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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희토류 금속이 도핑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나노구조를 사용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

광소자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형광물질 없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

색광 발광소자는 기본적으로 기판,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질화물계 활성층,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나노구조의 다기능

성 오믹컨택트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이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고, 이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은 단층(Single Layer), 이중층 (Bi-layer), 또는 3중층(Tri-layer)으로 구성되며 1 차원 나노구조

의 형상으로 적어도 한 성분 이상의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 : RM)이 도핑(Doping)된 아연산화물(ZnO)이 최상위

층에 적층되어있다. 이러한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의 최상위층은 5 나노미터 이상의 두께를 지닌 나노기둥(Nano-

columnar), 나노라드(Nanorod), 또는 나노와이어(Nanowire)등의 1차원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Nano-

structured Transparent Conducting Zinc Oxide)을 포함한다. 상기한 희토류 금속이 도핑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이용한 다기능성 p형 또는 n 형 오믹컨택트층을 사용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

에 의하면 다기능(Multifunction), 즉 오믹컨택트층으로서 캐리어 공급 및 전류 퍼짐의 역할을 함으로 발광소자의 우수한

전류-전압 특성을 나타내고, 질화물계 활성층에서 생성된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백색광 빛을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높은

빛 투과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발광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 EQE)을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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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사이에 질화물계 활성층을 갖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에 있어서,

상기 p형 또는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상부에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 : RM)이 하나 이상 도핑된 투명 전도성 아연

산화물(ZnO)이 단층(Single Layer) 또는 2층 이상의 다층(Multilayer)으로 적층된 1차원 나노구조 형상, 2차원 나노구조

형상 또는 박막(Film) 형상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을 구비하고,

상기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은 나노기둥(Nano-columnar), 나노라드(Nano-rod), 또는 나노와이어

(Nanowire) 등의 1차원 형태의 나노 구조, 계란판 모양의 2차원 형태의 나노구조 또는 필름 모양의 박막 형태의 아연산화

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Doping)되는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은 Er, Sm, Ce, Pr, Pm,

Eu, Gd, Tb, Dy, Ho, Tm, Yb, Lu, Th, Pa, U, Np, Pu, Am, Bk, Cf, Es, Fm, Md, No, Lr, Cm 로 한정하며

상기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되는 희토류 금속 성분의 양은 20 웨이트 퍼센트 (20 wt. %) 이하

로 제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의 최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전자농도(Electron

Concentration), 에너지 밴드갭(Energy Bandgap), 및 광 굴절지수(Refractive Index)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금속들로 구성된 금속 또는 산화물들; 알루미늄(Al), 크롬(Cr), 모리브데니움(Mo), 실리콘(Si), 저메니움(Ge), 인듐(In), 리

튬(Li), 갈륨(Ga), 마그네슘(Mg), 아연(Zn), 베릴륨(Be), 몰리브덴(Mo), 바나듐(V), 구리(Cu), 이리듐(Ir), 로듐(Rh), 루세

늄(Ru), 텅스텐(W), 코발트(Co), 니켈(Ni), 망간(Mn), 티타니움(Ti), 탄탈륨(Ta), 캐드뮴(Cd), 란탄(La) 원소계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분을 첨가하며,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을 모체로 하여 첨가되는 상기한 원소들의

양은 웨이트 퍼센트(w.t. %)로 0.1 % 내지 49 %를 갖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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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n형 또는 p형 오믹컨택트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n형 또는 p형 질화물계 클래드 상

층부에 직접적으로 성장(Growth) 하거나 2차원 필름 형태의 아연산화물을 반드시 수소(H2) 개스가 포함된 분위기에서 열

처리하여 에칭(Etching) 및 재성장(Regrowth)단계를 반복적으로 하여 형성하는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을 갖

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은 5 나노미터 이상의 두께로 형성되며 n형 또는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상부에 적층하는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의 최상층부에 적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

색광 발광소자.

청구항 7.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사이에 질화물계 활성층을 갖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에 있어서,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 : RM)이 하나 이상 도핑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이 단층(Single Layer) 또는 2층

이상의 다층(Multilayer)으로 적층된 1차원 나노구조 형상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을 구비하고,

상기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은 나노기둥(Nano-columnar), 나노라드(Nano-rod), 또는 나노와이어

(Nanowire) 등의 1차원 형태의 나노 구조의 아연산화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

소자.

청구항 8.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사이에 질화물계 활성층을 갖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가. 절연성 또는 전도성 기판 상부에 질화물계 버퍼층(Nitride-based Buffer Layer),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질화물계 활

성층 및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발광 구조체에 있어서, 상기 p형 또는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상부에

희토류 금속이 하나 이상 도핑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로 형성된 박막층 (Film), 1차원 나노구조 형상(나노기둥, 나노라

드, 나노와이어) 또는 2차원 나노구조 형상(계란판)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나. 상기 가 단계를 거친 전극 구조체를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은 아연산화물을 모체하는 산화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에미트형 질화

물계 백색광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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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연산화물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n형 또는 p형 오믹컨택트층은 클래드층 상부에 단층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 구조

로 하되, 상기한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과 n형 또는 p형 오믹컨택트층과의 계면에서 걸리는 전압강하(Voltage Drop)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믹삽입층(Ohmic Interlayer)으로 단층 또는 이중층으로 도입하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오믹삽입층은 하기와 같은 금속(Metal), 투명 전도성 산화물(TCOs), 투명 전도성 질화물(TCNs) 중 적어도 한 성분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계면 특성 또는 열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노구조의 아연산화물을 형성

시키기 전에 열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상기한 금속은 인듐(In), 주석(Sn), 아연(Zn), 갈륨(Ga), 카드뮴(Cd), 마그네슘(Mg), 베릴륨(Be), 은(Ag), 몰리브덴(Mo),

바나듐(V), 구리(Cu), 금(Au), 티타늄(Ti), 바나듐(V), 실리콘(Si), 이리듐(Ir), 로듐(Rh), 루세늄(Ru), 텅스텐(W), 코발트

