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電磁波學會誌 【電磁波技術】

第22卷 第4號 2011年 7月

다결정 GaAs 박막의 테라헤르츠파 검출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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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파를 발생 및 검출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전도 안테나 소자에서 다결정 GaAs
박막에 대한 미세구조 및 테라헤르츠파 검출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자선 에피택시를 이용한 저온
성장 GaAs 박막의 성장 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
에서 단결정 GaAs 박막 대신에 다결정 GaAs 박막이
성장하였다. 다결정질에 포함된 결정립계는 단결정
GaAs 박막에 있는 As-침전물과 더불어 전하의 포집
자로 작용하였다. 결정 결함의 형태 및 분포에 따른
간단한 모델을 설정하여 각 GaAs 박막에서의 전하
이동도를 계산을 통하여 구하였으며, 실험치와 비교
했을 때에 변화 경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
라헤르츠파의 검출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결정 GaAs
박막에서 단결정보다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갖는 테
라헤르츠파가 검출되었다.

Ⅰ. 서

론

테라헤르츠파 (terahertz wave)는 주파수 범위 0.1～
10 THz 영역에 속하는 전자기파로서 전파와 광파의
중간 위치에 속한다. 이 주파수 대역은 전자공학적
인 방법으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짧은 파장이며, 광
학적으로는 너무 긴 파장 영역으로서, 발생 및 검출
을 위한 기술이 쉽지 않아 오랫 동안 개발이 되지 않
은 미지의 영역으로 존재하여 왔다. 최근에는 여러
분야의 눈부신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테
라헤르츠파 발생 및 검출 기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응
용 기술이 개발되어오고 있다 . 수 GHz에서 수 THz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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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유무기 소재의 분자 진동, 천이, 회전 등의
주파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테라헤르츠파의 분광
을 이용하여 미지의 물질 규명 및 분자 소재의 물리
적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빛과 달리 종이, 플
라스틱, 목재 등 금속과 극성 물질을 제외한 대부분
의 물질을 투과하는 특성이 있어 투과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이 주파수 영역은 광
자의 에너지가 낮아서 물질 내부에서 광이온화 반응
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생체 소재에 대해서도 파괴적
이지 않고, 특히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한 활용 범위는 의료 진단, 생
명공학뿐 아니라 비파괴 검사를 주로 이용하는 보안
및 검색 분야, 환경 보호 등에 까지 이른다. 최근에
는 고서화 등의 유물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에 사용
되기도 하였다.
테라헤르츠 기술의 연구는 결맞는 특성(coherency)
을 가지는 테라헤르츠파를 발생/검출하는 기술에서 시
작한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법의 테라헤르츠파 발
생 및 검출 기술이 개발되었고, 응용 분야에 따라 다
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부 상업화
에도 성공하였고, 분광 및 영상 획득을 위한 용도로 가
장 많이 연구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광전도 안테나
(photoconductive antenna)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여 0.1～수 THz 범위의 광대역 테라헤르츠파
를 발생 및 검출하여 테라헤르츠 시간 영역 분광(THzTime Domain Spectroscopy)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투과 기능을 이용한 영상 획득에서도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반에는 초극단 펄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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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초 레이저의 기술 발전과 광전도체 소재의 특성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0～100 fs의 초극단 펄스
는 광전도체 소재 내에서 광전하(photogenerated electric charge carrier) 전자-정공쌍(electron-hole pair)을
생성하고, 이들은 외부 전극에 가해진 직류 바이어
스에 의해 이동하면서 광전류(photo current)를 형성
하게 된다. 이 때 형성된 광전류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곧 전기장을 발생시키고 전자기파로서 방사
된다. 이 때의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광전류의 생성소멸 시간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광전도체 소재 내
에서는 수 피코초 이내에서 전자-정공쌍을 생성하
고, 전극으로 이동하면서 광전류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만족하는 조건의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저온 성장한 갈륨
비소(Low Temperature grown GaAs; LT-GaAs) 소재
가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LT-GaAs 소재에 대한 특성과 함께 정
상적인 온도보다 낮은 저온에서 성장한 다결정질
(polycrystalline) GaAs 소재의 물리적 특성 및 테라헤
르츠파 검출 특성에 관한 것이다. 다결정질은 일반적
으로 결정립계(grain boundary)의 불균일성과 방향성
때문에 정밀한 특성을 요구하는 전자 소재에는 적용
하기 어려우나, 단결정에 비하여 성장이 쉽고, 가격 조
건이 유리하여 태양 전지 및 디스플레이용 박막 트
랜지스터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테라헤르츠파의
발생이나 검출에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
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LT-GaAs 의 특성
는 저온에서 성장하여 소재 내부에 As-침
전물(precipitate)을 석출시킨 것으로, 펄스 및 연속성
의 테라헤르츠파를 발생/검출시키는 데에 가장 성공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소재는 높은 전하 이동도
(mobility)와 항복 전압 및 낮은 암전류(dark current)와

