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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 처리된 InAs/GaAs 양자점 적외선 수광소자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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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aAs/GaAs 양자 우물 내에 삽입된 InAs 양자점으로 구성된 5층의 흡수층과 Al0.3Ga0.7As/GaAs
SL (superlattice) 암전류 장벽층을 갖는 QDIP (quantum dot infrared photodetector) 구조에 대한
수소 RF 플라즈마에 의한 수소화 처리가 QDIP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RF

플라즈마 수소화 처리는 양자점의 밴드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Al0.3Ga0.7As/GaAs SL 암전류 장벽층 내의 결함 제거 및 QDIP 구조 내 결함 생성을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QDIP의 전기적 특성 향상은 수소 플라즈마 처리시간의 함수임을 알았다. 20 W의 수소
RF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 10분간의 플라즈마 조사가 가장 좋은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여 높은
암전류 때문에 원시료에서는 측정할 수 없었던 광전류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양자점, 양자점 적외선 수광소자, 수소화처리

I. 서

론

최근 자발형성 양자점을 이용한 0 차원 양자 구조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그 성장 기술이 향상됨에 따
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3]. 그 대표적 예로
양자점 LD (Laser Diode), SOA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 및 QDIP (Quantum Dot
Infrared Photodetector) 를 들 수 있으며, 특히
QDIP는 우주에 기반한 적외선 영상, 전기적 및 기
계적 결함 검출을 위한 열영상, 환경화학공정 모니
터링 등과 같은 MIR(mid‐infrared) 응용분야에서
폭 넓은 연구와 관심을 끌고 있다 [4-7].
일반적으로 InAs/GaAs 자발형성 양자점 구조에
는 성장시 격자상수 차에 기인한 높은 strain과 상
대적으로 낮은 성장 온도로 인한 결함(defect)들이
형성되는데, 이들은 양자점을 기반으로 하는 광소자
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양자점
구조에 형성된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여 양자점 LD
와 QDIP와 같은 소자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몇 가지 후처리 공정들이 연구되고 있는바, 열처
리 방법과 수소화 처리 방법이 그 대표적 예이다
[8-11]. 이중 열처리 방법은 결함의 비활성화를 통
한 소자의 발광 효율을 향상 시키거나 혹은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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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에 의한 활성 층의 에너지 띠의 변화를 광소
자에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양
자점의 발광 파장의 조절은 열처리 과정에서 활성
층의 계면에서 성분 원자들의 확산에 의한 구성 물
질의 성분 조성 변화 등과 같은 양자점 구조의 변화
를 유발하여 에너지 띠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
다. In(Ga)As/GaAs 양자점의 열처리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양자점의 PL (Photoluminescence) 선
폭을 줄이고, 세기를 증가시키고, 파장을 조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8-11], 고온 열
처리 시 생성되는 결함 때문에 소자의 기능 향상 면
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12]. 반면,
수소화 처리 방법은 저온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계
면에서의 구성 원자들의 확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
으며, 시료의 표면과 계면 등에 분포하는 결함들과
수소가 결합하여 수소 혼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결함들
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13]. 따라서 수소화 처리
방법은 활성층의 에너지 띠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소자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후처리 방법이
다. 그러나, 양자점 소자에 대한 수소화 처리 방법의
적용은 아직 많이 연구된 결과가 없으며, 현재 발표
된 문헌에서 수소화 처리 연구는 양자 구조 시료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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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Schematic diagram of InAs quantum dots in an asymmetric well infrared photodetector structure, (b) AFM-image (1.0 × 1.0 ㎛2) of the QDIP.
본 연구에서는 InAs/GaAs 양자점을 흡수층으로
하는 QDIP 구조에 대한 수소화 처리 시 수소화 처
리 시간에 따른 소자의 전기적/광학적 특성의 변화
를 살펴 보았다. 수소화 처리에 따른 QDIP 구조의
특성 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PL 스펙트럼, 암전류
및 광전류를 측정하여 원시료와 수소화 처리된
QDIP를 비교하였다.

