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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quality AlN epilayer as a base for next generation power semiconductor devices was grown
by the mixed-source hydride vapor phase epitaxy (HVPE) method. Mixed-source HVPE is a growth
method that used a mixed-source of solid-state semiconductor materials and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HVPE method. Various substrates having an influence on the growth of AlN epilayers
were analyzed. Changes in the crystal structure and threading dislocation concentrations in AlN
epilayers were investigated by using X-ray diffraction (XRD) measurements. In addition, the origin
of the defects caused by the lattice mismatch between the grown epilayer and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substrate was analyzed,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AlN epilayers grown by using the
mixed-source HVPE method were investigated.
PACS numbers: 81.05.Ea, 81.10.Dn, 68.6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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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자의 기반이 될 양질의 AlN 에피층을 혼합 소스 수소화물 기상 에피택시 (hydride
vapor phase epitaxy, HVPE) 방법으로 성장시켰다. 혼합 소스 수소화물 기상 에피택시 방법은 기존의
수소화물 기상 에피택시 방법과는 다르게 고체 상태 반도체 물질들의 혼합 소스에 의해 성장 되어지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장된 AlN 에피층 내 관통 전위 밀도와 결정구조의 변화가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측정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성장된 에피층과 기판 결정 구조 사이의 격자 부정합에
의한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혼합 소스 수소화물 기상 에피택시 방법으로 기판별 AlN 에피층의 성장
특성을 조사하였다.
PACS numbers: 81.05.Ea, 81.10.Dn, 68.6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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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I-nitrides 재료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 소자는 넓은 에너
지 밴드 화합물 반도체 재료 및 소자 분야에서 고온 동작이
가능하고, 높은 항복 전압 (breakdown voltage) 을 가지고
있으며, 고출력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1,2]. 최근 에너지 절약이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반도체 소자의 발전과 이를 위
한 기술 개발에 의해 산업 전분야에서 전력 반도체 소자의
응용 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의
모든 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주거, 상업, 교통, 항공 우주,
군사 및 전기 유틸리티 시스템 등 글로벌 산업 자동화 및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에 전력 반도체 소자는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고효율 전력 반도체 소
자 설계와 전력 반도체 소자를 위한 신소재 개발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4]. 특히
전력 반도체 소자는 인버팅과 컨버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고속, 고내압, 고전류, 고내열 및 고신뢰성 등이 요구된다.
전력반도체 소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자제조 비용은 대
량생산을 통하여 절감되고 소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
반면 성능은 개선되고 있어 그 응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있
다. 그 결과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력 반도체 소자는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5].
한편 화합물 반도체 에피층을 성장하는 기술로는 금속 유
기 화학 기상 증착법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6,7], 분자선 에피탁시 (molecular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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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taxy, MBE) [8, 9], 수소화물 기상 에피택시 (hydride
vapor phase epitaxy, HVPE) [10,11] 등이 있으며, HVPE
방법은 금속 원료와 반응 가스를 이용한 방법으로써 낮은
공정 비용과, 높은 수율의 장점이 있으며, 단시간 내에 고품
질의 에피층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2–17].
III-V족 화합물 반도체는 직접천이형의 넓은 띠간격 반
도체로서 광소자와 고온· 고출력 전기소자, 고전자이동도
트랜지스터 (high electron-mobility transister, HEMT) 등
응용분야가 다양하다 [18–20]. 특히 AlN는 6.2 eV의 넓은
밴드갭을 가진 물질로써, ∼107 Hz 영역 (SiC ∼ 105 Hz,
GaN ∼ 106 Hz) 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와 높은 항복전압
(breakdown voltage) 의 특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러한 우
수성으로, 1 kV이상의 고전압 혹은 고주파수 영역에서 동작
하는 직-교류 변환장치나 스위칭 소자에 응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 AlN는 다른 질화물 반도체에 비해 우수한 내구성과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열이 많은 고전력 파워
반도체에 적합하다 [22].
본 논문에서는 혼합 소스 HVPE 방법을 이용하여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자의 기반으로 사용될 양질의 AlN 에피층을
성장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다양한 기판의 종류에 따라
AlN을 성장시키고, 기판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측정을 통하여 성장된 AlN
의 결정 구조상의 변화와 관통 전위 (threading dislocation)
농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기판의 격자 부정합의 정도나
결정 구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
였다.