짧은 전하 수명(carrier lifetime)을 가지고 있어 상기 용
도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박막의
성장 장치인 분자선 에피택시(MBE: Molecular Beam
Epitaxy) 내에서 As의 상대적 빔 압력이 높은 상태에
서 성장한 GaAs 층은 과잉의 As 원자들이 As-침전
물이라고 하는 미세 결함을 형성하며, 이들은 생성
된 광전하들을 포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하의 수
명을 짧게 한다 . 따라서, As-침전물의 밀도와 크
기 등을 조절하는 것은 고품질의 테라헤르츠파를 발
생/검출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
구에서는 LT-GaAs의 일반적 성장 온도인 250～400 ℃
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인 150 ℃에서 성장한
다결정질 GaAs에 대하여 미세 구조 및 전기적인 특
성을 분석하고, 테라헤르츠파의 발생 및 검출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다결정질 소재의 단점
은 결정 입계가 불규칙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전기적
및 구조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로 인하여
테라헤르츠파의 발생 및 검출용으로는 연구가 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다결정질 GaAs 소재에서의 전하
수명은 테라헤르츠파의 발생/검출을 위하여 충분히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 다결정
박막은 기판의 결정성에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으므
로 기술적인 제약이 크게 줄어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LT-GaAs
층을 여러 온도 조건에서 성장하고, 이들에 대한 미
세 결정 결함의 분포와 거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극초단 펄스레이저에 의하여 생성된 광전하들의 이
동도 및 전하 수명과 이러한 미세 결함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테라헤르츠파의 발생 및 검출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6]

[7],[8]

[9],[10]

LT-GaAs

Ⅲ. 실험 방법
방향을 가진 2인치 직경의 반절연(semi-insulating) GaAs 웨이퍼를 박막 성장용 기판으로 사용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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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GaAs 층의 성장을 위하여 전형적인 MBE를 적
용하였으며, 성장 온도는 150～400 ℃로 하였고, 성
장 시간은 90분으로 고정하였다. MBE 챔버 내에서는
As의 빔 압력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여 열처리 후 과잉
의 As 원자들이 As-침전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Ga의 빔 압력비(BEP: Beam Equivalent Pressure)는
15～20으로유지하였다. 성장된 GaAs 층은동일한 MBE
챔버 내에서 600 ℃의 온도로 10분간 As 분위기로
열처리하였다.
GaAs 층의 미세구조 관찰을 위하여 고분해능 투
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으며, 결정성의 확인을 위
해서 이중 결정을 이용한 X-선 로킹 커브법(DCXR;
Double Crystal X-ray Rocking Curve)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광 전하의 이동도와 전하 수명은 각각 Hall
측정 장치 및 시분해 반사도 분석 장치(Time-Resolved
Reflectivity Spectrometry)를 사용하였다. 테라헤르츠
파의 발생 및 검출 특성은 성장시킨 LT-GaAs 층 위
에 광전도 안테나 소자를 형성한 후, 초극단 펄스 레
이저를 전극 사이에 입사하여 측정하였다. 전극은
Ti/Au 금속을 사용하였고, 안테나 전극간의 간격은
발생기와 검출기용에서 각각 5μm 및 10μm로 하였
으며, 발생기에서의 DC 바이어스 전압은 20 V로 유
지하였다. 테라헤르츠파는 광전도체 소재에서 발생

