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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기판; 그리고, 기판 위에 성장되는 복수개의 질화물 반도체층들로서 제1 전극이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제1 질화
물 반도체층, 제2 전극이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제2 질화물 반도체층, 그리고 제1 질화물 반도체층과 제2 질화물 반도체층
사이에 개재되어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에 의해 빛을 생성하는 활성층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질화물 반도체층들;을 포함하
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활성층이 양자우물층과 장벽층이 교대로 적층된 구
조를 가지며, 양자우물층이 n개(n은 n≥2인 정수)로 구성되고, 활성층의 위로부터 i번째(i는 1≤i≤n인 정수) 양자우물층이
밴드갭 에너지(Ei)를 가지며,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의 아래에 접하도록 놓이는 장벽층에 도핑을 행하여,
k번째(k는 j+1부터 n까지의 정수) 양자우물층의 밴드갭 에너지(Ek)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k번째 양자우물층으로부터
발광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7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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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활성층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샘플 1-4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샘플 1-4번의 스펙트럼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샘플 5-6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샘플 5-6 및 비교 샘플 1-2의 스펙트럼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을 설명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활성층중 선택된 장벽층(들)에 도
핑을 행함으로써 홀 장벽을 형성하여 의도된 우물층(들)에서 주요 발광이 일어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는 Al(x)Ga(y)In(1-x-y)N (0≤x≤1, 0≤y≤1, 0≤x+y≤1)로 된 화합물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발광다이오드와 같은 발광소자를 의미하며, 추가적으로 SiC, SiN, SiCN, CN와 같은 다른 족(group)의 원소로
된 물질이나 이러한 물질로 된 반도체층이 포함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도 1은 종래의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발광소자는 기판(100), 기판(100) 위에 에피성장되는
버퍼층(200), 버퍼층(200) 위에 에피성장되는 n형 질화물 반도체층(300), n형 질화물 반도체층(300) 위에 에피성장되는
활성층(400), 활성층(400) 위에 에피성장되는 p형 질화물 반도체층(500), p형 질화물 반도체층(500) 위에 형성되는 p측
전극(600), p측 전극(600) 위에 형성되는 p측 본딩 패드(700), 적어도 p형 질화물 반도체층(500)과 활성층(400)이 메사
식각되어 노출된 n형 질화물 반도체층(301) 위에 형성되는 n측 전극(800)을 포함한다.
기판(100)은 동종기판으로 GaN계 기판이 이용되며, 이종기판으로 사피이어 기판, SiC 기판 또는 Si 기판 등이 이용되지
만, 질화물 반도체층이 성장될 수 있는 기판이라면 어떠한 형태이어도 좋다.
기판(100) 위에 에피성장되는 질화물 반도체층들은 주로 MOCVD(유기금속기상성장법)에 의해 성장된다.
버퍼층(200)은 이종기판(100)과 질화물 반도체 사이의 격자상수 및 열팽창계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특허
제5,122,845호에는 사파이어 기판 위에 380℃에서 800℃의 온도에서 100Å에서 500Å의 두께를 가지는 AlN 버퍼층을
성장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으며, 미국특허 제5,290,393호에는 사파이어 기판 위에 200℃에서 900℃의 온도에서
10Å에서 5000Å의 두께를 가지는 Al(x)Ga(1-x)N (0≤x<1) 버퍼층을 성장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고, 국제공개공보
WO/05/053042호에는 600℃에서 990℃의 온도에서 SiC 버퍼층(씨앗층)을 성장시킨 다음 그 위에 In(x)Ga(1-x)N
(0<x≤1) 층을 성장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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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형 질화물 반도체층(300)은 적어도 n측 전극(800)이 형성된 영역(n형 컨택층)이 불순물로 도핑되며, n형 컨택층은 바람
직하게는 GaN로 이루어지고, Si으로 도핑된다. 미국특허 제5,733,796호에는 Si과 다른 소스 물질의 혼합비를 조절함으로
써 원하는 도핑농도로 n형 컨택층을 도핑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활성층(400)은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을 통해 광자(빛)를 생성하는 층으로서, 주로 In(x)Ga(1-x)N (0<x≤1)로 이루어지
고, 하나의 양자우물층(single quantum well)이나 복수개의 양자우물층들(multi quantum wells)로 구성된다. 국제공개공
보 WO/02/021121호에는 복수개의 양자우물층들과 장벽층들의 일부에만 도핑을 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p형 질화물 반도체층(500)은 Mg과 같은 적절한 불순물을 이용해 도핑되며, 활성화(activation) 공정을 거쳐 p형 전도성을
가진다. 미국특허 제5,247,533호에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p형 질화물 반도체층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으며,
미국특허 제5,306,662호에는 40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annealing)함으로써 p형 질화물 반도체층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고, 국제공개공보 WO/05/022655호에는 p형 질화물 반도체층 성장의 질소전구체로서 암모니아와 하
이드라진계 소스 물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활성화 공정없이 p형 질화물 반도체층이 p형 전도성을 가지게 하는 기술이 개
시되어 있다.
