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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work, the structural and the optical properties of GaSb epilayers were investigated by
using X-ray diffraction (XRD), photoluminescence (PL), and photoreflectance (PR) measurements.
All sample were grown by using molecular beam epitaxy, but at various growth temperatures (Ts )
from 485 to 540 ◦ C. The XRD results showed that 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of
the XRD curves increased with increasing growth temperature due to the formation of defects in
the epilayer. The PL results indicated that VGa , GaSb and related defects were formed in the
epilayer due to the effects of the growth temperature. The PR spectra of the GaSb epilayers clearly
exhibited Franz-Keldysh oscillations (FKOs) caused by the interface electric fields. The inter face
electric field between the p-GaSb epilayer and the n+ -substrate decreased from 78.4 to 65.6 kV/cm
with increasing Ts . We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the interface electric field was due to the
change in the p-type carrier concentration caused by the formation of defect states with increasing
Ts from 485 to 540 ◦ C.
PACS numbers: 78.66.Fd, 78.40.-q, 73.40.Lq, 73.61.Ey
Keywords: GaSb epilayer, Defects, Growth temperature, Interface electr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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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자선 박막 성장 장치 (molecular beam epitaxy) 를 이용하여 성장된 GaSb 박막의 성장
온도(Ts 485 ∼540 ◦ C)에 따른 특성을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광발광 (photoluminescence,
PL) 및 광변조반사 (photoreflectance, PR)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XRD 결과에서는 성장 온도가 증가
할수록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의 증가는 성장 중 결함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L 결과에서는 성장 온도에 따라 박막에 VGa 와 GaSb 에 관련된 결함 준위의 발생과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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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PR 신호에서 시료 계면 전기장 효과에 의한 Franz-Keldysh oscillation (FKO) 이 관측되었다.
각 시료의 PR 신호에서 관측된 FKO신호로부터 성장 온도에 따른 시료의 계면 전기장 세기 (F ) 변화를
확인 하였다. 상온에서 GaSb 박막의 계면 전기장 세기는 성장 온도가 증가할수록 78.4에서 65.6 kV/cm
로 변함을 관측하였다. 성장 온도 485 ∼ 540 ◦ C 범위에서 박막의 계면 전기장 세기의 변화는 성장 온도에
따른 결함의 발생으로 p-형 운반자 농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ACS numbers: 78.66.Fd, 78.40.-q, 73.40.Lq, 73.61.Ey
Keywords: GaSb 박막, 결함, 성장 온도, 계면전기장

