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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s/GaSb 제2형 응력 초격자(strained layer type II superlattice, T2SL)을 이용한 nBn 구조 장적외선 검출소자의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InAs와 GaSb 두께에 따른 T2SL 구조의 장적외선 밴드갭 에너지를 Kronig-Penney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소자의 암전류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nBn 구조에서 장벽층인 Al0.2Ga0.8Sb 성장 중에 Te 보상도핑(compansated 

doping)을 하였다. 온도(T) 80 K 및 인가전압(Vb) –1.5 V에서, 반응스펙트럼 측정을 통한 소자의 차단파장은 ∼10.2 μm 

(∼0.122 eV)로 나타났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암전류 측정으로부터 도출된 활성화 에너지는 0.128 eV로 계산 되었다. 

T=80 K 및 Vb=–1.5 V에서 암전류는 1.0×10-2 A/cm2으로 측정 되었다. 흑체복사 적외선 광원을 이용한 반응도(Responsi-

vity)는 소자 온도 80 K 및 인가전압 –1.5 V의 조건에서 0.58 A/W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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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적외선 검출소자(infrared photodetector)는 산업 현장

에서 공정진단, 전자 제품의 발열 특성 평가, 신체의 체열

분포 및 국방용 열영상 센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적외선 

검출 목적의 상업용 반도체 물질로는 낮은 밴드갭 에너지

를 가진 pn 접합 구조의 InSb 및 HgCdTe (MCT)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1]. 중적외선 탐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InSb 

소자는 고정된 밴드갭(band gap)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3세대 적외선 검출소자에서 요구되는 다파장 검출기

(multi-color detector)로서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다. 장적외선 검출소자로 주로 사용되는 

MCT 소자 경우, 균일한 성분의 화합물을 대면적으로 성장

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적외선 검출기로서, 

양자우물 적외선 검출기(quantum well infrared photo-

detector, QWIP) 및 양자점 적외선 검출기(quantum dot 

infrared photodetector)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QWIP 및 QDIP 적외선 검출기는 낮은 

양자효율(＜10%)로 인하여 실용적 열영상 소자가 요구하

는 고온 동작이 불가능 하다 [2]. 

G.A. Sai-Halaz, R. Tu 그리고 L. Esaki 등에 의하여 

제안된 InAs/GaSb 초격자 기반의 적외선 검출소자는 현재 

상용화 하여 사용 중인 적외선 검출소자를 대치할 수 있는 

유력한 물질 구조로 여겨지고 있다 [3-5]. InAs/GaSb 초

격자 구조의 밴드 에너지 정렬은 InAs 전도대(conduction 

band)가 GaSb 가전자대(valence band) 보다 0.15 eV 아

래로 배열된 깨어진 갭(broken gap)을 갖는 T2SL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InAs/GaSb T2SL은 동일 파장대역을 감

지할 수 있는 MCT와 비교하여 큰 전자 유효질량(large 

electron effective mass, ∼0.04 mo)을 보이고 있어 투과 

전류(tunneling current)를 줄일 수 있다 [6]. 또한 InAs/ 

GaSb T2SL 구조에서 전자(electron)는 InAs 영역에 분포

하며, 정공(hole)은 GaSb 영역에 분포하여 오제 재결합률 

(Auger recombination rate)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소자의 동작 온도를 크게 증가 시킬 수 있다 [6]. 최근에는 

GaSb 기판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고순도 GaSb 기

판을 사용하여 직경 2∼3 인치 크기의 균일한 InAs/G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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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자 박막을 성장 시킬 수 있는 분자선 에피탁시(mole-

cular beam epitaxy, MBE) 기술이 발전하였다 [7]. 더불

어 InAs/GaSb T2SL 구조는 고정된 형태의 밴드갭을 갖지 

않고 InAs와 GaSb 두께의 변화에 의하여 밴드갭을 조절 할 

수 있다. 이러한 밴드갭 엔지니어링(band gap engineering) 

기술에 의하여 중파장 적외선(mid wavelength infrared, 

MWIR, 3∼5 μm) 및 장파장 적외선 (long wavelength 

infrared, LWIR, 8∼12 μm) 대역을 검출할 수 있는 구조

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8]. 