소재의 테라헤르츠 검출 특성을 측정
하기 위하여 사용된 THz-TDS 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1] LT-G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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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전상수가 큰 물질인 기판 부분으로 방출되어
나오므로, 이것을 집속하기 위해서 초반구형(hyperhemis-pherical)의 고저항 실리콘 렌즈를 부착하였다.
테라헤르츠파의 검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THz-TDS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적용
된 초극단 펄스레이저는 모드 잠김(mode-locked)형
의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로서 펄스폭은 30 fs 내외
이고, 반복 속도는 80 MHz, 중심 파장은 794.4 nm이
다. 발생기 안테나에는 350 ℃에서 성장한 LT-GaAs 광
전도 소재를 적용하였으며, 검출용 안테나에는 150,
250, 350 및 400 ℃에서 성장한 LT-GaAs 소재를 적용
하였다. 각각의 안테나에 입사한 펨토초 레이저 펄
스의 출력은 각각 10 및 15 mW로 하였다. 이 THzTDS 측정 실험은 대기 중의 수분에 의한 테라헤르츠
파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한 제습
장치(dry station) 내에서 행해졌다. [그림 1]은 본 실
험에서 사용된 THz-TDS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나타
낸 개략도이다.

Ⅳ. 결과 및 고찰
일반적인 성장 온도보다 낮은 150 ℃와 정상적인
온도인 250 ℃에서 각각 성장 및 열처리된 LT-GaAs
박막의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단면 관찰 사진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50 ℃에서 성장하여 열처리하기 전 상태(as-grown)
인 사진을 보면, 결정 결함인 전위(dislocation) 및 전
위환(dislocation loop) 등의 모습이 관찰된다. 반면에
250 ℃에서 성장한 소재의 단면 사진에서는 이러한 결
정 결함의 형태가 관찰되지 않는다. 전위들은 LT-GaAs
박막의 두께에 걸쳐서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박
막의 성장 과정에서 과잉으로 유입된 As 원자에 의하
여 결정격자에 일정 한계 이상의 압축 응력(compressive stress)이 가해지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
정 결함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600 ℃의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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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재결정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정 결함으
로 인하여 다결정질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삽입된 전자선 회절 패턴도 다결정질을 의미하
는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박막
내에서의 결정립도 전체 두께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막과 기판 사이의 계면을
관찰한 고분해능 현미경 사진에서도 결정방향의 정
합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열처리 시에 재결
정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다결정질로 생성되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정립의 직경은 50～300 nm
의 범위에 분포하며, 평균 210 nm로 측정되었다. 각
결정립의 내부에는 As-침전물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
았는데, 이는 결정 결함 및 결정립의 생성과정에서 과
잉의 As 원자들이 결정립계를 따라 이동한 후 박막
의 표면을 통하여 외부로 방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250 ℃로 성장한 후 600 ℃로 열처리한 박
막의 경우 모두 단결정질로서 전자선 회절 패턴도
전형적인 [2 20] 방향의 점 패턴을 보인다. 박막의 내
부에서는 As-침전물들이 작은 점들로 보이는데, 이
침전물의 크기는 직경과 점간 거리가 모두 수 nm에
이르며, 전체 박막에 대하여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8]은 미세 분석 기술을 통하여 이것이 As침전물임을 밝혀냈으며, 고분해능 전자현미경 상으로

박막의 단면을 관찰한 TEM 사진으
로 열처리 전후를 비교하였다. 열처리 후 단결
정 및 다결정질로 형성된 것을 보이고 있다.