(Co), 니켈(Ni), 망간(Mn), 팔라듐(Pd), 백금(Pt), 및 란탄(La) 원소계열이고,

상기한 투명 전도성 산화물;들은 ITO, ZnO, In2O3, 불순물이 첨가된 인듐 산화물(In2O3), SnO2, CdO, 및 Ga2O3 이고,

상기한 투명 전도성 질화물;들은 티타늄 질화물(TiN)을 포함하는 천이 금속계 질화물.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형광물질 없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

색광 발광소자는 기본적으로 기판,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질화물계 활성층,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나노구조의 다기능

성 오믹컨택트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이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고, 이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은 단층(Single Layer), 이중층 (Bi-layer), 또는 3중층(Tri-layer)으로 구성되며 나노구조의 형상

으로 적어도 한 성분 이상의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 : RM)이 도핑(Doping)된 아연산화물이 최상위층에 적층되어

있다. 이러한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의 최상위층은 5 나노미터 이상의 두께를 지닌 나노기둥(Nano-columnar), 나노라드

(Nanorod), 또는 나노와이어(Nanowire)등의 1차원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Nano-structured Transparent

Conducting Zinc Oxide)을 포함한다. 상기한 희토류 금속이 도핑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이용한 다기능

성 p형 또는 n 형 오믹컨택트층을 사용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다기능

(Multifunction), 즉 오믹컨택트층으로서 캐리어 공급 및 전류 퍼짐의 역할을 함으로 발광소자의 우수한 전류-전압 특성을

나타내고, 질화물계 활성층에서 생성된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백색광 빛을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높은 빛 투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발광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 EQE)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Top-emitting Nitride-based Light Emitting Devices)는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흡수/조절하여 새로운 파장대의 빛으로 전환시켜주는 형광체(Phosphor)의 사용유무에 따라서 하기와 같이 2종류 형태로

분류시킬 수 있다.

우선 먼저, 가장 일반적인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는 질화물계 반도체 발광구조체를 이용하여 자외선, 근자외선, 또는

청/녹색을 갖는 발광소자를 만들고, 이들 소자에서 발광되는 빛의 파장대에 따라서 특정 형광체(Phosphor)를 결합시켜서

백색광을 방출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백색광 발광소자는 형광체를 전혀 결합하지 않고, 각기 다른 파장대를 빛을 발광하

는 발광 구조체를 하나의 기판 상부에 적층하고 소자제조 공정을 거쳐서 동시에 2중 또는 3중의 파장대의 빛을 발광시켜

백색광을 방출시키는 것이다.

등록특허 10-0750933

- 4 -



하지만, 현재 가장 널리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형광체를 결합하는 방식인데, 형광체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오 m 문제 및 많은 열의 발생과 무엇보다도 형광체에서 빛의 파장대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상당 부분

의 빛 흡수 때문에 차세대 백색광 발광체 공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미국 또

는 일본 등의 몇몇 연구 그룹에서는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성장에 가장 이상적인 기판으로 알려진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

물에 희토류 금속(RM)을 도핑하여 기판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형광체 대용으로 사용하여 고효율의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

소자를 만들고자 연구 중에 있다. 하지만, 상기한 연구 그룹들이 제안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기판인 아연산화물(ZnO) 상부에 양질의 질화물계 반도체 발광 구조체를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

다. 설령, 이러한 기술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라도 2차원의 두꺼운 막(Film) 형태로 존재하는 희토류 금속이 도핑된

아연산화물 기판은 형광체로서 빛의 파장을 전환하는 성능 면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형광체를 결합하지 않고 순수하게 2중, 3중의 다른 파장대의 빛을 발광시켜서 백색광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질화물계

발광 구조체를 적층하는 기술적 어려움 및 공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높은 작동전압과 낮은 외부발광효율로 질화물계 백

색광 발광체로서 적합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상기한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만드는 방식은 복잡한 많은 공정에서 비롯되는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세대 조명용 백색광 발광체로서 부적절하다.

현재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Top-emitting Nitride-based Light Emitting Devices)는 발광소자의 발광 구조체

성장에 이용되는 기판과 발광소자 제조 공정에 따라서 하기와 같이 3종류 형태로 분류시킬 수 있다.

우선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발광소자 형태로서 절연성 사파이어(Sapphire) 기판 상부에 질화물계 반도체 발광 구조체를 적

층하고,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이 에칭(Etching)공정을 통해서 공기중으로 노출되고 단결정 질화물계 반도체에서 생성된

빛을 p형 클래드층을 통해서 발광시키는 메사구조의 탑에미트형 발광소자(MESA-structured Top-emitting Light

Emitting Device), 실리콘 카바이드(SiC) 등과 같은 전도성 기판 상부에 질화물계 반도체 발광 구조체를 적층하여 질화물

계 클래드층의 에칭공정 없이 제작한 수직구조의 탑에미트형 발광소자(Vertical Top-emitting Light Emitting Device),

절연성 사파이어 기판 상부에 질화물계 발광 구조체를 적층하고 레이저 리프트 오프(Laser Lift-Off ; LLO) 기술과 본딩

(Bonding) 기술을 접목하여 n형 또는 p형 클래드층을 통해서 빛을 발광하는 또 다른 수직구조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

광소자로 제작되어 진다.