대부분의 InAs/GaSb T2SL 적외선 검출기는 p-i-n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소자 성능은 암전류에 

의존하게 된다. 암전류의 주요 요인은 확산 전류(diffusion 

current), 표면 전류(surface leakage current), 생성 및 

재결합 전류(generation-recombination current), 밴드

갭 내에 존재하는 트랩에 기인하는 전류(trap assisted 

tunneling current) 성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p-i-n 

구조를 갖는 소자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M 구조를 

가진 InAs/GaSb T2SL 구조가 제안 되었다 [9]. 이는 통상

적인 InAs/GaSb 초격자 구조에서 GaSb 층의 성장 과정에 

큰 밴드갭을 갖는 AlSb를 얇게 성장함으로서 GaSb 층에 

이중 양자우물(double quantum well) 구조를 생성하여 정

공 구속(hole confinement) 효과를 높이게 된다. 또한 활

성층에 π 도핑을 하여, p-π-M-n 구조를 갖는 적외선 

소자는 p-i-n 구조와 비교하여 암전류가 약 10% 감소하여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크게 개선됨을 보였다 [10]. 이상준 

등은 응력 초격자에 기초한 p-i-n 구조의 열영상 모듈제

작 연구에서 초격자 성장 과정 중 응력 보정을 위하여 InSb 

(∼0.7 ML)와 AlSb (∼3.0 ML) 삽입하였다. 그 결과 적외

선 반응 스펙트럼 위치가 단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청색편

이 효과를 보였다. 또한 이 소자는 3.8 μm 차단 파장 특성

을 갖으며 열상소자로서 180 K까지 동작함을 보고하였다 

[5]. 

최근 Maimon은 n형 InAs의 반도체 박막 사이에 큰 밴

드갭을 갖는 물질(AlAsSb)을 성장 시켜 소자의 암전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nBn 구조를 가진 적외선 소자 특성을 

보고 하였다 [11]. 이형구조(heterostructure) nBn 구조 

적외선 검출소자는 전극 형성을 위하여 상부와 하부에 두 

개의 n 전극층, 큰 밴드갭을 갖는 장벽층(barrier layer), 

2∼5 μm 두께를 갖는 활성층(active layer)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nBn 구조에는 p-i-n 구조에 존재하는 공핍층

(depletion region)이 없으므로 생성-재결합에 관련된 암

전류와 확산 전류를 구조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다

수 캐리어인 전자는 장벽층에 의하여 움직임(movement)

이 제한되는 것에 반하여 소수 캐리어(정공)은 전극 사이에

서 장벽층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T2SL 구조에 기반한 최초의 InAs/GaSb T2SL nBn 적

외선 검출소자는 50 nm 두께의 Al0.4Ga0.6Sb 장벽층과 

InAs/GaSb T2SL를 적층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12]. 이 소

자는 동일한 파장대역의 p-i-n 구조의 소자와 유사한 적

외선 검출 성능을 보였다. 이후 Kim 등은 암전류를 줄이

고, 정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장벽층 두께

를 100 nm로 조정하고, 장벽층인 AlxGa1-xSb 박막의 Al 조

성을 x=0.2로 낮춘 InAs/GaSb T2SL 구조에 대한 연구 보

고를 발표하였다 [13]. 이 소자는 중적외선 초점면 배열

(focal plane array) 소자로서 NETD (noise equivalent 

temperature difference)는 23 mK으로 측정 되었으며, 

암전류 밀도는 77 K에서 ∼10-7 A/cm2 (Vb=0.7 V)를 보였

다. Khoshakhlagh 등은 InAs/Ga(In)Sb T2SL nBn 구조

를 이용하여 100 mV의 바이어스(bias) 변화에 따른 중적외

선 및 장적외선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nBn 소자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14]. 또한 Myers 등은 InAs/GaSb 

T2SL nBn 적외선 검출소자의 활성층 도핑 농도에 따른 성

능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도핑을 실시하지 않은 

(non-intentionally doping) 소자가 가장 작은 암전류 밀

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15].