I. 서 론
갈륨안티모니 (GaSb) 는 직접 천이형 띠 간격을 가지는
III-V족 화합물 반도체로 적외선 파장 영역 (1 ∼ 4 µm)
수광/발광 소자의 기판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1–3]. 특히
InAs, AlSb, InAs/GaSb 초격자 구조를 적용한 레이저 다
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적외선 검출기, 광전압 소자 등의 기
판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자 구조의 성장을 위해
이종 접합 구조 성장에 필요하며 이때 유사한 격자 상수를
갖는 기판 재료로서 GaSb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13]. GaSb는 분자선 박막 성장 장치 (molecular beam
epitaxy, MBE)나 금속 유기화학 기상 증착법(metal-oranic
chmical vapour deposition) 방법으로 박막을 성자하는 동
안에 Ga-안티사이트 (Ga-antisite, GaSb )와 Ga-빈자리 (Ga
vacancy, VGa ) 의 복합 결함으로 인해 p-형의 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1, 2, 14]. 아울러 성장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깊은 억셉터 준위가 얕은 준위의 도
너에 의해 보상 (compensation) 되는 효과로 저항 증가가 보
고되었다 [1]. 그리고 고온 성장에서 n-GaSb 기판에 도핑된
Te의 확산으로 성장 계면에서 VGa GaSb TeSb 등의 복합 결
함이 형성되어 자가 보상 (self-compensation) 이 일어남이
보고되었다 [15]. 이러한 경우 성장된 GaSb 박막의 전기적
특성이 성장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InAs/GaSb 초격자 구조와 p-n 접합 다이오드
구조 등의 이종 접합 소자 구조 성장에서 GaSb 완충 층의
특성이 소자 구조 내에 결함 유발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적외선 검출기의 효율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6]. 특히 소자 구조에서 중요한 계면 특성은 결함의
생성과 운반자 농도 변화에 영향을 받아 소자의 전기적 특성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보고에서 GaSb의
성장 온도 또는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광학적 특
성에 미치는 영향 및 운반자 농도 변화는 깊은준위결함분석
법 (deep-level transient spectroscopy, DLTS), 전기 용량전압 (capacitance-voltage) 과 광발광 (photoluminescence,
PL) 등으로 조사되었다 [1,2,14,15]. 그러나 이러한 결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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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운반자 농도에 따른 기판과 완충층 사이에 형성되는
계면전기장이 소자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에 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반사변조분광법인 광변조반사 (photoreflectance,
PR) 를 이용하여 직접 전이형 화합물 반도체에서 접합 계
면에 형성된 전기장의 세기와 근원을 밝히는 보고가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p-n 접합 계면 전기장 및 InAs/GaAs
양자점 계면의 응력 (strain) 에 의한 전기장분포 등에 연구
가 보고되고 있다 [17,18]. 그러나 최근 Kudrawiec에 의해
GaSb 박막에서 전기변조반사 (electroreflectance, ER) 를
이용한 표면의 페르미 준위에 관한 연구와 PR을 이용한
벌크 GaSb의 띠 간격 에너지 조사 등 국한된 부분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9,20].
본 연구에서는 GaSb 박막성장 중 성장 온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조 및 광학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n+ 형
GaSb (100) 기판 위에 도핑되지 않은 GaSb 박막을 MBE
장치를 이용하여 성장하였다. GaSb 박막 시료의 특성은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PL 및 PR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GaSb 박막의 성장 온도에 따른 결함
거동에 기인한 p-형 운반자 농도변화에 따른 계면전기장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II. 실 험
본 연구에서는 Te가 고농도 (∼1018 /cm3 ) 로 첨가된 n+ 형 GaSb (100) 기판 위에 도핑되지 않은 GaSb 박막을 MBE
로 성장하였다. 성장 온도는 485 ∼ 540 ◦ C의 범위에서 진행
하였다. 우선 n+ -GaSb 기판 표면의 자연 산화막 (Ga2 O3 ,
Sb2 O3 ) 층을 제거하기 위해 MBE 챔버에서 Sb4 의 분자
선등가압력 (beam equivalent pressure, BEP) 을 5×10−6
Torr로 조사하면서 기판온도 540 ◦ C 에서 20 분간 유지하였
다. 기판표면의 산화막의 제거 과정은 고에너지전자선회절
(reflection high-energy electron diffraction, RHEED) 로
관찰하여 자연 산화막 제거를 확인하였다. 산화막이 제거된
후 기판의 온도는 485 ∼ 540 ◦ C 범위로 조정하여 박막을
성장하였다. GaSb 박막은 Ga BEP를 7×10−7 Torr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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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Low temperature PL spectra of
undoped-GaSb epi-layers with various growth temperatures (485 ∼ 540 ◦ C).