메사구조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는 절연성 사파이어 기판 상부에 적층된 메사구조나 전도성 실리콘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같은 전도성 기판 상부에 적층된 질화물계 발광 구조체에서 최상층인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 접촉하고 있는

p형 오믹컨택트층을 통해 질화물계 활성층에서 생성된 빛이 출사되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면적 및 대용량의

고휘도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의 낮은 홀 농도로부터 유발되는 높

은 면적항값을 보상하기 위한 양질의 오믹컨택트층인 커런트 스프레딩 층(Current Spreading Layer)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따라서 낮은 면저항(Sheet Resistance) 및 비접촉 저항(Specific Contact Resistance)을 동시에 갖고 높은 빛투과

도(Light Transmittance)를 지닌 커런트 스프레딩 층을 형성하여 원활한 전류퍼짐(Current Spreading), 홀주입(Hole

Injection), 및 우수한 빛방출(Light Emission)의 역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고품위 p형 오믹컨택드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의 p형 오믹컨택트층으로 니켈(Ni)과 금(Au)층을 순차적으로 10 나노미터

이하의 두께로 적층한 구조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상기한 니켈-금으로 형성된 얇은 이중층(Bi-layer)은 산소(O2)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개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면 10의 -4승 ㎠ 정도의 낮은 비접촉 저항을 갖는 반투명 오믹컨택트층

(Semi-transparent Ohmic Contact Layer)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상당히 얇은(10 나노미터 이하) 니켈-금으로 형성되는 반투명 p형 오믹컨택트층을 이용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는 빛의 투과도를 저해하는 금(Au)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발부효율(EQE)이 상당히 낮음과 동시에 얇은 두께로 인

해서 열적 불안성을 갖기 때문에 차세대 대용량, 대면적, 및 고휘도 질화물계 발광소자를 구현할 수가 없다.

현재까지, 세계의 많은 선진 연구그룹에서 상기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발광소자의 외부발광효율(EQE)을 향상시키고자

기존의 p형 오믹컨택트층인 반투명 니켈-금 구조보다 휠씬 우수한 빛투과도를 갖도록 금(Au)을 완전하게 배제한 투명 전

도성 산화물, 즉 일 예로 인듐 주석산화물(ITO) 및 아연산화물(ZnO) 전극물질을 이용한 연구내용이 여러 문헌(IEEE PTL,

Y. C. Lin, etc. Vol. 14, 1668, IEEE PTL, Shyi-Ming Pan, etc. Vol. 15, 646)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인듐 주석산

화물(ITO) 또는 아연산화물(ZnO) 투명 전도성 전극물질을 단독 또는 다른 금속 및 산화물과의 접목을 통해 제작된 질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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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발광소자와 반투명 니켈-금 오믹 전극구조를 갖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하게 향상된 출력(output power)을 나타내는 탑

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를 구현할 수 있음을 여러 문헌(Semicond. Sci. Technol., C S Chang, etc. 18(2003), L21)

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기한 인듐 주석산화물(ITO) 또는 아연산화물(ZnO) 등의 투명 전도성 전극물질을 이용한 p형 오믹컨택트층은

발광소자의 외부발광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계면의 전압강하(Voltage Drop)가 크게 걸리는 쇼키접촉

(Schottky Contact) 형성과 높은 면저항(Sheet Resistance)으로 인해서 높은 발광소자 동작전압(Operating Voltage)을

갖는 문제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어 대용량, 대면적, 및 고휘도 발광소자로의 응용에는 한계점가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을 통해서 빛이 외부로 발광되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와는 달리

또 다른 구조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는 빛의 발광효율과 발광소자 작동 시 발생되는 열을 원활하게 외부로 방출

시키고자 레이저 리프트 오프(Laser Lift Off : LLO) 기술 및 본딩(Bonding)기술을 접목하여 질화물계 활성층보다 하층부

에 있는 고반사성 p형 오믹컨택트층과 상층부에 있는 좁은 접촉면적을 갖는 n형 오믹컨택트층 및 전극패드를 동시에 적용

하여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보다는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을 통해서 빛을 외부로 축출하는 수직구조의 탑에미트형 질화

물계 발광소자를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직구조의 발광소자는 소자 작동 시 발생되는 열로 인해서 최상층부인 n

형 질화물계 클래드층의 표면이 산화(Oxidation))되는 소자의 신뢰성을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처럼 산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빛투과성이 우수하면서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의 좋은 오믹접촉을

형성하면서 낮은 면저항을 지닌 투명 전도성 오믹컨택트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투명한 전도성 박막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ITO, In2O3, SnO2, 또는 ZnO 등의 투

명 전도성 산화물들(Transparent Conducting Oxides : TCOs)과 타이티늄 질화물(TiN)등과 같은 투명 전도성 질화물

(Transparent Conducting Nitrides : TCNs)을 이용하여 양질의 질화물계 오믹컨택트층을 형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

고 있는데, 이들을 기술해보면 :

첫째, 상기한 투명 전도성 박막들은 스퍼터링(Sputtering), 이빔 증착기 또는 열 증착기(E-beam or Heat Evaporator) 등

과 같은 PVD 및 상온, 저온, 고온 등에서 화학 반응을 이용한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방법에 의해서 박막 형성

시, 대체적으로 100 / 값에 가까운 큰 면저항을 지님과 동시에 쇼키장벽의 높이 및 폭(Schottky Barrier Height and

Width)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 투명 전도성 박막들의 일함수(Workfunction)을 자유롭게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발광소자의 수평 방향(층간 경계면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전류 퍼짐(Current Spreading)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수

직 방향으로의 원활한 캐리어 주입(Carrier Injection)을 어렵게 함으로써 대면적, 대용량, 및 고휘도 질화물계 발광소자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일 예로, 대면적 및 고휘도의 고신뢰성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인 상

부에 증착하는 투명 전도성 박막층은 적어도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의 면저항 값인 20 / 갖고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 쇼

키성이 아닌 오믹성 접촉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주석 인듐 산화물(ITO) 및 타이티늄 질화물(TiN) 등의 대부분의 투명 전도성 박막층은 상대적으로 작은 일함수 값

(5 eV 이하)을 갖고 있기 때문에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의 직접적인 접촉(Contact)에 의한 오믹접촉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투명 전도성 박막층을 질화물계 클래드층 상부에 증착하는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상기

한 투명 전도성 박막층을 이용하여 질화물계 발광소자의 오믹접촉 전극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현재에는 상기

