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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paration of a vertical blue light-emitting diode (LED) whose conventional substrate
had been removed, a previously developed method based on mixed-source hydride vapor phase
epitaxy (HVPE) was used to grow the epilayers, including a thick Si-doped GaN (GaN:Si) layer
and an AlGaN/GaN double-heterostructure (DH). The thick GaN:Si layer was grown like a bulk
material to minimize the effect of threading dislocations (TDs) formed during the epilayer growth.
The AlGaN/GaN DH was then grown on the GaN:Si layer, and the dislocation density in both the
AlGaN/GaN DH and the GaN:Si layer was investigated by using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Furthermore, by using the
thick GaN:Si epilayer like a bulk material as both a buffer layer and a new substrate for the vertical
LED, we succeeded in fabricating a vertical blue LED by using mixed-source HVPE.
PACS numbers: 81.15.Kk. 81.05.Ea, 81.10.Bk
Keywords: GaN, AlGaN, threating dislocation, vertical-type blue LED, mixed-source hydride vapor phase
epitaxy

혼합소스 수소화물기상 성장법에 의한 수직 구조 발광 다이오드의 에피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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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이 제거된 수직 구조 청색 발광 다이오드 제작을 위하여 혼합소스 수소화물기상 성장법 (HVPE)
으로 두꺼운 Si-doped GaN (GaN:Si) 층과 AlGaN/GaN 이중-이종구조 (DH) 를 포함하는 에피층을 성
장하였다. 두꺼운 GaN:Si 층이 에피층에 존재하는 관통 어긋나기 (TD)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덩어리
(bulk) 처럼 성장 시켰다. AlGaN/GaN 이중-이종구조는 두꺼운 GaN:Si 층 위에 연속적으로 성장되었으
며, AlGaN/GaN 이중-이종구조와 GaN:Si 층 내의 TD 밀도는 전계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 (FESEM) 과
투과 전자 현미경 (TEM) 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혼합소스 수소화물기상 성장법으로 기존의 사파이어
기판에 성장한 에피층과 비교하여 관통 어긋나기 밀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의 두꺼운 GaN:Si 에피층을
성장하여 수직 구조 발광 다이오드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PACS numbers: 81.15.Kk, 81.05.Ea, 81.10.Bk
Keywords: 갈륨나이트라이드, 알루미늄 갈륨나이트라이드, 전위, 수직형 청색발광다이오드, 혼합소스 수소화학기상법

I. 서 론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고체 상태의 조명 소스로 부상한 유망한
반도체 소자이다. 특히 III 족 질화물의 특성이 고성능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청색 발광을 갖는 GaN 기반 발광 다이
오드 또는 백색광을 위한 인광체와 결합된 발광 다이오드는
상업적으로 디스플레이 및 발광 다이오드에 많이 이용 되고
있다 [1–6].
효율적이고 높은 발광을 갖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에서
나타나는 주된 문제점은 질화물 에피층의 구조적 결함인
관통 어긋나기 (threading dislocation, TD) 로 알려져 있
다. GaN 에피층의 구조적 결함, 특히 사파이어 기판상의
GaN 박막의 TD 결함은 투과 전자 현미경 (TEM) 을 사용
하여 연구되어 오고 있다 [7–10]. 사파이어 위에 직접적으
로 GaN을 성장시키는 대신에 증착된 산화물 마스크 위에
GaN를 측면 방향으로 성장시킴으로써 (epitaxial lateral
overgrowth, ELO) 약 107 cm−2 범위의 TD 밀도 감소가
보고되었다 [11–14]. 또한, TD 밀도의 감소를 위해 더 두꺼
운 GaN 층의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15,16].
일반적으로 측면 (lateral) 발광 다이오드의 고품질 에
피층은 금속유기화학기상 증착법 (metal-organic chemical

