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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N thin films were grown by using pulsed sputter deposition (PSD), and the cause of the
crystallinity change caused by heat treatment was investigated. The AlN thin films were grown on
a sapphire substrate and annealed at temperatures of 700 ∼ 1100 ◦ C by flowing nitrogen gas through
a horizontal furnace. The change in the surface morphology, the crystallinity, and the vibration
mode were investigated. The PSD-grown samples showed relatively good crystallinity with a very
flat surface. Furthermore, the effect of residual strain, which is commonly observed in thin AlN
films deposited by sputtering, was confirmed using X-ray diffraction. When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was above 900 ◦ C, surface oxidation proceeded rapidly, and the surface morphology
and the changes in the crystal phase were confirmed. From the results of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and Raman spectroscopy, the oxidation observed during annealing was found
to be related to the interstitial Al defects occurring during film formation.
PACS numbers: 81.05.Ea, 77.55.hd, 64.70.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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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스퍼터증착법으로 성장한 AlN 박막의 열처리에 따른 결정성 변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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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스퍼터증착 (pulsed sputter deposition, PSD) 으로 AlN 박막을 성장하였고, 열처리를 통한 결정성
변화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AlN 박막은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하였고, 수평형 열처리로를 이용하여
질소 분위기 가스를 흘리며 700∼1100 ◦ C에서 열처리하였다. 열처리 전후의 시료 표면과 결정성의 변화
및 진동 모드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PSD로 성장한 시료는 매우 평탄한 표면과 비교적 양호한 결정성을
보였지만,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로부터 스퍼터로 성막한 AlN 박막에서 흔히 관찰되는 잔류 스트
레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열처리 온도가 900 ◦ C 이상이 되면 표면의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표면형상과 결정상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푸리에변환 적외광 스펙트럼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a, FTIR) 과 라만 스펙트럼 (Raman spectra) 관찰 결과로부터 열처리 시 관찰되는 산화는
성막 중 발생하는 침입형 Al 결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CS numbers: 81.05.Ea, 77.55.hd, 64.70.dg
Keywords: AlN, PSD, XRD, 열처리, 결정성 변화

I. 서 론

열처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정성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lN는 자외광소자 [1,2], 표면탄성파소자 [3,4], MEMS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5,6] 등 다양한 응용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다. 이에 요구되는 양호한 결정성을 갖

II. 실험 방법

는 AlN 박막을 성장하기 위해서 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7], MBE (molecular beam
epitaxy) [8]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고온성

AlN 박막은 고진공 스퍼터 장비를 사용하여 성막하였다.
스퍼터 장비는 로드록 (load-lock) 챔버를 가지고 있어, 10−9

장이 필요한 점과 최적 성장조건과 관련된 문제점은 여전히

Torr 이하의 배경진공도 (background pressure) 를 유지할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 있었다. 박막을 성막하기 위한 기판으로는 양면 연마된

본 연구에서는 펄스스퍼터증착 (pulsed sputter deposi-

2-inch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였고, 기판은 화학적 식각

tion, PSD) 이라는 박막 성장방법을 주목했다. PSD는 펄

없이 유기세척만 진행 후 로드록 챔버를 통하여 성장 챔버에

스 전원을 이용하여 고에너지 성장종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도입하였다. PSD에는 3-inch Al 타겟을 사용하였고, Ar

낮은 온도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결정성을 갖는 박막성장이

과 N2 가스를 동시에 공급하여 장비를 작동시켰다. 즉,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SiC 기판을 사용한

정확하게 성장 방법을 기술하자면, 반응성가스를 이용한

경우 단결정 AlN 박막 성장도 가능함이 알려져 [9,10], 이에

직류스퍼터 (DC magnetron sputter, DC 스퍼터) 에 펄스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PSD로 AlN을 성막하기

전원을 장착하여 성막을 진행하였다. 성막 된 박막은 X

위해서는 반응성 가스의 유량, 성막 시 플라즈마 파워, 성막

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을 이용한 결정성 평가,

온도, 전원 구동 조건 등 여러 가지 성막 조건의 최적화가

원자력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 을 이용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성막된 박막의 응용을 위해서는

표면관찰을 진행하였다. 초기 특성 평가가 진행된 시료는

박막 성장 뿐 만 아니라 불순물 주입이나, 열처리, 식각,

수평형 열처리를 이용하여 700∼1100 ◦ C의 온도범위에서

분석기술 등 여러 가지 연관 연구도 필요하며, 따라서 본 연

60분간 열처리하였다. 열처리 시 N2 가스를 1 liter/min.

구에서는 Al2 O3 기판상에 PSD로 상온에서 성장한 박막을

로 흘려주었다. 열처리 절차는 저온에서 시료를 위치시킨

∗ E-mail:

jiho_chang@hhu.ac.kr

후, 분위기 가스를 흘리며 온도를 올려 지정온도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60분 동안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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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D rocking curve and the picture of asdeposited AlN film.

Fig. 3. (Color online) XRD theta-2theta patterns and
residual strain of as-deposited and annealed AlN films.
As the annealing temperature (Ta ) increase, residual
strain decreases and additional phases (AlON) were appeared from the Ta > 1000 ◦ C.