한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인 질화물계 발광소자의 고투명성 오믹전극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이들 투명 전도성 박막층을 질화물계 반도체의 p형 또는 n형 오믹접촉을 갖는

질화물계 발광소자를 제작한 경우에 여전히 외부발광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 EQE)적인 특성면에서 결정적

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투명 전도성 박막층들은 질화물계 발광소자의 활성층에서 생성 및 출사되는 빛에 대

해서 높은 반사 및 흡수를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낮은 외부 발광효율을 갖게 만들며, 두 번째는 투명 전도성 오믹접촉 전

극박막은 공기에 비해서 큰 굴절률 지수와 평평한 2차원 형태의 계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의 외부발광효율(EQE)을 얻

는 데는 상당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질화물계 발광소자의 활성층에서 생성된 빛을 외부로 축출하는 문제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외부발광효율(EQE)을 향상

시키고자 많은 연구 그룹 및 회사에서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해서 현재 질화물계 발광소자 공정에 직접적

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술들은 질화물계 발광소자의 활성층 상부에 적층되는 질화물계 클래드층의 표면 거칠기(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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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ness) 증가, 그리고 광결정 효과(Photonic Crystal Effects)을 도입한 투명 전도성 오믹컨택트층(Transparent

Conducting Ohmic Contact Layer) 등이 있다. 하지만, 상기한 공정 기술들은 대량 생산라인(Product Line)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신뢰성을 지니진 못한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안-개발된 것으로서, 형광체를 사용하지 않고(Phosphor-free) 질화

물계 발광체에서 방출되는 단색광을 이용해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n형 또는 p형 질

화물계 클래드층 상부에 양질의 투명한 오믹접촉형성 및 질화물계 발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대를 조절하는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 즉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 : RM)이 적어도 하나 이상 도핑(Doping)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

(ZnO)의 1차원 형상의 나노구조체를 상기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의 오믹컨택트층으로 적용하여 탑에미트형 질

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구조는 크게 4종류로 제작되고 있

는데, 이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절연성 사파이어(Sapphire) 기판 상부에 질화물계 버퍼층(Nitride-based Buffer

Layer),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그리고 두 질화물계 클래드층 사이에 질화물계 활성층을 삽입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 구조가 있다. 이와 같이 절연성 사파이어 기판 상부에 적층된 발광 구조체를 에칭공정과 결

합하여 만든 발광소자는 소자 구동 시 발생되는 열의 발산능(Heat Dissipation)이 좋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작은 발광면

적을 갖고 있으면서 저용량 및 저휘도용 메사구조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MESA-structured Top-

emitting Nitride-based White Light Emitting Device)로 이용되고 있다.

또 다른 질화물계 발광소자 구조로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등과 같은 전도성 기판 상부에 적층된 것으로서 두꺼운 질화물

계 버퍼층(Nitride-based Buffer Layer)에서부터 활성층을 포함한 두 질화물계 클래드층이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도성 불투명 기판 상부에 적층된 발광 구조체를 이용하여 제작한 질화물계 발광소자는 소자 구동 시 발생되는

열의 발산능(Heat Dissipation)이 우수하여 상대적으로 대면적의 대용량 및 고휘도용 수직구조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

색광 발광소자(Vertical Structure Top-emitting Nitride-based White Light Emitting Device)로 이용되고 있다.

또 다른 질화물계 발광소자 구조로는 전도성 기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의 고비용을 해결하고자 레이

저 리프트 오프(LLO) 방법을 이용하여 절연성 기판인 사파이어 상부에 적층된 질화물계 발광 구조체를 분리하고 금속을

비롯한 열전도성이 우수한 새로운 지지 기판(Supporting Substrate)에 본딩(Bonding)하여 상대적으로 대면적의 대용량

및 고휘도용 수직구조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Vertical Structure Top-emitting Nitride-based Light

Emitting Device)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로, 레이저 리프트 오프 방법을 이용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는

빛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2종류가 있다. 질화물계 활성층에서 생성된 빛을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또는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을 통해서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발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희토류 금속이 적어도 하나 이상 도핑(Doping)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라드(Nano-rods), 나노와이어(Nano-wires), 및 나노기둥(Nano-columnar) 등과

같은 1차원 형상을 갖는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을 질화물계 반도체 발광소자의 p형 또는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상부에 도입하여 고휘도 및 고신뢰성 탑에미트

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빛의 파장대를 조절함과 동시에 오믹전극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

컨택트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 제조방법과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

택트층(NMOCL)을 이용하여 바람직한 본 발명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의 실시 예에 적용되는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이 도핑

(Doping)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가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성장된(Grown)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도 1 (가), (나), 및 (다)는 공정온도 및 시간 등의 공정조건에 따라서 각기 약간씩 다른 모양의 1차원 나

노구조 형상으로 성장된(Grown)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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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Doping)되는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은 Er, Sm, Ce,

Pr, Pm, Eu, Gd, Tb, Dy, Ho, Tm, Yb, Lu, Th, Pa, U, Np, Pu, Am, Bk, Cf, Es, Fm, Md, No, Lr, Cm 로 한정한다.

상기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되는 희토류 금속 성분의 양은 20 웨이트 퍼센트 (20 wt. %) 이하

로 한정한다.

