스듬히 입사할 경우(입사각이 70도인 경

우) 대략 0.1 내외로 작은 값이다. 이는 기층의 후면에서 두 

번 반사한 빛은 기층의 상부에서의 반사와 하부에서의 반사

로 인하여 기층의 후면에서 한번 반사한 빛보다 그 세기가 

0.002~0.1 배로 작아지며 타원상수에 미치는 영향도 기층의 

후면에서 한번 반사한 빛이 미치는 영향의 10% 이하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층의 두께와 장비의 광학구조(빔 크기, 입
사각, 광수렴의 정도, 측정소자의 크기 및 스톱의 위치와 크

기 등)에 따라 다중반사되는 빛의 일부분만 측정에 관여하게 

되는데 실제로 측정에 관여하는 다중반사의 정도를 식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 같이 여러 번 반

사한 빛은 기층내부에서 반사한 횟수에 비례하여 그 세기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며 후면에서 두번 이상 반사한 빛이 미치

는 영향은 한번 반사한 빛이 미치는 영향의 10% 이내인 것

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1차 근사로 기층의 후면에

서 한번 반사한 빛만을 다루었다.

3.2. 투과율 데이터를 역방계산하여 기층의 흡수계수 결정

유리는 가시영역에서는 빛을 투과시키며 자외선 영역에서

는 빛을 흡수한다. 빛의 흡수가 시작되는 파장은 대략 350 
nm 이며 이보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흡수가 커진다. 빛을 흡

수하는 파장대역에서 유리기판의 소광계수는 Forouhi 등에 

의해 제시된 양자역학적 진동자(Quantum Mechnical Oscillator)
에 의한 복소굴절율 분산식(QM 분산식)을 사용하면 그 파장 

의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8] 유리기판의 복소굴절률과 두

께가 주어지면 기판의 투과율을 계산할 수 있고 역으로 투과

율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수치해석적으로 투과율을 역방

계산하여 기판의 소광계수를 구할 수 있다.[9]

유리가 그림 4에서와 같이 공기중에 놓여있을 때 투과율으

로부터 유리의 소광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유리

의 복소굴절율은  , 유리의 두께는 d, 그리고 r1, r2

는 각각 공기/유리, 유리/공기의 경계면에서 프레넬 반사계

수, t1, t2는 공기/유리, 유리/공기의 경계면에서 프레넬 투과

계수라고 하면 입사각이 0도 이므로 유리의 위상두께  




 를 사용하여 투과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리내부에서의 다중반사는 고려하지만 이들

은 서로 결맞지 않게 더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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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인 유리는 빛의 파장대역에 따라서 빛을 투과시키거나 

또는 흡수한다. 가시영역에서는 위상두께 β s0가 실수이므로 

투과율은 대부분 투과계수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되며 대략 

0.92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 빛을 흡수하는 자외선 영역에서

는 위상두께 β s0의 허수부분이 상당한 크기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투과율은 0에 매우 가까워 진다. 반투과 영역에서는 

위상두께의 허수부분이 투과율의 크기를 크게 좌우하며 위

상두께의 허수부분은 기층의 두께와 기층인 유리의 복소굴

절률의 허수부분인 소광계수의 곱에 비례한다. 이에 의거하

여 반투과 영역에서 사용할 소광계수 ks의 표현을 식 (17)로
부터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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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우측항에서 보는 것처럼 소광계수는 빛의 파장, 
유리의 두께, 그리고 투과율과 프레넬 계수 및 위상두께 들

을 포함한 식으로 표현된다. 프레넬 계수들은 소광계수의 함

수이지만 좌측항의 소광계수 값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우측

항은 투과율이므로 투과율으로부터 소광계수의 일차 근사값

을 구하고 이렇게 구한 소광계수의 일차 근사값을 우측항의 

프레넬 계수와 위상두께에 반영하여 소광계수의 2차 근사값

을 구하는 식으로 몇 번의 되먹임을 행하면 실제값에 수렴하

는 소광계수의 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9] 
참고로 유리기층

의 복소굴절률의 실수부분인 굴절률은 광흡수가 작은 반투

과영역에서는 소광계수의 작은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투명영역에서의 분산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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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measured spectro-ellipsometric constants(dots) without the backside reflection from glass substrate and the best-fit spectra(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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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measured spectro-ellipsometric constants(dots) with the backside reflection from glass substrate and the best-fit spectra(lines) shown 
in FIG. 5. 