II. 실험 방법
AlN 결정을 성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혼합 소스 HVPE
장비는 수평형으로서 금속 (Ga+Al) 영역과 성장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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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reactor using for the growth of AlN epilayer by a mixed-source HVPE
method.
온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결정 성
장에 사용할 기판들은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아세톤과
메탄올 용액으로 유기세척을 한 후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
여 불산 용액에 5분간 에칭하였다. 기판 위의 AlN 에피층은
Al 메탈과 NH3 를 각각 이용하여 1150 ◦ C에서 성장하였다.
이때 반응 가스를 운반하는 수송 가스는 질소를 사용하였
고 AlN 성장시에 반응관으로 흘려준 NH3 와 분위기 N2
의 가스량은 각각 1000 sccm, 2500 sccm으로 하여 2시간
성장하였다. 흑연 보트를 이용하여 Al을 750 ◦ C에서 녹인
용액의 표면 위로 HCl을 흘려 AlCl을 형성하였고 1150 ◦ C
의 성장 영역에서 암모니아 가스와 반응하게 하여 AlN를
성장하였다. AlN 결정 성장시 HCl 가스의 유량은 100 sccm
으로 하였다. 흑연 보트의 Al에는 미량의 Ga을 혼합시켜
HCl과의 반응과 초기 기판에서의 성장 핵의 생성에 도움을
주는 혼합소스 HVPE 방법을 이용하였다 [23]. 성장된 시
료들은 각 기판의 격자 부정합의 정도나 결정 구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최적의 HVPE 성장
조건을 확인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Si (111) 기판, c-사파이어 기판 그리고 6HSiC (0001)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결정을 성장하기 위해서
버퍼층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AlN 에피층을 성장하였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혼합소스 HVPE 성장장비
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혼합소스 HVPE 방법은 성장하고자
하는 금속 원료를 하나의 보트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HVPE

방식으로써, 3원소 질화물 (AlGaN, InGaN, InAlGaN 등)
이나 도핑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존의 HVPE 방법
은 다수의 성장 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수의 소스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 구조가 복잡해지고 온도 조절이 복
잡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혼합 소스 HVPE 방법은 간단한
구조를 사용하여 질화물 에피층을 성장시키기에 유리하다.
혼합소스 HVPE 장비는 소스영역과 성장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영역 별 온도는 독립적으로 최대 950 ◦ C와
1200 ◦ C로 제어할 수 있다 [24–26].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AlN 에피층을 성장하기 위하여 소스영역은 750 ◦ C 그리고
성장영역은 1150 ◦ C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Fig. 1(a) 과
같이 흑연 보트를 이용한 혼합 소스 장치를 고안 하였으며
다양한 소스를 임의의 온도에서 포화시켜 이원화합물 혹은
삼원화합물 등을 성장 할 수 있다. Fig. 1(b) 와 (c) 는 성장
부분의 개략도로서 기판의 윗부분으로 NH3 가스가 주입되
고 HCl 가스는 Fig. 1(a) 에서와 같이 혼합된 소스와 반응
후 기판의 표면으로 주입되어 NH3 가스와 반응하여 AlN
에피층을 성장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소스영역은 흑연보트를
반응관 내부에 장착하여 고주파유도가열 (rapid frequency,
RF) 장치를 이용해 가열하였다. 성장영역은 열벽 (hotwall)
퍼니스에 의하여 온도를 조절하였으며 반응관 내의 전체
분위기 가스는 N2 가스를 이용하였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AlN 에피층을 성장 시키기 위한
최적 조건을 나타내었다. Si (111) 기판, c-사파이어 기판
그리고 6H-SiC (0001) 기판의 성장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하였으며, 버퍼층 없이 직접 성장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c-사파이어 기판이 AlN의 성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
었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혼합소스 HVPE 장비로 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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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conditions and growth thickness of AlN
epilayers grown on various substrate.
Substrate
Si(111) c-sapphire 6H-SiC(0001)
◦
Source temperature [ C] 750
750
750
Thickness of AlN
480
700
200
epilayer [nm]
HCI [sccm]
100
100
100
NH3 [sccm]
1000
1000
1000
N2 [sccm]
2500
2500
2500