상기한 나노기둥(Nano-columnar), 나노라드(Nano-rod), 또는 나노와이어(Nano-wire)와 같은 1차원 형상의 나노구조

를 갖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은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 :RM)이외엔 어떠한 다른 성분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만, 바람직하게는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투명 전도성인 아연산화물(ZnO)의 전

자농도(Electron Concentration), 에너지 밴드갭(Energy Bandgap), 광 굴절지수(Refractive Index) 등을 조절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금속들로 구성된 금속 및 산화물들; 알루미늄(Al), 크롬(Cr), 모리브테니움(Mo), 실리콘(Si), 저메니움(Ge)

, 인듐(In), 리튬(Li), 갈륨(Ga), 마그네슘(Mg), 아연(Zn), 베릴륨(Be), 몰리브덴(Mo), 바나듐(V), 구리(Cu), 이리듐(Ir), 로

듐(Rh), 루세늄(Ru), 텅스텐(W), 코발트(Co), 니켈(Ni), 망간(Mn), 티타니움(Ti), 탄탈륨(Ta), 캐드뮴(Cd), 란탄(La) 원소

계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분을 첨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희토류 금속이 도핑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 나노구조를 모체로 하여 첨가되는 상기한 원소들의 양은 웨이트

퍼센트(w.t. %)로 0.1 % 내지 49 %를 갖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한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은 5 나노미터 이상의 두께로 형성된다.

상기한 나노구조 형상의 아연산화물(ZnO)은 n형 또는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상부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금속

유기 화학 증기 증착법(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을 비롯한 화학적 반응을 통한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나 열 또는 이빔 증착법(Theral or E-beam Evaporation), 높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빔을 이용한 증착법(Laser Deposition), 산소(O2), 질소(N2), 또는 아르곤(Ar) 등의 개스 이온을 사용한 스퍼터링 증착 방

법(Sputtering Deposition), 또는 2개 이상의 스퍼터 건(Sputtering Gun)을 이용한 코스퍼터링 증착 방법(Co-sputtering

Deposition) 등의 다양한 방법의 물리적 증착 방법 (Physical Vapor Depositio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한 나노구조 형상의 아연산화물은 빛 투과도 및 전기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소(O2), 질소(N2),

수소(H2), 아르곤(Ar), 공기(Air), 및 진공(Vacuum) 분위기에서 8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를 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1차원 형상의 나노구조를 갖는 아연산화물의 광학 및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8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산소

(O2), 질소(N2), 수소(H2), 및 아르곤(Ar) 이온을 이용한 플라즈마 처리(Plasma Treatment)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는 본 발명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의 실시 예에 적용되는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이 도핑

(Doping)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가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아연산화물 박막성장 후 에칭공정

(Etching Process)을 이용하여 제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Doping)되는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은 Er, Sm, Ce,

Pr, Pm, Eu, Gd, Tb, Dy, Ho, Tm, Yb, Lu, Th, Pa, U, Np, Pu, Am, Bk, Cf, Es, Fm, Md, No, Lr, Cm 로 한정한다.

상기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되는 희토류 금속 성분의 양은 20 웨이트 퍼센트 (20 wt. %) 이하

로 한정한다.

상기한 나노기둥(Nano-columnar), 나노라드(Nano-rod), 나노와이어(Nano-wire)와 같은 1차원 형상의 나노구조를 갖

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은 어떠한 다른 성분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만, 바람직하게는 나노구

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투명 전도성인 아연산화물(ZnO)의 전자농도(Electron Concentration), 에너지 밴드갭

(Energy Bandgap), 광 굴절지수(Refractive Index)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금속들로 구성된 금속 및 산화물

들; 알루미늄(Al), 크롬(Cr), 모리브테니움(Mo), 실리콘(Si), 저메니움(Ge), 인듐(In), 리튬(Li), 갈륨(Ga), 마그네슘(Mg),

아연(Zn), 베릴륨(Be), 몰리브덴(Mo), 바나듐(V), 구리(Cu), 이리듐(Ir), 로듐(Rh), 루세늄(Ru), 텅스텐(W), 코발트(Co),

니켈(Ni), 망간(Mn), 티타니움(Ti), 탄탈륨(Ta), 캐드뮴(Cd), 란탄(La) 원소계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분을 첨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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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을 모체로 하여 첨가되는 상기한 원소들의 양은 웨이트 퍼센트(w.t. %)로

0.1 % 내지 49 %를 갖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한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은 10 나노미터 이상의 두께로 형성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도 2 (가)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이 n형 또는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상부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금속 유기 화학 증기 증착법(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을 비롯한 화학적 반응을

통한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나 열 또는 이빔 증착법(Theral or E-beam Evaporation), 높은 에너지를 갖

는 레이저 빔을 이용한 증착법(Laser Deposition), 산소(O2), 질소(N2), 또는 아르곤(Ar) 등의 개스 이온을 사용한 스퍼터

링 증착 방법(Sputtering Deposition), 또는 2개 이상의 스퍼터 건(Sputtering Gun)을 이용한 코스퍼터링 증착 방법(Co-

sputtering Deposition) 등의 다양한 방법의 물리적 증착 방법 (Physical Vapor Depositio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2

차원 필름(Film)으로 형성된 모습이다.

도 2 (나), (다), 및 (라)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 박막(도 2 (가))을 적어도 수소(H2)개스(Gas) 또는 이온(Ion)을

반드시 포함한 에칭 공정(Etching Process) 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나노구조 형상의 아연산화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각

기 에칭(Etching) 공정온도 및 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서 나노구조 형상의 아연산화물은 제각기 약간씩 다른 형상을 갖고

있다.

또한 나노구조 형상의 아연산화물의 광학 및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8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산소(O2), 질소

(N2), 수소(H2) 및 아르곤(Ar) 이온을 이용한 플라즈마 처리(Plasma Treatment)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실시 예에 적용되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갖는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이 p형 질화

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적용된 메사 구조(MESA Structure)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나타내 보인

단면도이다.

도 3(가)을 참조하면,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는 절연성 사파이어 기판(310), 질화물계 버퍼층(Nitride-based

Buffer Layer)(320),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30), 질화물계 활성층(340),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50), 나노구조의 다기

능성 오믹컨택트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360)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

로 되어 있다. 참조부호 370은 p형 전극패드이고, 380은 n형 전극패드이다.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360)은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50) 상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희토류 금속(RM)

이 적어도 하나 이상 도핑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Nano-structured Transparent Conducting Zinc Oxide)의 나노구

조체(360)를 적층하여 형성시킨다.

