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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N microsphere was grown by using a mixed-source hydride vapor phase epitaxy (HVPE)
method a reactor and combining the source with the growth regions and a graphite boat prefilled
with the mixed source (Ga+Al) in the source region. The custom-designed reactor was designed to
minimize reactions between quartz and AlCl vapor species and to reduce the response distance for
synthesis for neighboring source and growth zones at a high source-zone temperature of 1150◦ C.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electron-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and field-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FE;TEM) were us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N microsphere. We discuss the role of Ga in the mixed
source in the AlN microsphere growth process and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of the growth
mechanism of the AlN micr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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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과 Al의 혼합소스로 채워진 흑연 보트와 성장 영역과 소스 영역을 결합하는 반응관을 사용한 혼합
소스 수소화물 기상 에피택시 (hydride vapor phase epitaxy, HVPE) 방법에 의해 마이크로 AlN 구를
성장시켰다. 고안된 반응관은 1150 ◦ C의 고온에서 소스 영역과 성장 영역을 이웃시킴으로써 합성을
위한 반응 거리를 줄이고, 석영과 AlCl 기체 사이의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마이크로 AlN
구의 특성은 주사 전자 현미경 (FE-SEM), X선 회절 스펙트럼 그리고 라만 스펙트럼과 전계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 (FE-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 AlN 구의 성장 과정에서 혼합 소스 내 Ga
의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마이크로 AlN 구의 성장 원리를 제안하였다.
Keywords: 마이크로 AlN 구, 혼합 소스 수소 화물 기상법, 마이크로 웅덩이, 큐빅 AlN

I. 서 론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정된 전기적 성능과
전자 기계적 신뢰성을 위해 높은 방열을 충족시키는 특성을

오늘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microelectronics) 는 모
든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
술로 발전되어 왔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매우 작은
전자 소자 설계와 부품의 제작 연구 그리고 미세 가공과 연
관되며, 일반적으로 반도체 재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트
랜지스터,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기 그리고 다이오드 등의
소자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의한 소형화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높은 열 전도성, 낮은 유전 상수 및 유전 손실 등 우수한
전기 절연성을 갖는 차세대 재료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AlN 반도체는 열전도율이 일반적인 복합재보다 높고,
매우 좋은 포논 열 전도체 (phonon heat conductor) 로서
높은 열 전도성, 낮은 유전 상수, 높은 전기 저항 그리고 화
학적 비활성 특성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물질로 주목 받고
있다 [1,2].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응용되는
소자에 따라 다양한 구조가 요구된다. AlN을 이용한 구
조로 나노 와이어 (nanowires), 나노로드 (nanorod), 나노
플레이트 (nanoplate) 및 나노 위스커 (nanowhisker)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구형 AlN 입자에 대한 연구가 주
목을 받고 있다 [3–10]. 구형 형태의 AlN 입자로 채워진
열전도성 고분자 복합체는 공간적으로 매우 좋은 방향성
의 재료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은 고출력 및 고주파에 의해 구동되므로 많은 양의
열을 빠르게 제거해 주어야 하며, 발광 다이오드 (LED) 나
고도로 집적된 메모리 칩 등과 같은 주요 부품 등의 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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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재료와 구조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11–16].
순수한 마이크로 AlN 구 (AlN microspheres) 는 구조적
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물질이다. AlN은
GaN에 가까운 격자 상수와 높은 열 전도율 (3.2 W/cm ·
K) 그리고 높은 고유 전기 저항 및 넓은 밴드 갭 (6.2 eV)의
특성이 있어 발광다이오드 (LED, light emitting diodes) 및
레이저 다이오드 (LD, laser diodes), 자외선 검출기, 초고
주파 전자 소자 (AlGaN / GaN HEMT), 전력반도체 소자
(power semiconductor devices)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17–21].
일차원의 나노 구조는 작은 에너지 밴드갭과 전자의 구속
효과 그리고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전력 소자, 광소자 그
리고 센서 등에 응용이 되고 있다 [22–25]. 나노 선의 성장
기술 중 기상 기술 (vapor phase technique) 은 기상-액상고상 과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는 VLS (vapor-liquidsolid) 방법과 기상-고상 과정의 메커니즘에 의해 성장되는
VS (vapor solid)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6,27]. 그러나
VLS 성장방법은 금속 촉매의 선택이 중요하고 성장한 나노
선 끝부분에 금속 촉매입자가 항상 존재하여 금속이 나노선
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
결정 성장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 구조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마이크로 크기의 구 형태의 결정 또한 순수한 단결정으로
형성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매우 단단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성장 방법에는 분자 빔 에피택시 (molecular beam
epitaxy, MBE) 방법과 유기금속 화학기상 증착법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그리고 수소
화물 기상 성장법 (hydride vapor phase epitaxy, HV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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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28–30]. 현재 MBE 방법과 MOCVD 방법은 고
품질의 나노 구조를 성장 시킬 수 있으며, 박막 적층 구조의
소자 제조에도 적용되고 있다. HVPE 방법은 반도체의 원
료로 순수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며 장비
또한 간편하고, 높은 성장률로 반도체의 재료와 기판의 종
류와 관계없이 단시간에 나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술이다.
AlN은 육각 결정 구조 (hexagonal crystal system)의 우
르자이트 (wurtzite) 구조를 갖는다. 흔히 h-AlN 혹은 αAlN (alpha) 이라 하며 보통의 결정성장에서 얻을 수 있
으며, 결정이 매우 안정적이고 분말 혹은 소결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입방체 AlN은 (cubic or zinc-blende
AlN, c-AlN or β-AlN)은 준안정적 (metastable) 구조이며
h-AlN과는 특성이 매우 다른 물질로서 비저항이 매우 큰
장점은 있으나 준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합성 방법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31–34].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AlN 구를 소스 영역과 성장 영
역을 분리없이 직렬로 연결하여 간결화된 반응로 내에서
혼합 소스 수소화물 기상 성장방법에 의해 성장시켰다. 흑
연 보트 내의 소스 영역에는 주재료인 Al과 Si (111) 기판
에 마이크로 웅덩이 (micro-puddles) 의 형성을 위한 에칭
재료로 Ga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성장된 마이크로 AlN
구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계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에너지 분산 X선 분광기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그리고 고분해능 X선 회절 장치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 HR-XRD) 와 라만 분광법 (Raman spectroscopy)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과 제한시야회
절 (selected area diffraction, SAED) 패턴, 그리고 고분
해능 TEM- EDS 맵핑 이미지 측정에 의해 마이크로 AlN
구의 구조를 확인하고 성장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일반적인 HVPE 방법을 개선하여 마이크로
AlN 구를 대량으로 성장시키는 기술은 자외선과 관련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중의 하나라고 기대된다.