는 기판 매질과의 격자 간격 차이로 의한 Moire 패
턴을 확인하였다. As-침전물의 평균 크기와 간격은
성장온도와 관련이 있어, 고온일수록 크기와 간격
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동일한 열처
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온도의 차이에 따라
박막 내에 잔류하는 As 원자들의 양이 달라지는 것
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은 LT-GaAs 박막의 결정성을 자세하게 분
석하기 위하여 고분해능의 X-선 로킹 커브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GaAs (004) 피크(θ=33.023°)
는 기판인 반절연(semi-insulating) GaAs에 의한 것이
며, (004) 피크에 대해 회절각이 Δθ 만큼 왼쪽으로
편향되어 나타난 것은 LT-GaAs 박막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250～400 ℃의 정상적인 온도에서 성장한
박막에 대해서만 열처리 전일 때에 왼쪽의 편향이
나타났으며, 그 편향된 정도는 저온일수록 크게 나
타났다. 그리고 150 ℃의 비정상적인 저온에서 성장
한 박막은 열처리 이전에도 왼쪽 편향의 회절각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박막은 열처리 후에는 편향
이 없어지고 기판과 같은 (004) 피크의 회절각을 보
였다. 왼쪽의 편향은 회절각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
것은 격자의 (004) 면간 거리가 증가한 것을 뜻한다.
즉, As의 빔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성장한 GaAs 박

[그림 2] LT-GaAs

[그림 3]

여러 온도에서 성장한 LT-GaAs 박막의 열처
리 전후에 대한 X-선 로킹 커브 측정 결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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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에는 과잉의 As 원자가 잔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GaAs 격자 내부에서 압축 응력을 발생시키면서 전체
격자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따라 X-선 로킹 커브에서 보인 바와 같이 (004)
피크가 왼쪽으로 편향되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
과잉 As 원자의 양은 저온일수록 증가하므로 성장
온도가 낮을수록 편향된 정도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편향된 회절각으로부
터 Bragg 공식을 적용하여 결정격자가 팽창한 비율
을 구할 수 있다. (004)면의 면간 거리 변화율은 다음
과 같다.
△d ≃ sinθ －sinθ
d
sinθ
≃ cosθ θ△θ
(004)

004

(side)

(side)

(004)

(side)

(1)

여기에서 d와 Δ d는 각각 (004)면의 면간거리 및
증가분이며, θ 및 Δθ는 각각 회절각 및 증가분을
뜻한다. 이를 이용하여 구한 결정결자의 팽창률은
250, 350 및 400 ℃에서 성장한 박막에 대하여 각각
0.13, 0.094 및 0.035 %로 계산되었다.
반면에 150 ℃의 낮은 온도에서 성장한 경우에는
[그림 2]의 TEM 사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압축응
력이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어 결정 결함을 생성시키
면서 자체적으로 응력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회절각의 편향 및 결정 결자의 팽창 등이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X-선 로킹 커브에서
도 편향값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열처
리 이후에 모든 박막에서 회절각의 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250～400 ℃ 성장한 박막의 경우 단결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과잉의 As 원자들이 As-침전물
을 형성하면서 응력을 해소하였고, 150 ℃ 성장 박막
의 경우는 열처리 이전에 이미 결정 결함을 형성하
여 응력을 해소하여, 열처리 이후에는 다결정질로
8