본 연구는 장적외선 InAs/GaSb T2SL nBn 구조에 기초

한 장적외선 검출소자의 활성층 설계와 단일 소자 제작을 

통한 적외선 검출 소자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연구 및 장

벽층의 도핑 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이상준 [5]등에 의

하여 연구 되었던 p-i-n 구조와 활성층은 유사하나 p 전

극층을 n 전극층으로 전환하였으며, n 전극층과 활성층 사

이에 AlGaSb 장벽층을 성장한 구조이다. InAs와 GaSb 두

께에 따른 활성층 밴드갭의 이론적 계산은 EFA (modified 

envelope function approximation), K･P, SEPM (super-

lattice empirical pseudopotential method)등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16-18].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론적 접

근이 어렵고 많은 전산 모사를 통한 계산을 수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Kronig-Penney 모델에 기초하여 InAs/ 

GaSb T2SL nBn 구조에서 활성층의 InAs와 GaSb 두께에 

따른 밴드갭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성장된 nBn 구조의 



InAs/GaSb 제2형 응력 초격자 nBn 장적외선 검출소자 설계, 제작 및 특성평가 

한국진공학회지 22(6), 2013 329

Figure 1. The band alignment of the InAs/GaSb T2SL 
is shown along the growth direction (z axis).
Ea and Eb are, respectively, the band gap of
the InAs and GaSb layers. wa and wb repre-
sent the thickness of the InAs and GaSb lay-
ers respectively. The bottom of the con-
duction of the InAs layer is set as the energy
base-line (E=0). V0 is the energy well depth
for the electrons. L is defined as the length 
of one period or the sum of wa and wb.

AlGaSb 장벽층은 소자의 성장 중, 자연적 도핑이(intrinsical 

back ground doping) 낮은 농도의 p형을 나타낸다. 따라

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AlGaSb 성장 동안 의도적으로

(intensionally) n 도펀트를 주입시켰다. 성장된 물질의 구

조는 X선회절(x-ray diffraction, XRD)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단일 소자 공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소자의 파장 

대역별 감도(spectral response)는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

광기(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또한 소자의 온도에 따른 암전류 특

성을 측정하였으며, 특정 인가 전압에서의 암전류를 온도

에 따른 함수 관계로 분석하여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를 구하였다. 흑체복사 적외선 광원(black body 

radiation infrared source)을 이용하여 제작된 소자의 인

가전압에 따른 광 반응도(responsivity, R)를 측정 하였다. 

II.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InAs/GaSb T2SL 구조에서 형성되는 전

자와 정공의 미니밴드(miniband) 구조 계산을 위해 Kronig- 

Penney 모델을 이용 하였다. Fig. 1은 물질 성장에 방향에 

따른 InAs/GaSb T2SL 구조의 밴드 배열(band align-

ment)을 나타내었다. z축은 성장방향을 나타내며, 전자와 

정공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InAs 영역과 GaSb 영역에 각

각 분포 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격자상수 부정합에서 발생

하는 변형력(strain)은 고려하지 않았다. InAs/GaSb 초격

자 구조를 Kronig-Penny model에 적용하면, 한 주기에서

의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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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파수(wave number) ka와 kb는  와 

 로 정의된다. wa와 wb는 InAs와 GaSb 두

께를 나타내므로, 초격자의 한 주기는 Fig. 1의 L (=wa+wb)