각각의 금속 소스를 다른 온도로 가열한다. 따라서 소스
영역을 분리하여 가열함으로 인하여 장비의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혼합소스 HVPE는 성장
하고자 하는 물질의 원재료인 금속 재료를 하나의 영역에
담아 혼합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소스로 Al과
Ga을 혼합하였다. Al은 마이크로 AlN 구를 성장하기 위한
원재료이며, Ga은 성장 기판인 Si (111) 표면을 에칭하여
마이크로 웅덩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마이크로
AlN 구를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 성장 (nucleation) 이
잘 형성될 수 있는 촉매로도 작용한다. 또한 Ga은 원재료인
Al 표면을 녹여 산화막 등을 제거함으로써 HCl과 반응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HCl은 혼합-소스 위로 흘려 보
내지며 화학적 혼합물 (chemical compounds)이 형성된 후
성장 영역의 Si (111) 기판 표면에 형성된 마이크로 웅덩이
안에서 마이크로 AlN 구가 성장된다. 마이크로 웅덩이는
Si (111) 기판에 GaCln 이 공급되면 표면이 에칭되며 형성
된다. HCl의 양은 100 sccm으로 하였으며, NH3 가스와
전체 분위기 가스인 질소 가스의 유량은 각각 1000 sccm
과 5000 sccm으로 일정하게 공급하였다. 성장 온도는 1150
◦
C이며 성장 시간은 2 – 5 시간으로 하였다. 이때 마이크로
AlN 구의 최대 성장율은 100 µm/h로 평균적인 마이크로
AlN 구의 직경은 100 – 500 µm 정도로 나타났다. 소스의
양은 Al 40 g 과 Ga 10 g을 사용하였다.