변화함에 따라 결정격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
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LT-GaAs 박막 내부에 존재하는 As-침전물 및 결
정립계 등의 결정 결함들은 광전하들의 이동 및 포
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박막에 대하여 극초단
펄스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광전하들의 수명을 측정
하였다. [그림 4]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반사율
곡선의 반치폭을 전하 수명으로 가정하였다. 그림에
삽입된 전하 수명 곡선과 같이 150 ℃에서 성장한
다결정 박막에서 가장 짧은 수명을 보이며, 단결정
박막에서는 성장 온도가 증가할수록 수명이 길어지
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박막 소재
내부의 미세구조, 즉 결정 결함의 종류와 분포에 의
하여 전하의 수명이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결정립계와 As-침전물은 모두 전하의 이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정립계의 경우 결정립
내부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 상태로서 계면 전하 및
불순물들의 침적이 일어난다. 따라서 광전하들의 포
집이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단결정질 내에 존재하는 As-침전물은 그 분포 상태
에 따라 광전하의 포집 특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저온 성장된 LT-GaAs 박막의 600 ℃ 열처리
후에 측정한 전하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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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파의 발생이나 검출에는 광전하의 수
명과 함께 이동도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광전도체 소
재의 전하 이동도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5]는 그
측정 결과로서 성장 온도에 따른 각 GaAs 소재의 전
하 이동도 및 전하 운반자 밀도(charge carrier density)
를 보인 것이다. 150 ℃에서 성장한 다결정 GaAs에
서 가장 높은 전하 이동도와 가장 낮은 전하 운반자
밀도를 보이고 있다. 전하 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실험 오차의 영향도 있으나, 결정립계에 의한 포집
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
하 이동도의 경우, 250 ℃ 이상의 온도에서 성장한
단결정 GaAs와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단결정 GaAs 박막의 경우
성장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정 결함 As-침전물의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모델을 구성하여 [그
림 5]의 전하 이동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하 이동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μDC =

vd
E

로 구해진다.
As-침전물을 포함하고 있는 단결정 GaAs 박막의
경우, 전하의 이동도를 구하는 것은 다결정과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평균 자유 행로(mean free path)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소재 내부에서 발생한 광전하가 DC
바이어스 전압에 의하여 이동하면서 최초로 만나는
As-침전물에 의하여 포집될 때까지의 거리를 평균
자유 행로라고 하고, 그 동안의 시간은 [그림 4]에서
측정된 전하 수명이라고 가정할 때에 이동도는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평균 자유 행로는 전
하 운반자들의 이동 속도가 Maxwell 분포를 가진다
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2]

   
  

(3)

여기에서 l 은 평균 자유 행로, σ 는 전하와 충돌하
는 입자들의 산란단면적이며, n은 입자들의 단위체
적 당 개수, 즉 밀도이다. σ 는 As-침전물의 평균 직
경을 d라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

여기에서 μ 는 소재의 특성을 표현하는 일반적
인 이동도를 뜻하고, v 는 전하의 유동 속도(drift velocity), E는 이 소재에 가해진 DC 바이어스 전기장이
다. 유동 속도의 값은 전하가 이동한 거리를 전하 수
명으로 나누어 주어 얻을 수 있다. 이 때에 측정된
전하 수명은 이동에 소요된 시간으로 가정한다. 다
결정질 소재에서는 결정립계가 완전한 전하의 포획
장소(capturing site)라고 보면 전하의 평균 이동거리
를 평균 결정립의 직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
(2)의 유동 속도 v 는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이어스 전압 E는 광전도 안테나 전극으로부터 5μm
에 20 V가 가해졌으므로 이를 각각 식 (2)에 대입하
면 다결정 GaAs에서의 전하 이동도는 3,017 cm /V.s



σ=  d 2


(4)

DC

d

d

2

그리고 As-침전물의 단위 부피당 개수, 즉 분포
밀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침전물들의 분포를 다이아
몬드 입방체 결정구조에서 각 격자점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근거는 GaAs 소재의 결정구조가 다
이아몬드 구조와 동일한 섬아연광(zinc blend) 구조
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돌 입자인 As-침전물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3=0.65s－3


(5)

여기에서 s는 As-침전물 간의 평균 거리를 의미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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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온 성장한 LT-GaAs 박막의 전하 이동도를 계산한 결과
Tg. (℃)
150
250

Crystal structure
Travel distance (nm)
Lifetime τ (ps)
2

Mobility μDC (cm /V.s)