Fig. 1. (Color online) (a) X-ray diffraction spectra
for n+ -GaSb and undoped-GaSb epi-layers with various
growth temperatures of 485 ∼ 540 ◦ C and (b) corresponding FWHM of XRD spectra.
Sb4 BEP를 5×10−6 Torr로 하여 주어진 기판온도에서 1
µm 두께로 성장을 하였다. 성장 후 모든 시료는 주어진
성장 온도에서 RHEED 패턴은 (1×3) 로 Sb-안정화 표면을
보여주었다. 시료의 결정구조 특성은 상온에서 XRD 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광학적 특성은 측정 온도 (15 ∼ 300
K) 에 따른 PL과 PR로 평가하였다. PR 셋업은 참고문헌
[19]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변조광원으로 1.3 µm 레
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였으며, 변조를 위한 광단속기의
주파수는 800 Hz로 하였다. 조사 광원은 250 W 텅스텐할로겐 램프에서 출광되는 빛을 단색화장치를 통하여 파장
별로 분광하여 시료에 조사하였다. 시료에 조사된 광은 시
료에서 반사되어 2.5 µm 파장까지 검출할 수 있는 InGaAs
광검출기를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Fig. 1은 상온에서 측정한 GaSb 박막의 성장 온도에 따른
(004) 면의 (a) X-선 회절 신호와 (b)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을 나타내었다. 이때 기판으로 사
용된 벌크 n+ -GaSb(실선) 의 X-선 회절의 FWHM은 12.0
arcsec이었다. 측정된 모든 GaSb 박막은 성장 온도에 무관
하게 기판 신호와 동일한 위치에서 강한 회절 신호가 검출
되었으며 이로부터 성장 중 결함에 의한 격자 상수 변형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GaSb 박막
성장시 기판의 온도가 485 에서 540 ◦ C로 증가할수록 X-선
회절 신호의 FWHM은 15.0에서 20.4 arcsec로 기판대비 약
1.7배 증가하지만 X-선 회절신호의 피크는 우수한 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결정성에 의한 XRD 신
호는 FWHM이 좁을수록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X-선 회절 신호의 FWHM의 변화는 GASb 성장 중 기존에
보고된 GaSb , VGa 및 GaSb -VGa 복합 결함이 온도에 따라
변함을 알 수 있다 [14,15]. 아울러 신호의 대칭성으로부터
시료의 온도에 따른 결함 증가는 존재하지만 결함 발생에
의해 결정 격자 상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 수축과 연신
응력의 분포가 균일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저온 15 K에서 측정한 성장 온도에 따른 GaSb
박막의 PL 신호들이다. 485 ◦ C에서 성장한 시료는 A(0.706
eV) 와 0.725 eV에 피크를 둔 넓은 분포의 PL과 E(0.795
eV) 에서 좁은 선폭의 PL 전의를 보여주었다. 성장 온도가
515 ◦ C 경우 A(0.706 eV) 와 B(0.721 eV) 에 피크를 둔 넓은
분포의 PL을 보여주었으며 D(0.771 eV) 에서 약한 PL 신호
가 관측 되었고 아울러 좁은 선폭의 PL 신호가 F(0.802 eV)
에서 나타났다. 성장 온도가 540 ◦ C의 경우 C(0.739 eV) 에
피크를 둔 아주 넓은 형태의 PL 신호만 관측되었다. 먼저
성장 온도 485 ◦ C와 515 ◦ C에서 나타난 신호 A와 B는 일
반적으로 각각 VGa 와 GaSb 로 보고되었다 [14]. 485 ◦ C에
서는 A의 신호가 515 ◦ C에서는 B의 신호의 피크의 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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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장 온도가 증가할수록
동일한 Sb 공급 조건에서 (BEP = 5×10−6 Torr) 기판 온도
의 증가로 결정 결합에 참여할 표면에 존재하는 Sb 분자의
면 밀도가 감소하면서 성장 중 VGa 와 GaSb 의 발생 확률의
변화로 사료된다. 아울러 515 ◦ C 시료에서 새로이 관측된
D 신호는 성장 조건에서 Ga 공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GaSb 관련된 복합 결함으로 보고된 것으로
[15] D신호의 출현은 515 ◦ C에서 GaSb 발생확률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485 ◦ C와 515 ◦ C에서 성장된 두 시료는
각각 띠 간격 바로 아래 에너지에서 각각 E와 F을 신호가
검출된 것은 성장 조건에서 Sb의 공급량이 여전히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신호들은 성장 조건에서 Sb이 충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억셉터바운드엑시톤전이 (acceptor-bound
exciton transition) 로 보고되었다 [14]. 이 결과로부터 515
◦