에피층을 성장하였을 경우 같은 시간 성장하였을 때 c-사파
이어 기판이 700 nm로 가장 두꺼운 점을 고려하면 Si (111)
기판과 6H-SiC (0001) 기판에서는 매우 낮은 성장율을 보
이고 있다. Al 소스에 녹아 있는 미량의 Ga 용액과 HCl
과의 반응은 동일한 조건으로 단지 초기 핵성장의 조건이
기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장영역의
기판 온도가 기판의 종류에 따라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으나 3개의 기판 위에 동시에 AlN 에피층을 성장
시키는 조건으로는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된다.
Fig. 2 는 AlN 에피층의 표면과 단면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모습을 나타내었다.
Fig. 2(a) 의 표면인 경우 Si (111) 기판 위에는 AlN 성장
초기의 핵 (seed) 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Fig. 2(c) 에서와
같이 c-사파이어 기판 위에는 이러한 핵들 위에 에피층의 형
태로 성장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Fig. 2(e) 에서
불 수 있듯이 6H-SiC (0001) 기판의 경우 Si (111) 기판과
마찬가지로 AlN 성장 초기의 핵들이 형성되어 있으나 좀더
에피층에 가까운 형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Si
기판의 경우 원주기둥 (columnar) 성장이 주요하고, c-사파
이어 기판의 경우는 측면 (lateral) 성장이 확연하며, 경사
관찰이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6H-SiC 경우보다
AlN 성장이 불규칙적으로 보인다. 성장된 AlN 에피층의
두께는 Table 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Fig. 2(b) 의 Si (111)
기판의 경우 480 nm, Fig. 2(d) 의 c-사파이어 기판의 경우
700 nm 그리고 Fig. 2(f) 의 6H-SiC (0001) 기판의 경우 200
nm로 나타났다.
Fig. 3(a)∼(c) 는 각각 c면 6H-SiC (0001), c면 사파이
어 기판, 그리고 Si (111) 기판 위에 성장된 AlN 에피층
의 20∼80◦ 범위에서 측정한 2-Theta/omega 스캔 결과이
다. 세 시료의 XRD 측정 결과에서 모두 36.04◦ 부근에서
AlN (0002) 피크가 관찰되었고, c면 사파이어 기판과 6HSiC (0001) 기판 위에서는 AlN (0004) 피크도 관찰되었
다. Fig. 3(a) 에서 23.52◦ , 29.52◦ , 35.60◦ , 41.79◦ , 48.11◦ ,
54.59◦ , 61.27◦ , 68.18◦ , 75.39◦ 약 7.2◦ 간격으로 주기적인
피크를 확인 할 수 있다. 6H-SiC (0001) 기판은 15.117 Å의

Fig. 2. SEM images of AlN epilayers. (a) Plan-view SEM
image of epilayer grown on Si (111). (b)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epilayer grown on Si (111). (c) Plan-view
SEM image of epilayer grown on c-sapphire. (d)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epilayer grown on c-sapphire.
(e) Plan-view SEM image of epilayer grown on 6H-SiC
(0001). (f)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epilayer grown
on 6H-SiC (0001).

c축 격자상수를 가지고, 하나의 단위 격자 내에 6개의 격자
층이 존재한다. 따라서 브래그 회절 법칙에 따라 주기적인
각도에서 회절이 발생한다. 그 중 35.60◦ 와 75.39◦ 에서 각
각 6H-SiC (0006) 과 (00012) 면에 해당하는 강한 기판 회절
피크가 관찰된다. Fig. 3(b) 는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한
시료의 XRD 결과이고, 20.17◦ , 41.68◦ , 그리고 64.50◦ 에서
c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사파이어의 결정면에 대한 회절 피크
가 관찰된다. Fig. 3(c) 에서는 Si (111) 방향으로 존재하는
Si의 결정면에 대한 피크가 28.45◦ 와 58.89◦ 에서 관찰된다.
각 기판의 회절 피크를 제외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AlN의
회절 피크가 관찰되는데, 세 시료 모두 육방정계 (wurtzite)
구조의 AlN이 c축 방향으로 성장되었음을 보여준다.
Fig. 4는 각각 c면 사파이어 기판, 그리고 6H-SiC (0001)
기판 위에 성장된 AlN 에피층의 X선 회절 요동 곡선 (XRD
rocking curve)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Fig. 4(a) 는 성
장한 AlN 에피층의 (0002) 면에 대한 omega 스캔 결과를
보여준다. 사파이어 기판 위에서는 2040 arcsec, 6H-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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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XRD results of AlN (0002) epilayer grown on Si (111), c-sapphire and 6H-SiC (0001),
respectively.
기판 위에서는 1200 arcsec의 반치폭을 가진다. Fig. 4(b)
는 성장한 AlN 에피층의 (10-12) 면에 대한 omega 스캔
결과를 보여준다. 사파이어 기판 위에서는 1560 arcsec,
6H-SiC 기판 위에서는 1188 arcsec 의 반치폭을 가진다.
Fig. 2의 FE-SEM 결과와 비교하여보면, 사파이어 기판 위
에 성장한 에피층이 6H-SiC 기판 위에 성장한 에피층보다
두껍고 2차원 성장이 진행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Fig. 4. (Color online) Results of the XRD ∆ω scan. (a)
Result of AlN (0002) rocking curve of c-sapphire and
6H-SiC. (b) Result of AlN (10-12) rocking curve of csapphire and 6H-SiC.