로서 주어진다. 또한 ma와 mb는 InAs와 GaSb의 전자와 정

공의 유효질량(effective mass)을 각각 나타낸다. Kronig- 

Penney 모델을 InAs/GaSb 초격자 구조에 적용하여, 파동

함수 및 파동함수의 1차 미분에 대한 연속조건(z=0)을 이

용하여 행렬식으로 풀면, 식(2)로 표현되는 전자에 대한 고

유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E＜Vo 인 경우 전자는 InAs 내

에 구속되어 있으며, kb는 허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식

(2)는 –1≤f(E)≤1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고유값이 존재하

며, InAs/GaSb T2SL 구조의 InAs 영역에 구속(confine-

ment)된 전자의 미니밴드를 구할 수 있었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GaSb층 내에 구속된 정공의 미니밴드 역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파라메타 βb와 η는   와 

로 각각 정의된다. 

Fig. 2는 InAs층에 존재하는 전자의 전도대 바닥 에너지

와 GaSb층 가전자대 최대 에너지의 차를 Kronig-Penney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으로서 InAs/GaSb T2SL의 밴

드갭 에너지이다. Fig. 2(a)는 GaSb층을 7 ML로 고정하고 

InAs 층을 12 ML에서 16 ML까지 변화 시킬 때 밴드갭 에

너지 변화를 나타낸다. Fig. 2(b)는 InAs층을 14 ML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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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alculated band gap energies from the 
top of the hole minibband in the GaSb layer
to the bottom of the electron miniband in the 
InAs layer at 80 K. The GaSb layer (7 ML)
is fixed but the InAs layer is varied from 12 
ML to 16 ML in figure (a). The InAs layer (14 
ML) is fixed but the GaSb layer is varied from
5 ML to 9 ML in figu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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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of the grown InAs/GaSb T2SL nBn
structures in figure (a). X-ray diffraction 
(XRD) spectrum of the grown InAs/GaSb 
T2SL nBn detector in figure (b).

정을 하고 GaSb 층을 5ML에서 9ML까지 변화 시킬 때 밴

드갭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다. 소재의 온도는 80 K으로 가

정하고 각각 계산을 하였다. 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InAs와 GaSb의 두께 조절에 의하여 적외선 탐지 파장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nAs/GaSb T2SL nBn 구조는 Te 도핑된 GaSb 기판(2“) 

웨이퍼를 사용하여 분자선 에피탁시(molecular beam ep-

itaxy, VG-80 MBE system)를 이용하여 성장하였다. 

Fig. 3(a)는 성장 에피 박막 구조를 나타낸다. 에피 소재는 

GaSb 기판에 식각 정지층(etch stop layer, ESL)으로 사

용되는 200 nm의 Al0.2Ga0.8Sb를 성장하고 하부 전극층으

로 한 주기가 4.2 nm InAs (Te 도핑, n=4×1018 cm-3)/2.1 

nm GaSb로 구성되는 T2SL 구조를 90주기 성장하였다. 활

성층 영역은 분자선 에피탁시 내부로부터 자연적인 도핑 

(non-intentional doped)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한 주기

가 InAs (4.2 nm)/GaSb (2.1 nm)로 구성되는 T2SL 구조

를 320 주기 성장하였다. 전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벽

층은 100 nm의 Al0.2Ga0.8Sb (Te, n=1.8×1017 cm-3)를 성

장하였다. 마지막 상부 전극층은 하부 전극층과 동일한 구

조로 20 주기를 성장하였다. 초격자층 성장 동안에 소재의 

격자상수 부정합 보정을 위하여 InSb 층이 삽입 되었다. 

Fig. 3(b)는 X-선 회절 분석법을 이용한 초격자 박막의 구

조 분석을 통하여 InAs/GaSb 한 주기가 65.9 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첫 번째 SSP (satellite superlattice peak)

의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45 arcsec가 됨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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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Schematic of a fabricated device using 

a shallow etching scheme in which the pixel
is defined by the minority carrier diffusion 
length (DL). (b) Relative spectral response 
versus wavelength at 80K under an applied
bias of -1.4 V. 