비와 같은 문제점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한편, 빠른 성장
속도 방법으로 낮은 결함 밀도, 두꺼운 두께 및 넓은 면적
을 갖는 완충층을 성장시키기 위해 수소화물기상 성장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약 107 cm−2 정도의 TD 밀도가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갖는 에피층에서 얻어 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9–22]. 따라서 대부분의 측면 발
광 다이오드는 수소화물기상 성장법으로 선 성장된 완충층
위에 금속유기화학기상 증착법에 의해 성장된 소자 구조로
활성층에서의 TD 밀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다 [23–25].
본 논문에서는 혼합소스 수소화물기상 성장법을 기반으
로 사파이어 기판 위에 두꺼운 GaN:Si 층을 성장하고 연
속적으로 AlGaN/GaN 이중-이종구조를 성장한 후 자가적
분리 (self-separation) 에 의한 사파이어 기판의 분리에 의
해 제작된 다이오드 에피층에 대한 TD 밀도를 조사하였다.
에피층은 기판이 없는 수직 구조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
작에 사용되었다. 기존의 사파이어 기판에 성장한 에피층과
비교하여 TD 밀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꺼운 GaN:Si 층을
덩어리처럼 성장시켰다. 에피층의 TD 밀도는 전계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과 투과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원시 칩
(bare chip) 내 4개 위치에서 조사하였다. 덩어리 모양의
두꺼운 GaN:Si 층은 수직 구조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완충
층과 새로운 기판 역할을 하게 된다.

vapor deposition, MOCVD) 에 의해 성장된다 [17,18]. 그
기술은 결함이 적은 에피층을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속유기화학기상 증착법에 의한 고품질
에피층의 성장은 유기 금속 전구체의 제한 및 고비용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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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 험
단일 원시 칩내의 에피층을 관찰하기 위해 전계 방출 주
사 전자 현미경 (MIRA 3, TESCAN, 체코)을 사용하였다.
GaN 에피층에서 TD 밀도 조사를 위해 200 kV 전계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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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현미경 (FE-TEM, ARM 200F, JEOL, Japan) 을 사
용하였으며, 표본은 [0001] 부터 [1000]축 방향으로 대략 15◦
각에서 측정하였다. 투과 전자 현미경 측정을 위한 시편은
집속 이온빔 (FIB; Helios, FEI, USA) 을 사용하였다. 혼
합소스 수소화학 기상법은 전형적인 수소화학 기상법과 차
이가 있으며 [26–28] 수직 구조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전기
발광은 분광기 (DM320 단색화 장치, Dongwoo, 대한민국)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원재료의 혼합물로 채워진 다중
우물 흑연 보트 (multi-well graphite boat)는 고주파 (radio
frequency, RF) 코일에 의해 가열되는 소스 영역 (source
zone) 내에 설치되었다. 다중 우물 흑연 보트는 모든 에피
층의 연속적인 성장 및 각 층에 대한 보트 내의 혼합소스
비율을 조정하여 Al의 조성 및 n-형 그리고 p-형의 도핑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체 보트는 하나의 구멍을
가진 뚜껑으로 덥혀져 있으며, 이 구멍에는 반응 가스 HCl
을 주사하는 석영관이 고정되어 있다. HCl 주사 석영관을
움직여 뚜껑은 보트 위의 다양한 우물 위치로 미끄러져 각
위치에서 HCl을 주사하게 되면, 원시 칩을 위한 다중의 에
피층을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다중 우물 흑연 보
트 내 우물 수와 각 우물의 혼합소스 양을 조절하여 원하는
층 수와 각 층의 원하는 조성을 각각 조절한다. 에피층들의
성장 후, 단일 원시 칩은 냉각 단계 동안 이전의 사파이어
기판으로부터 자가적으로 분리된다. 다음으로, p 형 및 n