반치폭을 가지는 요동 곡선 결과를 얻었다. 이는 결정의
질 (crystalline quality) 측면에서 보면 사파이어 기판보다
6H-SiC 위에 성장하는 경우가 양질의 AlN 에피층을 성장
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요동 곡선의
반치폭은 관통 전위 밀도와 관계가 있는데, 육방정계 구조
에서 (0002) 면은 칼날 전위 밀도, (10-12) 면은 나사 전위 밀
도와 연관이 있다 [27,28].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한 AlN
에피층의 요동 곡선 반치폭을 비교하면, (0002) 면에 대해

회절의 omega 스캔을 통해 측정된 피크들의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값을 구하여 각 기판에
성장된 AlN 에피층의 결정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6H-SiC (0001) 기판위에 성장된 AlN 에피층이 c-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된 AlN보다 FWHM 값이 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AlN 에피층과 각 기판과의 격자상수 차이가 c-

2040 arcsec, (10-12) 면에 대해 1560 arcsec로 큰 차이를 보

사파이어 기판과는 34.6%, 6H-SiC (0001) 기판과는 0.9%

인다. 이는 사파이어와 AlN의 격자 부정합에 의해 에피층

로 c-사파이어 기판보다 6H-SiC (0001) 기판과 유사하기 때

내에 존재하는 관통 전위가 대부분 칼날 전위라는 것으로

문에 전위가 적게 나타나서 6H-SiC (0001) 기판위에 성장된

예상된다. 반면 SiC 기판 위에 성장한 AlN 에피층의 요

AlN 에피층이 c-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된 AlN 에피층

동 곡선 반치폭을 비교하면, (0002) 면에 대해 1200 arcsec,

보다 결정성이 좋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10-12) 면에 대해 1188 arcsec로 유사한 값을 가진다. 이는

결과는 혼합소스 HVPE 방법으로 같은 성장 조건으로 AlN

SiC 기판과 AlN 에피층의 격자 부정합에 의해 에피층 내에

에피층을 성장할 때는 6H-SiC (0001) 기판 위에는 양질의

존재하는 관통 전위가 칼날 전위 밀도와 나사 전위 밀도의

AlN 에피층 성장을 그리고 c-사파이어 기판에서는 두꺼운

방향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X선

AlN 에피층의 성장이 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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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혼합 소스 HVPE 방법으로 양질의 AlN 에피층을 성장하
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Si (111) 기판, c-사파이어 기판
그리고 6H-SiC (0001) 기판의 성장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하여 버퍼층 없이 직접 AlN 에피층을 성장하였다. XRD
측정한 결과, Si (111) 기판, c-사파이어 기판 그리고 6H-SiC
(0001) 기판 위에 AlN (002) 에피층이 성장된 것을 확인
하였다. Si 기판의 경우 XRD 요동 곡선 측정에서 정확한
피크가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판과 에피층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탄한 면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되었다. c-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된 AlN 에피층은 기판과 에피층 사이의 큰 격자상수
차이에 의한 전위가 발생하지만 유사한 결정구조 이기 때
문에 좋은 결정성을 가진 평탄한 에피층이 성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6H-SiC (0001) 기판위에 성장된 AlN 에피층
은 가장 적은 격자상수 차이를 통해 전위가 적게 나타나는
반면, Si (111) 기판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결함 때문에 좋은 결정성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혼합소스 HVPE 방법으로 AlN
에피층을 성장할 때는 6H-SiC (0001) 기판 위에는 양질의
AlN 에피층 성장을 그리고 c-사파이어 기판에서는 두꺼운
AlN 에피층 성장이 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혼합
소스 HVPE 방법은 장비의 구조와 공정을 간소화 시킬 수
있고, 도핑 물질을 성장과 동시에 손쉽게 주입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어, 전력 반도체 소자용 AlN 에피층 성장과 도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
되었습니다.