II. 실험 방법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Figure 1은 마이크로 AlN 구를 성장 하기 위한 혼합-소스
수소 화학 기상 방법 장치의 개략도이다. 3-영역 고온 퍼니
스 (3-zone hot wall furnace)로 반응로 (reactor)는 석영관
(quartz tube) 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HVPE는 성장을
위한 소스 영역이 사용하는 금속에 따라 분리되어 있고,

Figure 2 는 마 이 크 로 웅 덩 이 와 Ga 핵 의 FE-SEM
(MIRA3 TESCAN) 사진과 EDS 스펙트럼 결과이다. Figure 2(a) 와 (b) 에서 직경이 621 nm 정도의 Ga 핵이 마이
크로 웅덩이 안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i (111) 기판 표면으로 GaCln 를 흘려주면1000 ◦ C이상의

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rawing of the reactor
including three zone furnaces used for growth of AlN
microspheres by mixed-source HVP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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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Formation of micro-puddles for
AlN microspheres grown by mixed-source HVPE method
: (a) and (b) approximately 621 nm-diameter Ga nucleation, (c) and (d) approximately 1.17 µm- and 100 nmdiameter Ga nucleations, respectively, in micro-puddle,
and (e) and (f) approximately 939 nm-diameter Ga nucleation in dual micro-puddles, (g)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micro-puddle, (h) EDS line scan of micropuddle and nucleation, and (i) EDS spectrum of nucleation.

Fig. 3. (Color online) FE-SEM images of AlN microspheres grown by mixed-source HVPE method : (a) 530
µm-diameter AlN microsphere, (b) AlN microsphere surface, (c) magnified FE-SEM image of AlN microsphere
surface, (d) surface protrusions of 0.7 – 0.95 µm, (e) surface protrusions of cubic shape, (f) cross-sectional FESEM image of AlN microsphere, (g) EDS line scan of
AlN microsphere, and (h) EDS line scan result of AlN
microspheres for the elemental C, N, O, Al, Si, Cl.

고온에서 Ga과 Si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Si 기판이 멜트 백
에칭 (melt-back etching)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35–38].
따라서 사파이어 기판과는 다르게 Si 기판 위에 에피택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Si 기판 표면에 버퍼층을 형성하여
이러한 에칭을 막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대로 멜트
백 에칭을 이용하여 기판 상에 마이크로 웅덩이를 형성 하
였다. Figure 2(c) 와 (d) 에서 직경이 1.17 µm 정도의 Ga
핵과 100 nm정도의 초기 핵의 형성을 마이크로 웅덩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Figure 2(e) 와 (f) 에서 939 nm의 핵을 볼
수 있는데 멜트 백 에칭에 의해 이중 마이크로 웅덩이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g) 는 마이크로 웅덩이의
단면 FE-SEM 사진으로 15 µm 정도의 폭을 가진 마이크로
웅덩이에서 2 µm 정도의 깊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이크로 웅덩이의 직경과 깊이의 비는 7.5 정도로 예측이
된다. Figure 2(h) 는 마이크로 웅덩이와 핵의 EDS 라인
스캔 결과이다. Si, Al 그리고 Ga 등의 원소 성분을 비교하
면 마이크로 웅덩이 영역과 핵의 영역에서 Si과 Ga의 원소
성분에 대한 분포를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Figure 2(i) 는
핵의 EDS 스펙트럼의 결과이다. Ga을 비롯하여 Si, C, O,
Al 등의 원소들이 검출된다. 이는 Si 기판이 GaCln 에 의해
멜트 백 에칭되면서 형성된 핵임을 분명하게 한다.
Figure 3은 마이크로 AlN 구의 FE-SEM 측정 결과이다.
Figure 3(a)는 직경이 530 µm의 마이크로 AlN구로 5시간