II. 실

험

그림 1 (a)는 본 실험에 사용된 QDIP의 구조를
나타내며, MBE (Molecular Beam Epitaxy)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흡수층은 5층의 DASWELL
(dots in an asymmetric well) 구조를 갖는다.
DASWELL 구조는 2.5‐ML (monolayer) 두께의

In0.15Ga0.85As 층 상부에 평균 3‐ML 두께의 InAs을
증착시켜 만들어진 자발형성 InAs 양자점과, 양자
점 상부에 15‐ML 두께의 In0.15Ga0.85As 층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때 InAs 양자점은 ALE (atomic layer epitaxy) 방법을 사용하여 성장 온도 Tg=480°C
에서 성장하였다 [17]. 각각의 DASWELL 구조는
45‐nm 두께의 GaAs 층으로 분리되어있으며
DASWELL 흡수층 아래쪽에는 2‐nm Al0.3Ga0.7As
층과 2‐nm GaAs 층을 한 주기로 하는 10 쌍의
SLs (superlatices) 층을 성장하였다. 5 층의
DASWELL과 SL는 150‐nm 두께의 n‐형 GaAs 위쪽
접합 층과 650‐nm 두께의 n‐형 GaAs 아래쪽 접합
층으로 덮여 있는 구조이다. 각각의 접합층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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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cm-3 농도로 실리콘(Si)이 도핑 되어 있다.
그림 1 (b)는 시료의 AFM (atomic force microscope)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미지를 얻기 위하
여 2.5‐ML 두께의 In0.15Ga0.85As/GaAs 위에 같은
조건으로 InAs 양자점을 성장시킨 후 위쪽을 덮지
않은 상태로 시료를 준비하였다. AFM 이미지로 확
인한 결과 양자점의 폭, 높이 그리고 밀도는 각각
~ 41 nm, ~ 7 nm, ~ 4 × 1010cm-2 이다.
사진식각 (photolithography)과 습식 화학적 식
각 방법을 사용하여 1 × 1mm2의 mesa 형태의 소
자를 만들고, thermal evaporator를 사용하여 n‐형
의 전극으로 AuGe/Ni/Au 층을 증착하였다. GaAs
와 증착된 금속 사이의 특성을 옴 접합으로 바꾸기
위해 RTA(rapid thermal annealing) 장치를 사용
하여 열 처리 작업을 수행 하였다.
모든 소자 공정 과정 후에 소자는 다양한 시간 동
안 수소화 처리를 하였다. 수소화 처리시, 수소 가
스의 압력은 40 sccm, 수소 플라즈마의 RF 파워
밀도는 60 mW/cm2였고, 기판의 온도는 150°C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사용된 RF의 주파수는
13.56MHz 이었다.
수소화 처리된 시료 및 원 시료의 PL 스펙트럼은
632.8 nm He‐Ne 레이저를 여기 광원으로 사용하
여 T = 15 K에서 측정하였으며, 분광기를 사용하
여 분광된 빛은 InGaAs 검출기를 사용하여 검출하
였다. QDIP의 암전류 측정은 HP4156, high precision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를 사용
하여 온도, T = 10, 50, 100, 150, 200, 2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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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에서 각각 측정을 하였다. 이 때 아래쪽 전극을
접지(ground)로서 기준으로 삼았다. QDIP의 광전
류 스펙트럼은 띠 통과 필터 셑 (band pass filter
set)과 흑체 복사 광원 (blackbody source)을 사용
하여 수직 입사 형태로 T = 10 K에서 측정되었다.

장시간 노출된 결과 생성된 QDIP 구조 내부의 비
발광 결함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16].

III. 결과 및 토의

그림 2.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as-grown and
hydrogen-plasma treated samples at T = 15
K for different hydrogenation times.
그림 2는 원시료 및 수소화 처리된 시료의 15 K
에서 측정된 PL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PL 스펙트럼은 1.05 eV 에서 피크를
보이는데, 이는 양자점 기저 전자의 버금 띠
(subband) 로 부터 기저 중양공(heavy hole) 버금
띠 사이의 띠 사이 천이 (E1‐HH1 ) 천이에 의한 것
으로 이해된다. PL 스펙트럼의 선폭은 자발형성 양
자점의 크기 분포에 의한 inhomogeneous broadening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시료의
PL 반치폭은 35 meV, 수소화 처리된 시료들의 반
치폭은 ~ 36 meV로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소화 처리 후 시료들의 PL 세기들은
원시료에 비하여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PL 피크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수소화 처리전후
의 이러한 PL 스펙트럼들은 수소화 처리가 양자점
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 시키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
라서 수소화 처리가 양자점 구조의 밴드갭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수소
화 처리후 PL 세기는 원시료에 비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료의 표면이 RF 플라즈마에