Fig. 2. (Color online) AFM images of as-deposited and
annealed AlN films at various annealing temperatures
(Ta ); (a) as-deposited AlN, (b) annealed AlN at Ta =
900 ◦ C, (c) annealed AlN at Ta = 1000 ◦ C, (d) annealed
AlN at Ta = 1100 ◦ C.
열처리가 끝난 시료는 다시 XRD 분석과 푸리에변환 적외광
스펙트럼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a, FTIR), 라
만 스펙트럼 (Raman spectra) 등을 통하여 열처리에 의한
결정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Fig. 1은 PSD로 성막한 700 nm 두께의 AlN의 사진과
XRD 회절패턴이다. AlN는 6.2 eV의 넓은 밴드갭을 가져
육안으로 관찰할 때 투명하다. XRD 2θ-ω 스캔 결과에서는
35.78◦ 에서 피크가 관찰되어 사파이어 피크 위치를 기준으

로 예측한 벌크 AlN의 예상 피크 위치에서 0.24◦ 정도 저각
방향으로 이동한 위치에서 AlN (0002)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스퍼터로 제작한 시료에서 흔히 관찰되는 결
과로 피닝 (peening) 효과라고 알려져 있다 [11]. 이 효과는
주로 낮은 챔버 압력과, 높은 스퍼터링 파워 등의 조건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12] 고에너지 입자가 박막 내부에 침입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압축스트레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
상이다. 즉 성막시 프라즈마 파워가 지나치게 높아 박막에
스퍼터링 손상 (damage) 이 발생하는 것에 의한 현상으로
관찰된 것에 관해서는 AlN의 PSD 성막조건 최적화가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는 열처리 온도 (Ta ) 에 따른 표면의 거칠기 변화
결과이다. 900 ◦ C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1000 ◦ C 부터
거칠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13]. 이러한
결과는 종래의 연구결과에서도 질소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진행한 경우에도 800 ◦ C 이상에서는 표면의 재결정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000 ◦ C 산소 분위기에서
2시간 열처리를 한 경우에는 100 nm 두께의 AlN가 완전히
산화되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13]. 따라서 본 실험의 경
우에도 1 l/min. 의 질소가스를 흘리며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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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FTIR spectra of as-deposited and
annealed AlN films. AlN, Al2 O3 , Al-O and Al-N related
peaks were observed.
800∼900 ◦ C 이상의 고온에서는 표면 재결정화가 일어나
표면 형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3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XRD 2θ − ω 스캔 결과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900 ◦ C 까지는 AlN (0002) 회절
피크의 강도가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37.78◦
와 38.90◦ 부근의 피크가 관찰됨으로 고온에서는 산화가 빠
른 속도로 진행되어 AlOx N1−x 와 관련된 피크가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크의 위치도 900 ◦ C까지는 벌크
AlN 의 위치에 가깝게 변화하여, 박막 내 잔류 스트레인

Fig. 5. (Color online) Micro-Raman spectra of asdeposited and annealed AlN films. The Al-N cluster related peak intensity was decreased by high temperature
annealing due to oxidation.

감소가 관찰 되었다. 하지만 AlON 상이 관찰되기 시작한
1000 ◦ C와 1100 ◦ C에서는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난 결과가
관찰되어 고온에서는 산화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새롭게 관찰된 피크의 위치로부터 AlOx N1−x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결정상은 McCauley 모델에 의해 아
래와 같은 공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4].
Al(64+x)/3 Cation Vacancy(8−x)/3 O(32−x) Nx

(1)

이 모델은 x = 0 에서부터 11까지에 예상되는 다양한 조
성의 AlON 화합물의 성질을 예측하고 있는데, 크게 (1)
x = 8 의 이상적인 AlON의 경우 큐빅 구조를 갖는 것으로,
(2) x < 8 의 O-rich AlON의 경우 양이온 공공이 증가하게
되고 N조성이 감소함에 따라 N이 치환된 Al2 O3 (Al2 O3 :N)
구조 형태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 구조는 치환형 N의
부분 전하 불균형으로 인해 결정구조가 재배열되고 결국
α-Al2 O3 에 근거한 결정구조를 가지게 된다 [15]. 마지막
으로 (3) x > 8 의 N-rich AlON의 경우, 침입형 양이온이

증가하게 되고 N의 조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결정은 O
치환된 AlN(AlN:O) 구조를 갖게 된다. 이는 울짜이트 결정
구조에 다양한 결정상 (polypoids) 을 갖는 구조이다. 본 실
험의 경우에는 고온에서 산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x < 8 의 조성을 갖는 O-rich AlON가 형성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에서 침입형 Al에 의한
잔류 스트레인도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화의 진행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산화에 의해 잔류 스트레인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4는 열처리 온도에 따른 FTIR 스펙트럼을 정리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사파이어 기판 관련 피크와 AlN
관련 피크 이외에 Al-N클러스터 관련 피크가 다수 관찰되
었다. 이러한 피크는 스퍼터 과정에서 단원자 상태의 Al 만
공급 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자 상태의 Al 도 공급되며, 또한
고에너지를 갖는 Al 원자나 이온에 의한 침입형 결함의 발
생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입형 Al 원자의 존재는 박막의 압축형 스트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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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침입형 Al의 산화에 의한 결정상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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