REFERENCES
[1] M. A. Khan, Q. Chen, M. S. Shur, B. T. Mcdermot
and J. A. Higgins, IEEE Electron Device Lett. 17,
325 (1996).
[2] Y. F. Wu, B. P. Keller, S. Keller, D. Kapolnek and P.
Kozodoy et al., Appl. Phys. Lett. 69, 1438 (1996).
[3] B. K. Bose, IEEE Industr. Electr. Magazine 4, 6
(2010).
[4] B. K. Bose, IEEE Trans. Power Electron. 15, 688
(2000).

[5] M. Z. Jacobson and M. A. Delucchi, Sci. Am. 301,
58 (2009).
[6] C. R. Lee, J. Cryst. Growth 246, 25 (2002).
[7] T. Kato, Y. Honda, Y. kawaguchi, M. Yamaguchi
and N. Sawaki, Jpn. J. Appl. Phys. 40, 1896 (2001).
[8] F. Fedler, R. J. Hauenstein, H. Klausing, D. Mistele
and O. Semchinova et al., J. Cryst. Growth 241,
535 (2002).
[9] J. K. Gillespie, R. C. Fitch, N. Moser, T. Jenkins
and J. Sewell et al., Solid-State Electron. 47, 1859
(2003).
[10] M. A. Mastro, D. Tsvetkov, V. Soukhoveev, A.
Usikov and V. Dmitriev et al., Solid-State Electron.
48, 179 (2004).
[11] J. LaRoche, B. Luo, F. Ren, K. H. Baik and D.
Stodilka et al., Solid State Electron. 48, 193 (2003).
[12] K. H. Kim, J. Y. Yi, H. J. Lee, K. S. Jang and M.
Yang et al., Sae Mulli 50, 175 (2005).
[13] T. G. Zhu, U. Chowdhury, J. C. Denyszyn, M. M.
Wong and R. D. Dupuis, J. Cryst. Growth 248, 548
(2003).
[14] Y. T. Moon, H. H. Lee, D. Y. Noh, S. J. Park and D.
J. Kim et al., J. Korean Phys. Soc. 42, 557 (2003).
[15] Y. H. Jeong, C. S. Oh, E. H. Shin, J. Y. Kim and J.
W. Yang et al., J. Korean Phys. Soc. 44, 140 (2004).
[16] I. Akasaki, H. Amano, S. Sota, H. Sakai and T.
Tanaka et al., Jpn. J. Appl. Phys. 34, L1517
(1995).
[17] Y. H. Cho, G. H. Gainer, J. B. Lam, J. J. Song
and W. Yang et al., J. Korean. Phys. Soc. 39, S189
(2001).
[18] S. Kitagawa, H. Miyake and K. Hiramatsu, Jpn. J.
Appl. Phys. 53, 05FL03 (2014).
[19] S. Nakamura and G. Fasol, The Blue Laser Diode
(Springer, Berlin, 1997), p. 7.
[20] Y. J. Yu, M. Y. Ryu, P. W. Yu, D. J. Kim and S. J.
Park, J. Korean Phys. Soc. 38, 134 (2001).
[21] H. M. Kim, J. S. Choi, J. E. Oh and T. K. Yoo, J.
Korean. Phys. Soc. 37, 956 (2000).
[22] I. Jeon, C. Lee, S. G. Bae, G. S. Lee and M. Yang
et al., New Phys.: Sae Mulli 66, 1391 (2016).
[23] H. Jeon, C. Lee, C. B. Lee, M. Yang and S. N. Yi et
al., J. Korean Phys. Soc. 67, 643 (2015).
[24] H. Jeon, I. Jeon, G. S. Lee, S. G. Bae and H. S. Ahn
et al., Jpn. J. Appl. Phys. 56, 01AD07 (2017).

Growth of an AlN Epilayer by Using Mixed-Source Hydride Vapor Phase Epitaxy – Sung Geun Bae et al.

45

[25] G. S. Lee, C. Lee, H. Jeon, C. Lee and S. G. Bae et
al., Jpn. J. Appl. Phys. 55, 05FC02 (2016).

[27] T. M. Al Tahtamouni, J. Li, J. Y. Lin and H. X.
Jiang, J. Phys. D: Appl. Phys. 45, 285103 (2012).

[26] I. Jeon, S. G. Bae, M. Yang, S. N, Yi and H. S.
Ahn et al., New Phys.: Sae Mulli 67, 1058 (2017).

[28] K. A. Aissa, A. Achour, O. Elmazria, Q. Simon and
M. Elhosni et al., J. Phys. D: Appl. Phys. 48,
145307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