218

그림 3. Dark current-voltage (I-V) characteristics
of as-grown QDIP and hydrogen-plasma
treated QDIPs with various hydrogenation
times at (a) T = 10 K and (b) T = 200 K.
그림 3은 수소화 처리하지 않은 QDIP 소자와 수
소화 처리된 QDIP 소자의 10 K 및 200 K 에서 측
정된 I‐V 곡선을 보여준다. 비록 그림 2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QDIP 구조의 플라즈마 상태로의 노
출이 QDIP 구조 내부에 결함을 생성시키기는 하지
만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소화 처리한 QDIP
의 암전류는 as‐grown QDIP의 암전류에 비하여 매
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s‐grown QDIP의
높은 암전류의 주요 원인이 양자점 구조 내부의 결
함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에 보는
바와 같이 as‐grown QDIP의 암전류 곡선은 바이어
스 전압에 대하여 대칭성을 보여준다. 이는 시료의
흡수층 아래 쪽에 있는 Al0.3Ga0.7As/GaAs SL 암전
류 장벽층이 장벽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음을 의미 할 뿐만 아니라, Al0.3Ga0.7As/GaAs SL
내부에 높은 암전류를 일으키는 결함 채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수소화 처리를 한
QDIP들의 암전류는 as‐grown QDIP의 암전류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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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바이어스 전압에 대해 비대
칭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수소화 처리에 의해
Al0.3Ga0.7As/GaAs SL 암전류 장벽층의 특성이 향
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b)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0분간 수소화 처리한 QDIP는 200 K에서도 여
전히 as‐grown QDIP의 암전류에 비해 낮은 전압
8
조건하에서 10 배 낮은 암전류 값을 보여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화 처리 시간이
10분까지 증가함에 따라 암전류 수준이 낮아지고,
암전류 곡선의 비대칭 특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분 이상 처리한 QDIP 시료들에서 수소화
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점 암전류가 증가하고
암전류의 인가전압에 대한 비대칭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Jacob 등이 [16] 발표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QDIP 구조의 장시간 노출이 시
료 표면과 내부에 결함을 형성하고 이러한 결함이
인가전압에 따라 높은 암전류를 생성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0.3Ga0.7As/GaAs SL 장벽층은 표면으로부터 450
nm 깊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화 시간의
증가에 따라 Al0.3Ga0.7As/GaAs SL 장벽층에 도달
하는 수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결함을 제거한다. 이
에 반해 양자점 구조 표면의 플라즈마 상태에의 노
출은 양자점 구조 내부에 결함을 생성시키고 그 결
함농도는 노출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16].
따라서 내부 결함 밀도에 의존하는 QDIP의 암전류
는 수소 플라즈마에 의한 QDIP 구조 내부 결함의
제거 기작과 반도체의 플라즈마 손상에 기인하는 결
함생성 기작의 총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최적의 수소화 시간이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QDIP 구조는
양자점 하부에 Al0.3Ga0.7As/GaAs SL 장벽층이 위
치한다. 따라서 양자점 상부에 Al0.3Ga0.7As/GaAs
SL 장벽층을 위치시키는 경우, 보다 짧은 시간에
Al0.3Ga0.7As/GaAs SL 장벽층의 결함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플라즈마 손상에 기인하는 결함생성을 줄
이면서 전체적인 암전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수광소자에서 높은 암전류는 광신호를 감지하기
어렵게 하여 광전류의 측정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 이러한 이유로 as‐grown QDIP의 경우 그림 3
에서 보여지는 높은 암전류 때문에 광전류 스펙트럼
은 측정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소화 처리한 Q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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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가장 낮은 암전류 특성을 보인 10분간 처리
한 QDIP 만이 광전류를 측정 할 수 있었다. 그림 4
는 10분간 수소화 처리한 QDIP의 광전류 스펙트럼
을 나타낸다. 수직입사광에 대하여 T = 10 K, bias
= ‐3.23 V 조건하에서 100‐400 meV의 영역에서 스
펙트럼을 얻었다. 광전류 스펙트럼에 대한 three‐
Gaussian fit은 110, 163, 220 meV에서 세 개의 봉
우리를 보여준다. 본 실험에 사용된 as‐grown 시료
의 광학적 특성 분석에 관한 Ref. 19 와 바이어스
전압이 소자에인가 되었을 때 양자 구속 상태의 유
효 포텐셜 값이 줄어들어 버금 띠 사이의 간격이 줄
어드는 현상[19]을 고려하여 그림 4 내부의 그림과