성장 시료의 전기 및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 

소자의 크기는 410×410 μm이며, 직경 25에서 300 μm 

크기의 원형 개구면(open circle aperture)을 갖도록 마스

크 제작을 하였다. 양각 광묘화(positive photo-lithog-

raphy)를 실시하여 시험 소자의 크기에 해당되는 면에는 

AZ4330 photo resist 가 남아 있도록 한 후, BCl3 가스를 

사용하는 유도방전 프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

ma) 건식 식각법을 이용하여 상부 전극층을 제외한 부분은 

식각 하였다. 이후 동일한 식각법을 이용하여 하부 전극층

의 중간 영역까지 식각을 실시하였다. 소자의 전기적 특성 

측정을 위하여, 상부 전극층 및 하부 전극층 오믹 컨텍 

(ohmic contact) 금속은 Ti/Pt/Au (500 Å /500 Å /3000 
Å)를 사용하였다. 완성된 소자는 세라믹 패키지에 옮겨 Au 

금속선으로 본딩하여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 평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Fig. 4(a)는 완성된 소자의 단면도이다. 

p-i-n 구조의 포토다이오드에서는 하부 전극층 까지 소자

의 식각을 행하나, 본 연구에서 소자의 크기는 단지 상부 

전극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 된다. 이는 장벽 및 활성층 끼

리의 소자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나, 소자에 바이

어스를 가하면 소자의 측면 확산거리(diffusion length)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분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일 소자

의 측면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표면 산화막 방지를 

위한 표면 보호층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III. 실험결과 및 논의

Fig. 4(b)는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

troscopy)를 이용하여 측정된 단일 소자의 파장별 반응을 

나타낸 값이다. 100% 차단 파장(zero-response cutoff 

wavelength, λ100%)은 Vb=-1.4 V, T=80 K에서 ∼10.2 μ

m로 나타났다. 또한 인가전압 -1.4 V에서 -2.2 V 사이에

서 최상의 스펙트럼을 관측 할 수 있었다. nBn 소자는 외

부에서 가해주는 인가전압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와 정공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소자의 전도도가 변화하게 

된다. 특히 AlGaSb가 성장중에 p형 물질로 성장이 됨으로 

이를 보정하기 위한, n형 도핑(Te)을 실시하여 보상 도핑

(compensated doping)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핑은 

장벽의 페르미 레벨(fermi level) 변화를 유도하여, 

AlGaSb 층이 정공 움직임에 대한 낮은 장벽으로 작용한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높은 바이어스 인가 조건에서 소자

의 광반응(photo-response)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암전류 측정은 반도체 파라메터 분석장치(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 HP 4145B), closed shield를 가진 

순환형 냉각기(closed cycle cryostat, Janis)와 온도 조절

기(temperature controller, Lakeshore, 325)를 이용하

여, 50∼280 K까지 온도 변화를 주면서 측정 하였다. Fig. 

5(a)와 같이 암전류 밀도는 주어진 인가전압에 대해서 비대

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부 전극층과 활성층 사

이에 위치한 AlGaSb층 성장에 따른 것이다. 측정온도 80 

K 및 인가전압 -1.4 V에 대한 암전류 밀도(∼2.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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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ark current density as a function of applied 
bias ranging from 50 K to 280 K in figure (a).
Arrhenius plot of the current density of a 
fabricated device under an applied bias of 
-1.4 V in figure (b).

Figure 6. Responsivity versus bias at 80 K. The re-
sponsivity was equal to 0.58 A/W for the 
wavelength 7.5 μm and an applied bias of 
-1.5 V.