형 전극은 포켓 쉐도우 마스크 (pocket shadow mask) 를
사용하여 전자 빔 (electron beam, E-beam) 장치에 의해
증착 되었다 [26]. 수직 발광 다이오드 칩의 전기적 그리고
광학적 특성을 얻기 위해 전기 발광 (electroluminescence,
EL) 및 전류-전압 (I − V ) 측정이 수행되었다.
Figure 1은 혼합소스 수소화학 기상법 시스템의 개략도
와 수직 구조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원시 칩 상의 에피층의
연속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반응기 (Fig. 1(a)) 는 3개의
고주파 가열 코일이 있는 소스 영역과 3 개의 구역 히터에
의한 성장 영역으로 구성된다. 에피층의 연속성장을 위한
소스 영역에 배치된 다중 흑연 보트를 5개의 우물로 나누고,
각 우물에 혼합된 금속 소스를 채웠다. Figure 1(b)는 소스
영역과 성장 영역의 온도 분포와 반응가스 HCl, 캐리어 가스
(carrier gas)인 N2 및 소스 가스 (source gas) NH3 의 순차
흐름과 함께 수직 발광 다이오드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석영 주사 관과 뚜껑이 미끄러질 때는 HCl 가스가 보트의
열린 우물 위로 흐르지 않는다. 성장과정 동안 소스 영역과
성장 영역의 온도는 각각 900 ◦ C와 1090 ◦ C로 설정하였다.
기판은 SiO2 정사각형 (square) 마스크를 형성하여 선택성
장 할 수 있는 사파이어 기판을 성장구역에 두었다. 사각형
모양의 마스크는 x 및 y 방향을 따라 2 µm의 주기를 가지며
구멍 (직경 1 µm)이 나열되어 있는 정사각형 블록 (1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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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 Schematic drawing of a crosssectional reactor. (b) Photograph of the RF heating-coil
at the outside and the multi-graphite boat in the inside
source zone.
1 mm)으로 배치되어 있다. 1 mm × 1 mm의 하나의 칩은
x 및 y 방향을 따라 서로 100 µm의 주기적 공간을 가진다
[26]. RF 스퍼터링 (sputtering) 에 의해 SiO2 막을 사파이
어 기판에 증착 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
에 의해 모양을 형성 한다.
Figure 2는 사파이어 기판 위에 두꺼운 GaN:Si 층을 성
장한 후 AlGaN/GaN 이중-이종구조를 성장하는 과정을 보
여주는 흐름도이다. 혼합소스 재료 (Ga+Si)가 채워진 제 1
보트를 사용하여 SiO2 마스크 상에 두께 165 µm의 평탄한
n형 GaN:Si를 성장시켰다. 약 1.7 µm 두께의 AlGaN:Si
층은 n형 클래딩 층 (cladding layer) 의 역할을 하게 되며,
1090◦ C에서 성장되었다. 성장율은 0.9 – 1.0 µm/min의
비율로 두 번째 우물에 혼합 소스 재료 (Ga+Al+Si) 를 사
용한다. 활성층으로 이용되는 약 0.4 µm 두께의 AlGaN
층은 제 3 우물의 혼합 소스 재료 (Ga+Al+Mg) 으로부터
성장온도 1090 ◦ C 및 성장율 0.13 µm/min으로 성장 된다.
약 4.0 µm 두께의 AlGaN:Mg 층은 제 4보트 우물의 혼합
소스 재료 (Ga+Al+Mg)를 사용하며, 성장온도 1090 ◦ C와
0.9 µm/min의 성장율로 성장되며, p형 클래딩 층 역할을
하게 된다. 약 9.5 µm 두께의 GaN:Mg 층은 5번째 우물의
혼합 소스 재료 (Ga+Mg) 를 사용하며, 성장온도 1090 ◦ C
와 성장율 4.25 µm/min 으로 성장되며, 전극의 접촉층이
다. 다중 우물 흑연 보트의 각 우물에 있는 Al 금속 공급
소스의 조성은 각각의 에피층의 성장을 위해 다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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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Flow chart for the growth of AlGaN/GaN Double Heterostructure.
혼합소스 수소화물 기상법을 사용한 성장 공정 후에, 단일
칩은 냉각 단계 동안 기존의 사파이어 기판으로부터 자발적
으로 분리되었고, 두꺼운 GaN:Si 층은 새로운 기판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전자빔 증착에 의해 p형 전극으로 Ni/Au
를 각각 250 Å, 2000 Å증착하였으며, Cr (500 Å)/Ni(250
Å)/Au(2000 Å)의 조합을 n형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열처
리는 450 ◦ C에서 90 초 수행하여 오믹 접촉을 얻었다.