상기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Doping)되는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은 Er, Sm, Ce,

Pr, Pm, Eu, Gd, Tb, Dy, Ho, Tm, Yb, Lu, Th, Pa, U, Np, Pu, Am, Bk, Cf, Es, Fm, Md, No, Lr, Cm 로 한정한다.

상기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되는 희토류 금속 성분의 양은 20 웨이트 퍼센트 (20 wt. %) 이하

로 한정한다.

상기한 나노기둥(Nano-columnar), 나노라드(Nano-rod), 또는 나노와이어(Nano-wire)와 같은 1차원 형상의 나노구조

를 갖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은 어떠한 다른 성분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만, 바람직하게는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투명 전도성인 아연산화물(ZnO)의 전자농도(Electron Concentration), 에너지 밴

드갭(Energy Bandgap), 광 굴절지수(Refractive Index)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금속들로 구성된 금속 및 산

화물들; 알루미늄(Al), 크롬(Cr), 모리브데니움(Mo), 실리콘(Si), 저메니움(Ge), 인듐(In), 리튬(Li), 갈륨(Ga), 마그네슘

(Mg), 아연(Zn), 베릴륨(Be), 몰리브덴(Mo), 바나듐(V), 구리(Cu), 이리듐(Ir), 로듐(Rh), 루세늄(Ru), 텅스텐(W), 코발트

(Co), 니켈(Ni), 망간(Mn), 티타니움(Ti), 탄탈륨(Ta), 캐드뮴(Cd), 란탄(La) 원소계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분을

첨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을 모체로 하여 첨가되는 상기한 원소들의 양은 웨이트 퍼센트(w.t. %)로

0.1 % 내지 49 %를 갖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한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은 10 나노미터 이상의 두께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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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나)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360)은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50) 상부에 p형 질화물

계 클래드층과 오믹접촉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단층 또는 이중층으로 구성된 오믹삽입층(Ohmic Interlayer)을 접목하여

단층(Single Layer)(360a), 이중층(Bi-layer)(360a, 360b), 또는 삼중층(Tri-layer)(360a, 360b, 360c)으로 구성될 수

있다.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계로 형성된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360)은 단층(360a)의 경우,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360)과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50) 사이에 오믹삽입층(Ohmic Interlayer)이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계로 형성된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360)은 이중층(360a, 360b)의 경

우,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360b)을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50) 상부에 직접적으로 형성시키기 전에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의 오믹접촉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금속(Ni, Pd, Pt, Rh, Zn, In, Sn, Zn, Ag, Au), 산화물(ITO,

SnO2, ZnO, In2O3, Ga2O3, RhO2, NiO, CoO, PdO, PtO, CuAlO2, CuGaO2), 또 질화물(TiN, TaN, SiNx) 중 한 성분을

선택하여 오믹삽입층으로 상용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계로 형성된 나노구조를 이용하여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360)을 삼중층

(360a, 360b, 360c)으로 제작하는 경우,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360c)을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50) 상부

에 직접적으로 형성시키기 전에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 오믹접촉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금속(Ni, Pd, Pt, Rh, Zn, In, Sn,

Zn, Ag, Au), 산화물(ITO, SnO2, ZnO, In2O3, RhO2, NiO, CoO, PdO, PtO, CuAlO2, CuGaO2), 또 질화물(TiN, TaN,

SiNx) 중 이미 널리 공지된 두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이중 오믹삽입층(360a, 360b)을 직접 질화물계 클래드층(350) 상부

에 형성하고 그 상부에 나노구조의 투명 아연산화물을 증착하여 삼중층의 나노구조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을 형성한다.

또한 이중층 및 삼중층 구조를 갖는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p형 오믹컨택트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믹접촉 특성을 향상시키

고자 도입한 오믹삽입층을 적층하고,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을 그들 상부에 증착하기 전에 800도 이하의 온

도와 다양한 산소(O2), 질소(N2), 아르곤(Ar), 수소(H2), 공기, 진공 등의 개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을 완전히 다기능성 오믹컨택트(360)의 최상층부에 증착 한 후,

800도 이하의 온도와 다양한 산소(O2), 질소(N2), 아르곤(Ar), 수소(H2), 공기, 진공 등의 개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기판(310)으로부터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50)까지가 발광 구조체에 해당하고,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50) 상

부에 적층된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360)이 p형 오믹전극 구조체에 해당한다.

기판(310)은 절연성 사파이어(Al2O3)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질화물계 버퍼층(320)은 생략될 수 있다.

버퍼층(320)으로부터 p형 클래드층(350)까지의 각 층은 Ⅲ족 질화물계 화합물의 일반식인 AlxInyGazN(x, y, z : 정수)로

표현되는 화합물 중 선택된 어느 화합물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고, n형 클래드층(330) 및 p형 클래드층(350)은 해당 도

펀트가 첨가된다.

또한 질화물계 활성층(340)은 단층 또는 MQW층 등 공지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예로서 질화갈륨(GaN)계 화합물을 적용하는 경우, 질화물계 버퍼층(320)은 GaN으로 형성되고,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

(330)은 GaN에 n형 도펀트로서 Si, Ge, Se, Te등이 첨가되어 형성되고, 질화물계 활성층은 InGaN/GaN MQW 또는

AlGaN/GaN MQW로 형성되며,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50)은 GaN에 n형 도펀트로서 Mg, Zn, Ca, Sr, Ba 등이 첨가되

어 형성된다.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330)과 n형 전극패드(380) 사이에는 n형 오믹컨택트층(미도시)이 개제될 수 있고, n형 오믹컨택트

층은 타이타늄(Ti)과 알루미늄(Al)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층구조 등 공지된 다양한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p형 전극패드(370)는 니켈(Ni)/금(Au) 또는 은(Ag)/금(Au)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층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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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각 층은 금속 유기 화학 증기 증착법(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을 비롯한 화학적 반응