C 성장 시료에서 나타난 F 신호는 485 ◦ C에서 관측된

E 신호와 구분하여 조금 높은 성장 온도에서 발생한 복합
결함으로 판단된다. 540 ◦ C의 경우 C 신호가 아주 넓게
분포하고 성장 온도가 증가할수록 성장 중 표면에 유지되는
Sb의 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Ga-rich 성장조건에서
나타나는 결함으로 판단되었다. 이 경우 추정되는 결함은
PL 신호의 영역이 D 신호를 포함하고 매우 넓은 PL 신호의
분포로 보아 GaSb 와 다른 결함들 간의 복합 결함으로 판단
된다. 특히 성장 온도의 증가로 기판의 Te의 확산에 의한
복합 결함의 가능성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15].
성장 온도에 따른 박막시료의 15 K에서 측정한 PL 실험
결과에서 485 ∼ 515 ◦ C에서 성장된 시료는 0.706와 0.721
eV에서 주된 발광을 보이고 이는 깊은 억셉터 준위에 관련
◦

된 것이다. 540 C에서 성장한 시료는 0.739 eV에서 주된
발광이 관측되었으며 이는 Ga-rich 상태에서 성장된 시료

Fig. 3. (Color online) (a) Room temperature PR and PL
spectra for the GaSb epi-layer grown at 540 ◦ C and (b)
PR spectra of n+ -GaSb substrate and GaSb epi-layers
with various growth temperatures (485 ∼ 540 ◦ C).

에서 나타나는 결함 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성장 온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결함은 p-형 운반자의 농도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억셉터 관련 농도의 변화에 따른 시료의 내부전
기장의 변화를 PR 측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3
은 성장 온도에 따른 GaSb 박막의 상온에서 측정한 PR 신
호를 나타내었다. 우선 Fig. 3(a) 에서 540 ◦ C에서 성장한
시료의 상온 PR 신호 (위) 와 상온 PL 신호 (아래) 를 나타
내었다. 300 K에서 PL 신호의 피크 위치는 0.717 eV이다.
이론적인 GaSb의 300 K에서 밴드갭 에너지는 0.726으로
약 9 meV 정도 낮은 에너지에서 PL 피크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피크는 상온에서 벌크 GaSb에서도 관측되었으며
억셉터 관련 준위 또는 결함에 의한 피크로 판단된다 [19,
20]. PL 신호와 달리 PR 신호는 띠 간격 (band gap energy,

Eg ) 전의와 Eg 이상의 영역에서 진동형태의 신호인 FranzKeldysh Oscillation (FKO) 를 관측 하였다. 일반적으로
FKO는 반도체 시료내에 내부 전기장이 존재할 경우 전기
장에 의한 Franz-Keldysh 효과에 의해 Eg 이상에서 전이가
허용되어 나타나는 진동 형태의 신호이다. FKO의 거동은
전기 광학 함수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으며, 그 점근 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2].
{ [
}
]3
∆R
2 E − Eg 2
d−1
∝ cos
−π
(1)
R
3
ℏθ
4
여기서 E 는 입사광의 에너지이고 Eg 는 반도체의 띠 간격
에너지, ℏθ 는 전기장이 존재할 때의 계의 특성 에너지이
고, d 는 임계점의 차원이다. 식 (1) 은 코사인 형태의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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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극치를 가지며 이는 FKO 신호의 극치에 대응되는
점을 이용하여 FKO의 주파수 (eV−3/2 ) 성분을 검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FKO 신호가 하나 이상의 주파수 성분을
가질 때에는 각 FKO 신호의 중첩으로 명확한 주파수 성분
을 검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식 (1) 에 포함되어 있는
계의 특성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 (2) 으로 나타난다 [23].
3
eℏF
(ℏθ) 2 = √
8µ