A/cm2)는 인가전압 +1.4 V의 암전류 밀도(∼1.1×10-2 

A/cm2)와 비교하여 약 25%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AlGaSb 전자 장벽이 효과적으로 다수전하(majority car-

rier)의 이동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Fig. 5(b)는 인가전압 –1.4 V에서 측정된 암전류 밀도를 

온도 함수로서 표현한 아레니우스 그래프(Arrhenius fit-

ting)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 대한 curve fitting을 통

하여, 활성에너지(activation energy)가 약 0.128 eV로 표

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TIR에 의하여 측정된 

100% 차단 파장(∼10.2 μm, ∼0.12 eV)과 아주 근접한 

값을 나타냈다. 80 K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암전류 밀도가 

더 이상 줄지 않는, 포화상태 암전류(saturated dark cur-

rent) 밀도를 보였다. 이는 트랩 어시스트 터널(trap-as-

sisted tunneling) 과정에 의한 암전류 분포로 분석된다. 

검교정이 완료된 800oC의 흑체복사 광원(Mikron, M306)

과 2 π FOV (field of view)를 가진 광학계를 이용하여 

반응도(responsivity, R)를 측정하였다. Fig. 6은 80 K에

서 인가 전압에 따른 직경 200 μm를 가진 소자의 반응도

를 나타내고 있다. Vb=-1.5 V에서 7.5 μm의 입사 적외선

에 대한 소자의 반응도 0.58 A/W로 측정 되었다. 낮은 반

응도는 활성층 두께가 통상적인 장적외선 검출소자 두께

(∼5 μm)의 약 40%인 ∼2.0 μm로 소재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외선 흡수율(absorption rate) 낮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InAs/GaSb T2SL nBn 구조에 기초한 장적외

선 검출소자의 구조 설계, 소자 제작을 통한 전류 및 광학

적 특성 연구에 관한 것이다. Kronig-Penney 모델을 통하

여 InAs와 GaSb의 소자의 두께를 각각 14 ML와 7 ML를 갖

는 초격자 구조 성장에 의하여 ∼10 μm (∼0.124 eV) 차

단 파장(cutoff wavelength)의 소자를 구현하였다. 분자선 

에피탁시 성장법을 이용하여 InAs/GaSb T2SL nBn 구조

를 성장 하였다. 특히 암전류를 줄이기 위하여 장벽 물질로

는 100 nm 두께의 Al0.2Ga0.8Sb를 사용하였으며, Te 도핑

을 실시하였다. 적외선 FTIR, 냉각기 및 흑체복사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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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등을 이용하여 소자의 스펙트럼, 암전류 밀도, 입사 

적외선에 대한 반응도 등을 조사 하였다. 광반응 스펙트럼 

분석결과 80 K에서 차단파장은 ∼10.2 μm (Eg=∼0.12 

eV)으로 측정 되었으며, 광반응에 개입하는 활성에너지 

0.128 eV로 계산 되었다. 두 측정값 모두 Kronig-Penney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 0.122 eV와 매우 근사한 값을 보였

다. 또한 소자의 암전류 밀도는 –1.5 V 인가전압 및 소자의 

온도 80 K에서 1.0×10-2 A/cm2로 측정 되었다. 소자 온도 

80 K 및 바이어스 –1.5 V 조건에서 7.5 μm 파장에 대한 

소자의 반응도는 0.58 A/W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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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 Based InAs/GaSb Type II Superlattice Detectors wit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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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wave infrared detectors using the type-II InAs/GaSb strained superlattice (T2SL) 
material system with the nBn structure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band gap energy 
of the T2SL material was calculated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the InAs and GaSb 
layers by the Kronig-Penney model. Growth of the barrier material (Al0.2Ga0.8Sb) incorporated 
Te doping to reduce the dark current. 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of the 
1st satellite superlattice peak from the X-ray diffraction was around 45 arcsec. The cutoff 
wavelength of the fabricated device was ∼10.2 μm (0.12 eV) at 80 K while under an applied 
bias of –1.4 V. The measured activation energy of the device was ∼0.128 eV. The dark 
current density was shown to be 1.0×10-2 A/cm2 at 80 K and with a bias −1.5 V. The 
responsivity was 0.58 A/W at 7.5 μm at 80 K and with a bias of −1.5 V.

Keywords : Long wave infrared detector, Strained layer superlattice (SLS), InAs/GaSb, 
Kronig-Penney model, Responsivit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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