을 통한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나 열 또는 이빔 증착법(Theral or E-beam Evaporation), 높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빔을 이용한 증착법(Laser Deposition), 산소(O2), 질소(N2), 또는 아르곤(Ar) 등의 개스 이온을 사용한 스퍼

터링 증착 방법(Sputtering Deposition), 또는 2개 이상의 스퍼터 건(Sputtering Gun)을 이용한 코스퍼터링 증착 방법

(Co-sputtering Deposition) 등의 다양한 방법의 물리적 증착 방법 (Physical Vapor Depositio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

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멀티 오믹컨택트층(360)은 p형 전극구조체로서 p형 클래드층(350) 상부에 형성된 오믹삽입층이 없

는 단층(Single Layer), 또는 하나 또는 두층으로 구성된 오믹삽입층을 포함한 다음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과

결합하여 생성된 이중층(Bi-layer) 또는 삼중층(Tri-layer) 구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2실시 예에 따른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갖는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이 p형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적용된 수직 구조 (Vertical Structure)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나타내 보인 단

면도이다.

도 4(가)을 참조하면,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는 전도성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410), 질화물계 버퍼층(Nitride-

based Buffer Layer)(420),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30), 질화물계 활성층(440),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50), 나노구조

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460)이 순차적으로 적층

된 구조로 되어 있다. 참조부호 470은 p형 전극패드이고, 480은 n형 전극패드이다.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460)은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50) 상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희토류 금속(RM)

이 적어도 하나 이상 도핑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Nano-structured Transparent Conducting Zinc Oxide)의 나노구

조체(460)를 적층하여 형성시킨다.

상기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Doping)되는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은 Er, Sm, Ce,

Pr, Pm, Eu, Gd, Tb, Dy, Ho, Tm, Yb, Lu, Th, Pa, U, Np, Pu, Am, Bk, Cf, Es, Fm, Md, No, Lr, Cm 로 한정한다.

상기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의 나노구조에 도핑되는 희토류 금속 성분의 양은 20 웨이트 퍼센트 (20 wt. %) 이하

로 한정한다.

상기한 나노기둥(Nano-columnar), 나노라드(Nano-rod), 또는 나노와이어(Nano-wire)와 같은 1차원 형상의 나노구조

를 갖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은 어떠한 다른 성분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만, 바람직하게는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투명 전도성인 아연산화물(ZnO)의 전자농도(Electron Concentration), 에너지 밴

드갭(Energy Bandgap), 광 굴절지수(Refractive Index)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금속들로 구성된 금속 및 산

화물들; 알루미늄(Al), 크롬(Cr), 모리브테니움(Mo), 실리콘(Si), 저메니움(Ge), 인듐(In), 리튬(Li), 갈륨(Ga), 마그네슘

(Mg), 아연(Zn), 베릴륨(Be), 몰리브덴(Mo), 바나듐(V), 구리(Cu), 이리듐(Ir), 로듐(Rh), 루세늄(Ru), 텅스텐(W), 코발트

(Co), 니켈(Ni), 망간(Mn), 티타니움(Ti), 탄탈륨(Ta), 캐드뮴(Cd), 란탄(La) 원소계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분을

첨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을 모체로 하여 첨가되는 상기한 원소들의 양은 웨이트 퍼센트(w.t. %)로

0.1 % 내지 49 %를 갖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한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은 10 나노미터 이상의 두께로 형성된다.

도 4(나)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460)은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50) 상부에 p형 질화물

계 클래드층과 오믹접촉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단층 또는 이중층으로 구성된 오믹삽입층(Ohmic Interlayer)을 접목하여

단층(Single Layer)(460a), 이중층(Bi-layer)(460a, 460b), 또는 삼중층(Tri-layer)(460a, 460b, 460c)으로 구성될 수

있다.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계로 형성된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460)은 단층(460a)의 경우,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460)과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50) 사이에 오믹삽입층(Ohmic Interlayer)이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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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계로 형성된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460)은 이중층(460a, 460b)의 경

우,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ZnO)(460b)을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50) 상부에 직접적으로 형성시키기 전에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의 오믹접촉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금속(Ni, Pd, Pt, Rh, Zn, In, Sn, Zn, Ag, Au), 산화물(ITO,

SnO2, ZnO, In2O3, Ga2O3, RhO2, NiO, CoO, PdO, PtO, CuAlO2, CuGaO2), 또 질화물(TiN, TaN, SiNx) 중 한 성분을

선택하여 오믹삽입층으로 상용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계로 형성된 나노구조를 이용하여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460)을 삼중층

(460a, 460b, 460c)으로 제작하는 경우,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460c)을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50) 상부

에 직접적으로 형성시키기 전에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과 오믹접촉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금속(Ni, Pd, Pt, Rh, Zn, In, Sn,

Zn, Ag, Au), 산화물(ITO, SnO2, ZnO, In2O3, RhO2, NiO, CoO, PdO, PtO, CuAlO2, CuGaO2), 또 질화물(TiN, TaN,

SiNx) 중 이미 널리 공지된 두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이중 오믹삽입층(460a, 460b)을 직접 질화물계 클래드층(450) 상부

에 형성하고 그 상부에 나노구조의 투명 아연산화물을 증착하여 삼중층의 나노구조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을 형성한다.

또한 이중층 및 삼중층 구조를 갖는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p형 오믹컨택트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믹접촉 특성을 향상시키

고자 도입한 오믹삽입층을 적층하고,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을 그들 상부에 증착하기 전에 800도 이하의 온

도와 다양한 산소(O2), 질소(N2), 아르곤(Ar), 수소(H2), 공기, 진공 등의 개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을 완전히 다기능성 오믹컨택트(460)의 최상층부에 증착 한 후,

800도 이하의 온도와 다양한 산소(O2), 질소(N2), 아르곤(Ar), 수소(H2), 공기, 진공 등의 개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기판(410)으로부터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50)까지가 발광 구조체에 해당하고,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50) 상

부에 적층된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460)이 p형 오믹전극 구조체에 해당한다.