(2)

여기서 F 는 내부 전기장, e 는 기본 전하량이다. ℏ = h/2π
이고 h 는 플랑크 상수이고 µ 는 전자와 정공의 환산 유효
질량이다. FKO 신호들의 주파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고속
푸리에 변환 (fast Fourier transform, FFTs) 을 이용할 수
있다. 식 (1) 과 식 (2) 를 통해, FKO의 진동수 f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7].
( )
(
)
2 √
1
f=
2µ
(3)
3π
eℏF
FKO의 진동수 f 는 시료에서 내부 전기장에 반비례하고,
전자-정공 (electron-hole) 간의 환산 유효 질량에 의해 결정
될 수 있다 [24].
Fig. 3(b) 는 상온에서 측정한 각 시료들의 PR 신호들이
다. GaSb 박막 성장하기 전 n+ -GaSb 기판의 PR 신호는
Te 도핑에 의한 넓은 띠 간 (band to band) 전이를 보여주
었으며, 성장된 GaSb 박막 시료들은 기판보다 좁은 분포의
띠 간 전이를 보여주었다. 박막 시료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띠간 전이는 성장 중 자연적으로 형성된 p-형 결함에 의한
운반자 농도가 n+ -GaSb 보다 낮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n+ -GaSb 기판의 FKO 주기와 GaSb 박막의
FKO 주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n+ -GaSb 기판의 경
우 고농도 도핑 (∼1018 /cm3 ) 에 의한 높은 표면 전기장의
영향으로 FKO 신호의 진동 주기도 매우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된 GaSb 박막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의
FKO 진동 신호를 보여주었다. GaSb 박막의 짧은 주기의
FKO 진동 신호는 성장된 박막의 내부 전기장이 기판의
표면 전기장의 세기와 다르기 때문이다. 기판위에 성장된
박막의 성장 온도에 따른 내부 전기장의 세기의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PR 신호로부터 FFT를 수행하여 수식 (3) 의
FKO의 진동수 f 와 전기장 F 의 관계를 이용하여 전기장
값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이때 식 (3) 의 환산유효질량 µ
는 0.036m0 을 사용하였다.
Fig. 4는 성장 온도에 따른 시료들의 저온 (15 K) 과 상온
(300 K) 에서 측정한 PR 신호로부터 FKO 신호를 분리하여
얻은 전기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우선 n+ -GaSb 기판의
PR 결과에서 측정된 표면 전기장의 세기는 184 kV/cm 그