III. 결과 및 논의
Figure 3(a)는 혼합소스 수소화물 기상법으로 성장된 후
사파이어 기판에서 분리되지 않은 단일 원시 칩의 전계 방
출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를 보여준다. 원시 칩은 SiO2
사각 마스크에 대응하는 정사각형 블록 (1 mm × 1 mm)

의 모양을 가지며, 칩의 두께는 약 180 µm이다. Figure
3(b) 는 원시 칩의 상부 표면 (1 × 1 µm2 ) 의 원자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AFM) 이미지를 보여준다. 원
시 칩 표면 평균 거칠기는 23.955 nm 이다. Figure 3(c)
는 원시 칩의 전계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 단면 이미지와
개략도를 보여준다. 원시 칩의 총 두께는 180 µm 이었고
AlGaN:Si 층과 두꺼운 GaN:Si 층 사이의 평면 계면이 명
확하게 구분된다. 원시 칩은 165 µm의 GaN:Si 완충층과
6.1 µm의 이중-이종구조 층들 및 9.5 µm의 GaN:Mg 캡
층 (capping layer) 으로 구성되었다. 이중-이종 구조는 1.7
µm의 AlGaN:Si 클래딩 층, 0.4 µm의 AlGaN 활성층 및
4.0 µm의 AlGaN:Mg 클래딩 층을 포함한다. 원시 칩의 4
가지 다른 깊이에서 횡단면 및 평면도 TEM 측정을 수행
하였으며, 분리된 사파이어로부터 즉, 15 µm에서의 위치
를 P1, 165 µm에서의 위치를 P2, 170 µm에서의 위치를
P3 및 175 µm에서의 위치 P4로 하였다. Figure 4는 Fig.
3(c) 에서 보여준 P1, P2, P3 및 P4의 4개의 서로 다른 위
치에서 TD 밀도를 평가하기 위한 고각 환형 암시야 (high
angle annular dark-field, HAADF) 주사 투과 전자 현미
경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EM)
의 상을 보여준다. 위치 P1, P2, P3 및 P4는 성장방향을
따라 원시 칩의 바닥으로부터 각각 약 15 µm, 165 µm, 170
µm 및 175 µm의 거리에 해당한다. STEM 측정을 위해
백금을 보호층 (표본 주위의 어두운 영역)으로 사용되었다.
Figure 4(a) 의 화살표는 수직 방향으로 TD를 표시하였
다. Figure 4(a)에서 위치 P1의 HAADF-STEM 이미지는
GaN:Si 에피 층과 사파이어 기판 사이의 계면 근처에 많은
TD가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4(b), 4(c), 4(d) 는 각각
TD가 없는 명확한 단면을 보여 주며 원시 칩 상의 이중이종층에서 TD 밀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ure 5는 [0001] 방향으로 위치 P1에 있는 원시 칩의
평면도의 저분해능 TEM 이미지를 보여준다. 위치 P1에
서 계산 된 TD 밀도는 약 8.71 × 108 cm−2 였다. Figure
5(a) 의 삽화 (insert) 는 위치 P1에서의 GaN:Si 에피 층의
고분해능 TEM 이미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Fig. 5(a) 내
삽화는 전위 중 하나의 고분해능 이미지 (흰색 파선 원) 이
며 이미지에 표시된 0.28 nm의 격자 요소는 GaN (1100)의
격자 요소에 해당한다. 삽화 내에 표시된 영역 (흰색 파선
직사각형) 에서 TD가 명확하다.
Figure 5(b)는 [0001] 방향 축으로부터 약 15◦ 의 각도 및
이에 대응하는 P2 위치에서 측정된 시편의 TEM 이미지
와 선택된 영역의 제한 시야 회절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패턴을 나타낸다. Figure 5(b) 에 나
타낸바와 같이, 백색공간을 제외한 스캐닝영역의 크기는
약 15.55 µm2 이다. Fig. 5(b) 의 화살표는 AlGaN:Si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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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FE-SEM image of a bare-chip;
scale bar: 500µm. (b) AFM image (1×1 µm2 ) of the top
surface of a bare chip. (c) Cross-sectional FE-SEM image
of a bare chip and schematic drawing of the epilayers; the
dotted lines indicate the positions P1, P2, P3, and P4 at
which TEM specimens were obtained; scale bar: 50 µm.
층의 TD를 나타낸다. 약 15.55 µm2 의 스캐닝 영역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TD의 수는 14개 이었고, P2에서의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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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Cross-sectional HAADF-STEM
images at four different depths in the bare chip: (a) P1
at a distance of 15 µm; (b) P2 at a distance 165 µm; (c)
P3 at a distance of 170 µm; (d) P4 at a distance of 175
µm from the bottom of bare chip, along the direction of
growth.

층의 TD 밀도는 9.37 × 107 cm−2 로 계산되었다. Figure
5(c)는 P3 위치의 TEM 이미지와 SAED 패턴을 보여준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TD 밀도는 감소했다. 이 결과는 약

Figure 5(c)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백색 공간을 제외한 스캐

165 µm의 두께를 갖는 GaN:Si 층의 AlGaN/GaN 이중-

닝 영역의 크기는 약 14.87 µm2 이고, 화살표는 AlGaN:Mg

이종 구조 내 TD 밀도는 원시 칩 내에 성장하는 에피층의

에피층에서 TD를 가리킨다. 스캐닝 영역에서 화살표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에피층 성장 중에

표시된 TD의 수는 7 이었고, 이는 P3에서 에피층의 TD

형성된 TD의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밀도가 약 4.71 × 10 cm
7

임을 의미한다.