IV. 결과 및 분석

4.1. 후면반사를 반영하지 않은 분광타원데이터의 분석

 그림 5는 유리기층의 뒷면에 반투명 테이프를 부착하여 

후면반사를 제거하여 측정한 분광타원상수와 이 측정데이터

에 최적맞춤한 분석결과이다. 그림 6은 후면반사를 제거하지 

않고 측정한 분광타원상수 측정 데이터와 그림 5의 최적맞

춤 분석결과이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점들은 측정데이터, 
실선은 최적맞춤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후면반사를 제거하고 측정한 

분광타원상수는 ITO 박막 만에 의한 반사광의 편광상태 변

화 및 타원상수들을 나타내며, 따라서 박막에 의한 효과만을 

반영하여 분석한 최적맞춤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한다. 이와 

같이 후면반사를 제거하여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분광타

원 측정 및 분석에서는 모델링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적용되는 방법이다. 
ITO 박막의 광학상수는 로렌쯔(Lorentz) 진동자를 사용하

여 나타내었다. 대표적인 투명전극 물질인 ITO의 굴절률은 

에너지 띠 사이에서의 전이에 의한 흡수를 반영하는 자외선 

영역에서의 진동자들과 전하운반체에 의한 에너지 띠 내부

에서의 전이에 의한 흡수를 반영하는 근적외선영역에서의 

진동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대개 로렌쯔 진동자
[10]

를 사

용하여 나타낸다. 로렌쯔 진동자 모델에 의한 복소유전상수  

의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11, 12]

( ) ( ) ( )[ ] ( )
( )∑

= ⋅+−
+∞=−=

3

1
221

2~
m mm

m

hiBhE
A

hikhnh
νν

ενννε (20)

여기서 hv는 빛의 에너지를 나타내며 무한대 에너지에서의 

유전상수의 실수부분인 ∞ , 각 로렌쯔 진동자의 진폭 

Am, 공명에너지 Em, 그리고 선폭계수 Bm는 최적맞춤할 변수

들이다. 로렌쯔 진동자 모델은 광학상수의 실수부분과 허수

부분 사이에 Kramers-Kronig 인과율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투명한 영역과 흡수영역에 걸쳐 최소의 변수를 사용하여 

ITO의 광학상수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전하운반체에 의한 

띠내부에서의 전이에 의한 흡수는 근적외선 영역에서의 진

동자로 나타내는데 본 최적맞춤에서는 그 진동자의 공명에

너지를 E1=0으로 고정하였다.
한편 후면반사를 제거하지 않고 측정한 데이터와 그림 5에

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6을 보면 측정값과 분석값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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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measured spectro-ellipsometric constants(dots) with the backside reflection from glass substrate and the best-fit spectra (lines).

TABLE 1. Comparison of the ITO film parameters obtained by adopting the conventional modeling analysis of spectro-ellipsometric data and 
those by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where the backside reflection from the substrate is properly considered

구 분
후면반사제거

(Fig. 5)
후면반사반영

(Fig. 7)

ITO박막구조:
두께(nm) / 
조밀도(%)

표면층 8.16 / 75.1 5.99 / 86.6

주  층 100.16 / 100.0 100.37 / 100.0

계면층 20.36 / 111.7 18.54 / 114.9

유효층

(질량두께, nm)
129.03 126.85

ITO의 광학상수:
 

로렌쯔 진동자의 

분산계수들

ε1(∞) 2.518 2.696

A1

B1(eV)
4.074
0.043

4.244
0.099

A2

B2(eV)
E2(eV)

7.277
0.747
4.847

6.866
0.728
4.829

A3

B3(eV)
E3(eV)

27.202
0.176
5.674

26.724
0.220
5.750

분석에서 기층의 후면반사로 인한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4.2. 반투명한 기층의 흡수를 고려하고 후면반사를 반영

한 분광타원데이터의 분석

유리기층의 후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효과를 고려하여 분광

타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유리기층

이 빛을 흡수하지 않는 영역 즉 투명한 영역에서는 후면반사 

전체가 영향을 주며 유리기층이 빛을 일부 흡수하는 반투명

영역에서는 시료가 빛을 흡수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감소한다. 빛을 완전히 흡수하는 흡수영역에서는 후면반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후면반사 효과의 이러한 차이는 

복소굴절률을 사용하여 흡수효과를 반영하는 식 (11)과 식 

(13)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후면반사를 

제거하지 않고 측정한 분광타원상수는 그림 6에서 보여준 

바 있다. 후면반사를 제거하지 않고 측정한 이 분광타원상수

에 시료의 흡수계수를 사용하고 후면반사 효과를 반영하여 

최적맞춤한 분석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최

적맞춤 계산된 분광타원상수와 측정된 분광타원상수는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에서와 같이 분석하여 얻은 