성장하였다. Figure 3(b) 는 표면 FE-SEM 결과로 돌기를
관측할 수 있다. Figure 3(c) – (e) 는 표면을 확대한 것으
로 마이크로 AlN구는 0.7 – 0.95 µm의 돌기 외경을 가지
고 있다. Figure 3(f) 는 마이크로 AlN구의 단면 FE-SEM
사진으로 돌기가 시작되는 중심구의 표면으로부터 평균 7
µm 길이의 돌기를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3(g) 와 (h) 는
마이크로 AlN구의 EDS 라인 스캔 결과이다. C, N, O, Al,
Si, Cl의 원소 성분을 비교하면 마이크로 AlN구 영역에서
Al과 N 원소성분이 뚜렷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rue 4는 마이크로 AlN 구의 XRD 측정과 Raman 스
펙트럼 결과이다. Figure 4 (a)에서 JCPDS 데이터를 통해
Al의 원자는 면심 입방 (face-centered cubic, fcc) 구조임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와 비교하면 마이크로 AlN 구는 섬
아연 광 큐빅구조 (zinc blend cubic phase) 로 JCPDS(00046-1200)에서 (200) 방향으로 면을 형성한 AlN 결정임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 (a) 에서 나타난 다른 피크들은
마이크로 AlN 구의 내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마이크로 AlN 구의 내부는 Al 결정 구조이며 표면
은 AlN 결정을 가지는 마이크로 AlN 구임을 알 수 있다.
Figure 4 (b)는 2θ 값이 42◦ 에서 46◦ 범위에서 측정한 XRD
2theta/omega 결과이다. 44.35◦ 에서 AlN (200) 면에 해
당하는 피크가 우세하게 관찰되었으며 반치폭 (full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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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XRD result and Raman spectrum
of the AlN microsphere grown by mixed-source HVPE
method : (a) XRD 2theta/omega scan results of an AlNAl microsphere, and (b) XRD result from 42 degree to 46
degree, and (c) Raman spectrum for the AlN microsphere
grown by mixed-source HVPE method.
at half maximum, FWHM) 값은 90 arcsec로 AlN이 성장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 (c) 는 마이크로 AlN
구에 대한 구조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라만 스펙
트럼 결과로 Thermo Fisher Scientific사의 532 nm laser
DXR 2 Smart Raman Spectrometer 장치를 이용하여 상
온 (300 K)에서 측정하였다. 666.8 cm−1 에서 주요한 라만
피크가 관측되었으며, 624.3 cm−1 와 510 cm−1 피크 또한
관측되었다. 이는 c-AlN과 관련이 있으며, 666.8 cm−1 은
A1 (TO), 624.3 cm−1 는 E2 (high), 871 cm−1 은 A1 (LO)
그리고 908.6은 E1 (LO) 와 관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39,
40].
Figure 5는 마이크로 AlN 구의 TEM 결과와 SAED pattern 그리고, 고분해능 EDS 맵핑 이미지 결과를 보여준
다. 200 kV 전계 방출 TEM (JEM-ARM200F, JEOL Ltd,
Japan)을 사용하였다. Figure 5(a)는 집속 이온빔 (focused
ion beam, FIB) 가공에 의한 마이크로 AlN 구의 돌기 부
분의 사진으로 회절 패턴을 측정할 부분 ①과 돌기와 구의
경계면 ②을 표시하였다. Figure 5(b)는 ① 부분의 회절 패
턴을 보여주고 있다. [0001] 존 축으로부터 약 15◦ 의 각도로
측정된 시편의 선택된 영역 전자 회절 (SAED) 패턴으로
잘 정돈된 (well-arranged) 원자층 구조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Figure 5(c) 는 고해상도 (HR) TEM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미지에 표시된 0.435 nm의 격자 파라미터는
c-AlN 섬아연 광 큐빅 구조 유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1,42]. Figure 5(d) 는 주사형 투과 전자현미경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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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TEM observation of the AlN microsphere : (a) TEM image; scale bar : 0.2 µm, (b)
SAED pattern at ① position in (a) : scale bar: 2 nm−1 ,
(c) Low-magnification TEM image at ② position in (a)
: scale bar: 5 nm, (d) BF-STEM image, (e) TEM-EDS
mapping of Al , and (f) TEM-EDS mapping of 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EM) 을 이용한 BFSTEM (bright field STEM) 영상을 보여 주며 Al과 N원소
에 대한 고분해 EDS 영상을 Fig. 5(e)와 (f)에서 보여준다.
마이크로 AlN 구의 내부는 Al이 주요한 원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돌기 부분은 N 원소가 확인 되어 AlN 성분임을 알
수 있다.
Figure 6은 표면으로부터 마이크로 AlN 구 내부로의 깊
이에 따른 Al과 N원소의 TEM-EDS 매핑과 깊이에 따른 Al
및 N 원소의 % 변화를 보여준다. Figure 6 (a)에서 총 8 위
치의 지점에 대한 고분해 EDS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6 (b) 는 표면으로부터 구의 안쪽 방향으로 깊이에 따른 Al
및 N 원소의 %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Fig. 6 (b)
의 사각 점선 부분은 측정부분에 따라 오차는 있으나 AlN
결정으로 판단되며, 2 µm 이후부터 Al원소가 증가하면서