Single
d=2.5 nm
s=7.4 nm

Single
d=2.7 nm
s=12.4 nm

Single
d=5.2 nm
s=28.4 nm

210

89.9

362.8

1,175.0

0.174

0.194

0.738

1.47

3,017

1,177

1,228

1,998

(6)

다결정의 경우, 전하의 이동거리는 평균 자유 행
로 대신에 평균 결정립의 직경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 단결정의 경우와 같이 전하 이동도를 구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각 GaAs 박막에서의 전
하 이동도를 <표 1>에 보였다. 표에서 계산된 전하
이동도는 실험에 의하여 구해진 값과 비교를 위하여
[그림 5]에 동시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실
험치와 계산치가 정확히 합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

[그림 5]

10

400

Poly
l=210 nm

다. 식 (3)의 평균 자유 행로, 즉 전하의 이동거리는
식 (4)와 (5)를 대입하여 식 (6)과 같이 주어진다.
l=1.378s3d－2

300

저온 성장된 LT-GaAs 박막의 600 ℃ 열처리
후에 측정한 전하 이동도, 전하 밀도 및 계산
에 의한 전자 이동도

인 경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산
을 위하여 설정한 여러 가지 가정의 타당성을 보이
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결정 GaAs에서 전하이동도
는 가장 큰 값을 보였는데, 이것은 결정립 내부에서
전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결정립계에 의
한 포집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전하
의 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전하가 결정
립계에서 포집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결정 및 다결정 GaAs를 이용하여 광전도 안테
나 소자를 제작한 후 테라헤르츠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1]의 THz-TDS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그림 6]은 검출기 안테나에서 측정한 LT-GaAs 소재
의 테라헤르츠 특성이다. 시간 영역 테라헤르츠파형

[그림 6]

저온 성장한 GaAs 박막의 테라헤르츠파 검
출 특성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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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한 결과, 단결정 및 다결정 GaAs에서 모두
테라헤르츠파가 1:1000 이상의 신호대 잡음비를 가
지는 것으로 검출되었으며, 이를 푸리에 변환하여 주
파수 영역의 테라헤르츠 분광을 하였을 때에 검출된
테라헤르츠파의 주파수 영역은 0.1～3.0 THz에 이르
렀다. 150 ℃에서 성장한 다결정 GaAs 박막에서 가
장 높은 신호가 검출되었으며, 주파수 영역도 넓게 나
타났다. 이 것은 전하 이동도의 측정 및 계산치와 일
치하는 특성으로서 단결정 GaAs 소재의 As-침전물
보다 결정립계의 전하 포집 효과가 우수한 것을 의미
하며, 이에 따라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
인다. 250 ℃ 이상의 온도에서 성장한 단결정 GaAs
박막의 경우 테라헤르츠파의 검출 특성이 온도에 따
라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 이
동도에서도 온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Ⅴ. 결

론

저온성장한 LT-GaAs 박막 소재에 대하여 미세 결
정 결함이 테라헤르츠파의 검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성장한
다결정 GaAs 박막의 결정립계와 정상 온도에 성장한
단결정 GaAs 박막의 As-침전물은 모두 광전하를 포집
하는 기능을 하였다. 다결정 GaAs 박막에서 가장 짧
은 전하 수명과 가장 높은 전하 이동도를 가지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 각 LT-GaAs 박막의 전하 이동도를
계산에 의해 구하기 위하여 다결정 박막에서는 결정
립계 효과를, 단결정 박막에서는 As-침전물에 의한
전하의 평균 자유 행로 개념을 도입하였다. 간단한
모델을 설정하여 계산한 전하 이동도의 값은 실험을
통하여 측정한 값과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의 가정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된다. 테라헤르츠파의 검출 특성은 다결정
GaAs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다결정

박막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결정 GaAs
는 기판의 종류에 관계없이 성장이 가능하며, 테라
헤르츠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전도 소재의 활
용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G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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