Fig. 4. (Color online) Interface electric fields (F ) of
GaSb epi-layers grown on n+ -GaSb substrate with various growth temperature (F were measured at 15 K and
300 K).
리고 성장 온도가 각각 485 ◦ C, 515 ◦ C와 540 ◦ C인 시료의
전기장은 78.4 kV/cm, 70.4 kV/cm와 65.6 kV/cm 이다.
성장된 박막 시료 모두 기판의 전기장 세기보다 낮은 값이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벌크 시료의 경우 시료 내부의
페르미 준위의 위치는 깊이 방향으로 운반자 농도가 균일한
경우 전도대나 가전자대의 가장자리로부터 동일한 위치에
있다. 이 경우 전기장이 형성되는 영역은 표면으로 표면의
상태 (surface states) 에 의해 운반자가 공핍되어 표면에 전
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표면 영역에서 전위의 크기와 표면
공핍 층의 두께에 관련된 전기장이 형성됨으로 벌크시료의
PR에서 측정된 전기장은 주로 표면 전기장이다. 이론적
계산결과 n+ -GaSb (∼1018 /cm3 ) 의 경우 관측된 전기장의
세기와 같았다. n+ -GaSb 기판위에 성장된 박막 시료의 경
우 기본적으로 GaSb는 성장 중 의도하지 않은 자연 결함의
발생으로 p-형 특성을 나타나게 되어 박막과 기판의 계면에
p-n 접합을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이론적 계산결과 n+ 형의 도핑 농도가 ∼1018 /cm3 인 경우 p-형 운반자 농도가
3×1016 /cm3 ∼ 5×1016 /cm3 정도로 주어질 때 p-n 접합의
전기장의 세기는 70 ∼ 80 kV/cm이다. 따라서 온도에 따라
성장된 박막 시료의 전기장은 벌크와 달리 n+ -형 기판과
p-형 박막층의 계면에 형성된 접합 전기장으로 판단된다.
상온에서 PR 방법으로 측정된 접합 전기장은 성장 온도가
485 ◦ C일 때 78.4 k/cm로 가장 크고 성장 온도가 540 ◦ C
까지 올라가면서 점차 감소함을 보였다. 이러한 전기장의
세기의 변화는 성장 온도에 따라 PL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결함과 관련된 p-형 운반자 농도가 성
장 온도에 의존의 결과로 판단된다. PL 실험에서 결함의
거동과 PR 실험에서 전기장의 변화로 보아 성장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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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의 결정성과 관련된 FWHM 의 변화는 성장 온도에
따라 결함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L 결과에
서 이러한 결함의 원인으로 VGa , GaSb 및 관련 결함임과
성장 온도에 따른 결함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XRD
결과의 FWHM 변화가 결함 생성에 의한 것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PR 실험 결과로부터 성장 온도에 따라 박막
의 결함 형성이 p-형 운반자의 농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전기장 효과에 의한 FKO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성장
온도 485 ◦ C ∼ 540 ◦ C에서 성장된 박막의 p-형 운반자
농도는 4.4×1016 ∼ 3.0×1016 /cm3 의 영역에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성장 온도에 따른 결정성 및 광학적 특성의
Fig. 5. (Color online) Temperature dependence interface
electric fields of GaSb epi-layer grown at 485 and 540 ◦ C.

변화는 기판온도의 변화로 표면에 주입되어 결합에 참여하
는 Sb 분자의 면밀도의 감소에 의한 성장 중 GaSb 와 VGa
의 복합 결함의 발생으로 인해 억셉터 농도의 변화에 의한

따라 형성된 결함은 p-형 운반자의 농도의 변화를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485와 540 ◦ C에서 성장한 두 시료의 온도에 따
른 계면 전기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보는바와 같이 온도
의존성 PR 실험에서 485와 540 ◦ C에서 성장한 두 시료의
온도에 따른 계면 전기장의 변화 형태는 전형적인 온도에
따른 운반자 농도 변화에 의한 효과로 보인다 [17]. 이는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운반자의 포획에 의해 유효 운반자가
감소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농도의 변화는
성장된 박막과 n+ -GaSb 기판사이에 p-n 접합을 형성하고
이결과 PR 측정에서 관측된 FKO는 p-n 접합 전기장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Fig. 4의 측정된 전기장의 세기로부터 성장된 p-형 GaSb
의 운반자 농도를 n+ -p 접합 모델로 계산한 결과 성장 온도
485 ◦ C ∼ 540 ◦ C에서 4.4×1016 ∼ 3.0×1016 /cm3 의 변화
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기판의 온도를 485 ∼540 ◦ C에
서의 증가시키는 것이 성장 중 상대적인 Sb4 /Ga BEP 비의
감소로 GaSb 와 VGa 의 복합 결함으로 인해 억셉터 농도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저온 PL 측정 결과에서 성장
온도가 증가하면서 주된 깊은 억셉터 준위의 농도 변화가
성장층의 p-형 운반자의 농도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성장 온도의 증가로 기판의 Te의 확산으로 박막에
존재하는 억셉터을 보상하거나 얕은 준위의 도너 농도가
증가함으로 억셉터를 보상하여 운반자의 농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의 GaSb
박막 성장에서 Sb4 /Ga BEP 비의 변화를 이용하여 GaSb
와 VGa 의 복합 결함의 발생 기작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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