N 원소가 급격히 줄어 들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AlN
구는 돌기 부분은 AlN 결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7은 미세 웅덩이의 형성 및 AlN 미소 구의 성장에
관한 반응 메커니즘을 나타내었다. Figure 7(a)는 GaCln 에
의한 Ga의 Si 기판 위의 흡착 현상을 표현하였다. GaCln 은
Si 기판 표면에서 적당한 NH3 가스가 유지될 경우 1050 ◦ C
근처에서 GaN 에피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Si
기판에는 버퍼층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버퍼층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1150 ◦ C에서 HCl양을 100 sccm 정도로
유지 함으로서 GaN 에피층을 형성하기 보다는 Ga 소스가
GaCln 에 의해 이동되어 Si 표면에 Ga의 소스가 흡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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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TEM-EDS mapping of Al and N :
(a) EDS measurement by location and (b) at% variation
of Al and N elements depending on the depth in the
inward direction of the sphere from the surface.
조건을 유지하였다. Figure 7(b) 는 흡착된 Ga 에 의해 Si
기판이 멜트 백 에칭되기 시작한다. Figure 7(c) 는 이러한
현상에 의해 마이크로 웅덩이가 형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2500 µm2 내에 반경이 7.5 µm 인 마이크로 웅덩이가 33개
정도 형성되었으며, 이를 환산해 보면 단위 면적당 74%의
마이크로 웅덩이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이크로
웅덩이 내에서는 소스 영역의 Ga이 모두 소진되고 소스영
역으로부터의 Ga의 공급이 중단되면 Si 기판에 흡착된 Ga
의 양도 줄어들어 Ga의 표면 장력에 의해 미세한 Ga 물방
울이 형성된다. Figure 7(c) 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세한 Ga
물방울은 AlCl의 소스에 의해 AlCl 반응물의 흡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Ga 물방울이 AlCl 반응물의
흡수를 통해 과포화될 때 결정화를 위한 결정 핵 생성 사이
트로서 작용한다 [43]. 또한 마이크로 웅덩이 내부는 AlCl
분압이 높게 되어 Al구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Figure 7(d)
는 AlCl에 의해 Al이 포화되기 시작하여 Al구가 만들어지
면서 그 크기가 증가하고 Al구가 AlN 결정성장을 위한 기
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Figure 7(e) 에서 마이크로 Al 구는
마이크로 단위의 AlN 돌기를 형성하는 기판으로 작용하여
AlN 구를 형성한다. 이때 Al구는 면심 입방구조로서 AlN
돌기 또한 섬아연 광 큐빅 구조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혼합 소스 수소화물 기상 성장법으로 마이크로 AlN 구을
성장하였다. Si 기판과 Ga원자간의 멜트 백 에칭을 이용
하여 기판 상에 직경과 깊이의 비가 7.5 정도의 비가 되는
마이크로 웅덩이를 형성 하였다. 100 nm정도의 초기 Ga
물방울의 형성이 마이크로 웅덩이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Ga 물방울을 촉매로 AlCl에 의해 Al구가 형성되고 최종
표면에 AlN의 결정이 형성된 마이크로 AlN 구가 성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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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Reaction mechanism for the formation of micro-puddles and the growth of AlN microspheres : (a) formation of Ga droplets, (b) melt-back
etching on Si substrate, (c) formation of micro-puddles
and preferential site for absorption of gas-phase reactant,
(d) when supersaturated, the nucleation site for crystallization, and (e) growth of cubic AlN microsphere by
HVPE method.
었다. 마이크로 AlN 구는 HVPE방법에서 소스 영역과 성
장 영역을 분리 없이 직렬로 연결된 간결화된 흑연 보트를
사용하여 1150 ◦ C에서 성장시켰다. 소스는 Si (111) 기판
에 마이크로 웅덩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Ga과 주요
소스가 되는 Al을 혼합 소스로 사용하였다. 마이크로 AlN
구의 최대 성장율은 100 µm/h로 나타났으며, 0.7 – 0.95
µm의 돌기 크기를 가지며 표면으로부터 평균7 µm 길이의
돌기로 구성되어있다. 마이크로 AlN구의 EDS 결과 마이
크로 AlN구는 Al과 N 원소성분이 뚜렷이 나타났고, XRD
측정과 Raman 스펙트럼 결과로 부터 마이크로 AlN 구는
섬아연 광 큐빅구조 결정임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
AlN 구의 TEM 결과와 SAED pattern 그리고, 고분해능
EDS 맵핑 이미지 0.435 nm의 격자 파라미터를 얻었으며
이는 c-AlN 섬아연 광 큐빅 구조 유형과 일치함을 알 수 있
었다. Al과 N원소에 대한 고분해 TEM-EDS 영상에서는
마이크로 AlN 구의 내부는 Al이 주요한 원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돌기 부분은 N 원소가 확인되어 AlN 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미세 웅덩이의 형성 및 마이크로 AlN
구의 성장에 관한 반응 메커니즘을 제안 하였으며, 이 결과
로부터 다량의 성장이 가능한 마이크로 AlN 구의 성장과
함께 자외선 분야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소자의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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