Figure 6는 두꺼운 GaN:Si 에피층을 가지는 수직 구조 청

Figure 5(d)는 평면 TEM 영상과 위치 P4에서의 SAED

색 발광 다이오드 칩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을 나타

패턴이다. Figure 5(d)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백색공간을

내었다. Figure 6(a) 는 50 mA의 입력 전류에서 수직 구조

2

제외한 스캐닝영역의 크기는 약 14.42 µm 이고, 화살표는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청색 방출은

AlGaN:Mg 에피층에서 TD를 가리킨다. 스캔 영역에서 화

약 447 nm에서 관찰되었고, 최대 폭 77.93 nm의 반치폭

살표로 표시된 TD의 수는 5개 이었고, 이는 P4에서 에피층

(full width at half-maximum, FWHM)을 보였다. 447 nm

의 TD 밀도가 약 3.13 × 107 cm−2 임을 의미한다. 전반적

의 청색광은 성장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불순물이나 결함

으로, 혼합소스 수소화물 기상법에 의해 성장된 에피층에서

에 의해 형성된 얕은 주개 (shallow Doner) 상태인 ON (약

의 TD 밀도는 이중-이종 구조 바닥 (원시 칩의 바닥으로부

EV −0.032 eV) 부터 깊은 받게 (deep acceptor) 인 VGa

터 165 µm) 에서 약 107 cm−2 정도이며, 위치 P2, P3, P4

(약 EV + 0.64 eV) 상태로의 전이와 얕은 주개상태인 CGa

에서의 TD 밀도는 이중-이종구조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약 EC − 0.11 eV) 상태로부터 전도대하의 VGa − CN (약

감소한다. 또한, 그림 5(b), 5(c) 및 5(d) 의 SAED 형태는

Ec − 2.81 eV) 상태로의 전이와 CGa 상태로부터 전도대하

이중-이종 구조의 결정성에 대해 높은 대칭성을 나타내었

의 (VGa − 2ON )−1 (약 EV + 0.55 eV) 상태로의 전이에 기

다. 4개의 위치 P1-P4 중 격자 상수의 부정합과 관련된

인한다 [26,27]. 여기서 EC 와 EV 는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TD 밀도는 위치 P1에서 가장 높았고, 원시 칩의 에피층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며, CN 상태는 N 원소대신에 C 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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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a) EL spectrum at an input current of 50 mA; the inset shows an emission image of the
vertical blue LED. (b) Current – voltage (I − V ) characteristics of the vertical blue LED.
성장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산소 및 탄소 오염과 같은
고유한 결함 및 불순물에 기인 한다 [26,27]. Figure 6(b)에
나타난 전류-전압 (I − V ) 특성은 개시 전압 (turn-on) 이
3.7 V이고 총 직렬 저항이 30.43 Ω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총 직렬 저항 값은 180 µm의 소자 두께를 고려하면 매우
안정된 전기적 특성을 보인 것으로 혼합소스 수소화물기상
Fig. 5. (Color online) TEM observation of GaN:Si layer
at position P1. (a) Low-magnification TEM image. Inset shows high resolution TEM image; scale bar: 2 nm.
Planar-view TEM images and SAED patterns at (b) position P2, (c) position P3, and (d) position P4. Scale
bars in SAED patterns: 5 nm−1 .

성장법으로 기존의 사파이어 기판을 대신하고 TD 밀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의 두꺼운 GaN:Si 에피층을 성장하여 수직
구조 발광 다이오드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IV. 결 론
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2−/1−
VGa
는

Ga의

자리에 빈 상태로서 –2가의 전하와 –1가의 전하를 번갈아

AlGaN/GaN 이중-이종구조를 포함하는 기판이 없는 수

가며 가지는 상태를 나타낸다. 반치폭이 큰 발광 특성은

직구조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다중 우물 흑연 보트 및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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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소스 수소화물 기상법을 사용하여 성장시켰다. 성장된

[8] B. Heying et al., Appl. Phys. Lett. 68, 643 (1996).

에피층의 결정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수직형 발광다이오드

[9] A. Sakai, H. Sunakawa and A. Usui, Appl. Phys.

칩의 박막층 내에서의 TD 밀도를 FE-SEM 및 TEM으로
조사 하였다. 원시 칩에서 격자상수의 부정합과 관련된 TD
밀도는 GaN:Si 에피층과 사파이어 기판 사이의 계면 근처

Lett. 73, 481 (1998).
[10] J. Smalc-Koziorowska et al.,

J. Appl. Phys 107,

073525 (2010).

에서 가장 높았으며, 성장하는 동안 두께의 증가에 따라

[11] Y. Li et al., Appl. Phys. Lett. 98, 1511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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