같이 소자의 버금 띠 구조를 이해 할 수 있다. 광전
류의 163 meV (7.6 μm)에서의 봉우리는 InAs 양
자점의 기저 상태로부터 InGaAs 우물내의 구속 상
태로의 버금 띠 사이 전이(184 meV in Ref. 19)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110 meV 와 220 meV
는 InAs 양자점의 기저 상태로부터 각각 InAs 양자
점의 여기 상태로의 천이 (108 meV in Ref. 19) 및
InGaAs 우물내의 구속 상태로의 천이(236 meV in
Ref. 19)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Photocurrent spectrum at 10 K of hydrogen-plasma treated (for 10 min) QDIP.The
inset shows the subband diagram of
InAs-DWELL under a bias.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F 수소 플라즈마에 의한 수소화
처리된 Al0.3Ga0.7As/GaAs SL 장벽층을 갖는 InAs
QDIP의 광학적/전기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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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처리를 하지 않은 as‐grown QDIP는 매우 높
은 암전류 특성을 보였으며 Al0.3Ga0.7As/GaAs SL
장벽층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아 인가전압에 대한
암전류의 특성이 대칭성을 보였다. 플라즈마 처리
후 InAs QDIP 구조의 PL 피크는 변하지 않아 수소
플라즈마가 양자점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았으나 플라즈마 노출시간의 증가에 따라 양자점 구
조 내부에 결함을 증가시켜 PL 세기는 감소하였다.
QDIP의 인가전압 대 암전류 특성은 플라즈마 수소
화 처리시간에 따라 달라져 10분까지 수소화 처리시
간의 증가에 따라 암전류는 감소하고 인가전압에 대
한 암전류 곡선의 비대칭성이 회복되었으며, 10분간
의 수소화 처리 조건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200
K에서 수소화 처리를 하지 않은 QDIP에 비해 108
배 낮은 암전류 값을 보였다. 10분보다 긴 수소화
처리시간의 조건에서는 수소화 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 암전류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암전류 곡선의 비
대칭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수소화 처리에
따른 Al0.3Ga0.7As/GaAs SL 장벽층의 회복효과를
플라즈마 처리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QDIP
구조내의 결함의 증가가 상쇄하기 때문으로 이해되
며, 암전류의 저감을 위해서는 양질의 암전류 장벽
층의 성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20W
의 낮은 RF power의 수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수소
화 처리는 비록 QDIP 구조 내부에 결함을 형성시키
기는 하였지만 Al0.3Ga0.7As/GaAs SL 장벽층에 존
재하는 결함을 비활성화 시켜 QDIP의 인가전압에
대한 암전류의 비대칭 특성을 회복하게 하였고, 10
분간의 수소화 처리를 통하여 수소화 처리 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양자점 구조의 전도대 버금 띠 사이
의 천이에 대응하는 에너지에서 광전류의 측정을 가
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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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Property in InAs/GaAs Quantum Dot Infrared Photodetector
with Hydrogen Plasm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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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hydrogen plasma (H plasma)
treatment on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a quantum dot
infrared photodetector (QDIP) with a 5 stacked InAs dots in an
InGaAs/GaAs well structure and Al0.3Ga0.7As/GaAs SL (superlattice) current
blocking layer. It has been observed that H plasma treatment didn’t affect
the band structure of QDIP. It has been also observed that the H plasma
treatment on the QDIP not only enhance the electrical property of QDIP
by curing the defect channels in Al0.3Ga0.7As/GaAs SL but also introduce
defects in QDIP structure. The H plasma treatment for 10 min with 20 W
of RF power provided the lowest dark current, which made it possible to
measure the photo current (PC) of QDIP whose PC was not detectable
without the H plasma treatment due to the high dark current.
Keywords : Quantum dot, Quantum dot infrared photodetector, Hydrogen
plama treatment
* [E-mail] wjchoi@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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