ITO 박막의 구조와 로렌쯔 진동자의 분산계수들은 그림 5에
서와 같이 후면반사를 제거하여 측정한 분광타원상수를 분

석하여 얻은 박막의 구조와 로렌쯔 분산계수와 비교적 잘 일

치한다. 이들을 비교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기층의 두께는 0.7 mm 정도로 ITO 박막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자외선 영역에서는 복소굴절률의 허수부분인 소광계

수가 5.0×10-5 정도만 되더라도 두꺼운 기층에 의한 흡수로 

인해 후면에서 반사하는 빛은 거의 없어지고 후면반사에 의

한 영향은 무시할 만한 크기가 된다. 소광계수가 극히 작을 

때 기층의 후면에서 반사한 빛의 흡수정도를 위상두께인 β s

의 1차 근사표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왕복경로에 따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왕복경로에 의한 위상두께 항인 

-2iβ s는 


·cos 또는 


·sin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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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transmittance spectrum of the glass substrate and the extinction coefficient spectrum of the glass substrate obtained from 
numerical inversion of the transmittance spectrum.

으므로   와 같이 쓰고 소광계수인 ks가 굴절률인 

ns보다 매우 작을 때 ks의 1차항 근사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얻는다.

sssss dkdnii eee φφβ cos/2cos42 −⋅−− ⋅= (21)

따라서 빛이 기층을 왕복함에 따라 세기가 감소하는 비율은

sss dki ee φβ cos/44 −− = (22)

와 같으며 이는 기층내에서 비스듬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빛

의 광경로가 1/cos배로 길어지고 그 만큼 빛의 흡수가 커

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한 표현인 e-4iβ s에서는 복소굴절률

인 의 허수항에 의한 기여와 복소굴절각의 코사인인 

cos의 허수항에 의한 기여가 더해져서 기층에 의한 전체 

흡수를 나타내게 된다.

4.3. 투과율 스펙트럼을 이용한 기층의 흡수계수 결정

유리기층의 후면 반사에 의한 분광타원상수 분석에서 유리

기층의 복소굴절률의 허수부분인 소광계수 ks가 0이 아니면 

아주 작더라도 두꺼운 유리기층을 통과하는 동안 흡수가 상

당히 많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유리기층의 흡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ks의 정확한 수치값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

다. 그림 8의 좌측 그래프는 유리기층의 투과율 스펙트럼인

데, 광에너지가 3.58 eV 이하인 영역은 투과영역으로 흡수가 

없고, 자외선 영역인 3.58 eV 부터 흡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25 eV 근방에서 보이는 골짜기모양의 작은 감소는 

측정장비의 구조적 오차에 기인한다. 이러한 투과율 데이터

를 식 (19)를 사용하여 역방계산하여 얻은 소광계수 ks의 그

래프는 그림 8의 우측 그래프와 같다. 기층인 유리가 투명한 

영역인 3.58 eV 이하의 파장영역에서 소광계수 ks가 0에 접

근하는 아주 작은 값을 가짐을 그림 8의 우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고 이 영역에서의 소광계수 값으로부터 투과율 스펙트

럼을 이용한 기층의 소광계수 결정 오차가 1.0×10-5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 결    론

투명영역과 흡수영역 그리고 반투명영역을 포함하는 넓은 

파장대역에서 유리기층의 후면반사를 고려하여 분광타원상

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ITO 박막이 있는 유리

기층 시료에 적용하였다. 후면반사를 제거하여 분광타원 상

수를 측정하고 이를 모델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박막의 구

조 및 광학물성을 얻는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결과와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후면반사를 제거하지 않고 측정

한 분광타원상수 데이터를 후면반사를 반영하여 모델링 분

석한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 새로이 제시하

는 모델링 분석에서는 기층의 복소굴절률과 두께를 사용하

여 기층이 투명한 영역과 기층이 반투명한 영역 그리고 기층

이 흡수하는 영역 모두에 걸쳐 후면반사의 효과를 일관성 있

게 반영하였다. 기층에 의한 부분적인 흡수를 정확하게 반영

하기 위하여 반투명 파장영역에서 기층인 유리의 투과율을 

역방계산하여 복소굴절률의 허수부분인 소광계수값을 1.0×10-5 
이상의 정밀도로 결정하였다. 이 같이 후면반사효과를 반영

하여 분광타원상수를 모델링 분석하는 방법은 기층에 의한 

후면반사를 제거하지 않고도 분광타원 측정 및 분석을 가능

하게 하므로 분광타원 측정 및 분석의 활용범위를 크게 넓혀

주고 산업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넓은 

면적을 가지는 8~11 세대 LCD용 유리기판 시료를 in-line,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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