기판(410)은 전도성 실리콘 카바이드(SiC) 기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화물계 버퍼층(420)은 생략될 수 있다.

버퍼층(420)으로부터 p형 클래드층(450)까지의 각 층은 Ⅲ족 질화물계 화합물의 일반식인 AlxInyGazN(x, y, z : 정수)로

표현되는 화합물 중 선택된 어느 화합물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고, n형 클래드층(430) 및 p형 클래드층(450)은 해당 도

펀트가 첨가된다.

또한 질화물계 활성층(440)은 단층 또는 MQW층 등 공지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 예로서 질화갈륨(GaN)계 화합물을 적용하는 경우, 질화물계 버퍼층(420)은 GaN으로 형성되고, n형 질화물계 클래드

층(430)은 GaN에 n형 도펀트로서 Si, Ge, Se, Te등이 첨가되어 형성되고, 질화물계 활성층은 InGaN/GaN MQW 또는

AlGaN/GaN MQW로 형성되며,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50)은 GaN에 n형 도펀트로서 Mg, Zn, Ca, Sr, Ba 등이 첨가되

어 형성된다.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430) 하부에 존재하는 전도성 기판과 기판 하부층에 직접접으로 두껍게 증착된 반사성 금속박막층

이 n형 오믹 전극패드(480)로 사용되고, 상기한 n형 오믹 전극패드는 알루미늄(Al), 로듐(Rh), 또는 은(Ag) 등 빛반사성이

우수한 금속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층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p형 전극패드(370)는 니켈(Ni)/금(Au) 또는 은(Ag)/금(Au)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층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상기한 각 층은 금속 유기 화학 증기 증착법(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을 비롯한 화학적 반응

을 통한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나 열 또는 이빔 증착법(Theral or E-beam Evaporation), 높은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빔을 이용한 증착법(Laser Deposition), 산소(O2), 질소(N2), 또는 아르곤(Ar) 등의 개스 이온을 사용한 스퍼

터링 증착 방법(Sputtering Deposition), 또는 2개 이상의 스퍼터 건(Sputtering Gun)을 이용한 코스퍼터링 증착 방법

(Co-sputtering Deposition) 등의 다양한 방법의 물리적 증착 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

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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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구조의 다기능성 멀티 오믹컨택트층(460)은 p형 전극구조체로서 p형 클래드층(450) 상부에 형성된 오믹삽입층이 없

는 단층(Single Layer), 또는 하나 또는 두층으로 구성된 오믹삽입층을 포함한 다음 나노구조의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과

결합하여 생성된 이중층(Bi-layer) 또는 삼중층(Tri-layer) 구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3실시 예에 따른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갖는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이 p형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적용된 수직 구조 (Vertical Structure)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나타내 보인 단

면도이다.

도 5(가)을 참조하면,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는 전도성 반도체 또는 금속 기판(510), 본딩층(Bonding Layer)

(520),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530), 질화물계 활성층(540),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550), 본딩층(520)과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530) 사이에 활성층에서 생성된 빛을 상부로 발광시키기 위해서 삽입된 고반사성 박막층(560), 나노구조의 다기

능성 오믹컨택트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570)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

로 되어 있다. 참조부호 , 580은 p형 전극패드이다.

제 3실시 예에서 제안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를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NMOCL)(570)을 비롯한 모

든 층을 형성하는 물질, 두께, 및 방법 등은 본 실시 예와 동일하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4실시 예에 따른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갖는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이 n형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적용된 수직 구조 (Vertical Structure)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나타내 보인 단

면도이다.

도 6(가)을 참조하면,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발광소자는 전도성 반도체 또는 금속 기판(610), 본딩층(Bonding Layer)

(620),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630), 질화물계 활성층(640), p형 질화물계 클래드층(650), 본딩층(520)과 n형 질화물계

클래드층(630) 사이에 활성층에서 생성된 빛을 상부로 발광시키기 위해서 삽입된 고반사성 박막층(660), 나노구조의 다기

능성 오믹컨택트층(Nano-structured Multifunctional Ohmic Contact Layer : NMOCL)(670)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

로 되어 있다. 참조부호 , 680은 n형 전극패드이다.

제4 실시 예에 제안한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나노구조의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NMOCL)(670)을 비롯

한 모든 층을 형성하는 물질, 두께, 및 방법 등은 본 실시 예와 동일하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을 이용하여 형광물질 없는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오믹컨택트층으로서 캐리어 공급 및 전류 퍼짐의 역할을 함으로 발광소자의 우수한 전류-

전압 특성을 나타내고, 질화물계 활성층에서 생성된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백색광 빛을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높은 빛 투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발광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 EQE)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의 실시 예에 적용되는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이 도핑

(Doping)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가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성장된(Grown) 모습을 보여주고,

도 2는 본 발명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의 실시 예에 적용되는 희토류 금속(Rare-earth Metal)이 도핑

(Doping)된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가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아연산화물 박막성장 후 에칭공정

(Etching Process)을 이용하여 제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도 3은 본 발명의 제 1실시 예에 적용되는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갖는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이 p형 질화

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적용된 메사 구조(MESA Structure)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나타내 보인

단면도이고,

등록특허 10-07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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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제 2실시 예에 따른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갖는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이 p형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적용된 수직 구조 (Vertical Structure)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나타내 보인 단

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제 3실시 예에 따른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갖는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이 p형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적용된 수직 구조 (Vertical Structure)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나타내 보인 단

면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제 4실시 예에 따른 투명 전도성 아연산화물의 나노구조를 갖는 다기능성 오믹컨택트층이 n형 질화물계

반도체 박막층 상부에 적용된 수직 구조 (Vertical Structure)의 탑에미트형 질화물계 백색광 발광소자를 나타내 보인 단

면도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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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750933

- 15 -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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