p측 전극(600)은 p형 질화물 반도체층(500) 전체로 전류가 잘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구비되는 것이며, 미국특허 제
5,563,422호에는 p형 질화물 반도체층의 거의 전면에 걸쳐서 형성되며 p형 질화물 반도체층과 오믹접촉하고 Ni과 Au로
이루어진 투광성 전극에 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으며, 미국특허 제6,515,306호에는 p형 질화물 반도체층 위에 n형 초격
자층을 형성한 다음 그 위에 ITO(Indium Tin Oxide)로 이루어진 투광성 전극을 형성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한편, p측 전극(600)이 빛을 투과시키지 못하도록, 즉 빛을 기판 측으로 반사하도록 두꺼운 두께를 가지게 형성할 수 있는
데, 이러한 p측 전극(600)을 사용하는 발광소자를 플립칩(flip chip)이라 한다. 미국특허 제6,194,743호에는 20nm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Ag 층, Ag 층을 덮는 확산 방지층, 그리고 확산 방지층을 덮는 Au와 Al으로 이루어진 본딩 층을 포함하는
전극 구조에 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p측 본딩 패드(700)와 n측 전극(800)은 전류의 공급과 외부로의 와이어 본딩을 위한 것이며, 미국특허 제5,563,422호에
는 n측 전극(800)을 Ti과 Al으로 구성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으며, 미국특허 제5,652,434호에는 투광성 전극의 일부가 제
거되어 p측 본딩 패드가 p형 질화물 반도체층에 직접 접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발광소자는 활성층을 구성하는 양자우물층(들)에서 전자와 홀의 결합을 통해 전기 에너지가 광 에너지로 변환
됨으로써 발광을 하게 된다. 이 때 전자와 홀의 결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어나는지가 발광소자의 내부양자효율
(internal quantum efficiency)을 결정하게 된다.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경우에, 다른 화합물 반도체와 비교할 때, 홀의 이동도(Mobility;10-20)가 전자의 이동도
(Mobility: 200-500)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따라서 활성층에서의 홀의 이동도가 발광소자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초기 3족 질화물 발광소자의 제작에 있어서 p형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였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열처리 방법
또는 전자빔 조사 방법 등에 의해서 마그네슘(Mg)과 결합된 수소기(H)를 제거함으로써 p형 GaN가 구현이 되었고, 본원인
에 의해 하이드라진(Hydrazine)계 소스를 이용하여 수소기(H)를 제거함으로써 p형 GaN를 얻는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에 있어 p형 GaN를 얻는 것이 제시되었지만, 1018이상의 홀 농
도를 가지는 p형 GaN를 얻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홀의 이동도(Mobility)는 10-20으로 전자의 이동도(200-500)에 비해서 매우 낮다. 이동도와 전도도는 정비례 관계
에 있으므로 홀의 이동도가 낮다는 것은 홀에 의한 전기 전도도가 그 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족 질화물 반도
체 발광소자에 있어서 홀에 의한 전기 전도도가 낮아 p형 층에 의한 발광소자 저항률이 n형 층에 비해서 매우 크게 된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 특성중의 하나인 낮은 홀 이동도가 발광소자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으며, 이 현상을 이용할 시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발광특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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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발명은 활성층중 선택된 장벽층(들)에 도핑을 행함으로써, 특정 우물층(들)에서 발광이
억제되도록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활성층중 선택된 장벽층(들)에 도핑을 행함으로써 홀 장벽(층)을 형성하여 의도된 우물층(들)에서 주요 발
광이 일어나도록 하여 발광 특성을 개선한,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활성층에서 발광하는 우물층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응용에 사용
이 가능한,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를 위해, 본 발명은 기판; 그리고, 기판 위에 성장되는 복수개의 질화물 반도체층들로서 제1 전극이 전기적으로 접촉되
는 제1 질화물 반도체층, 제2 전극이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제2 질화물 반도체층, 그리고 제1 질화물 반도체층과 제2 질화
물 반도체층 사이에 개재되어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에 의해 빛을 생성하는 활성층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질화물 반도체층
들;을 포함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활성층이 양자우물층과 장벽층이 교대
로 적층된 구조를 가지며, 양자우물층이 n개(n은 n≥2인 정수)로 구성되고, 활성층의 위로부터 i번째(i는 1≤i≤n인 정수)
양자우물층이 밴드갭 에너지(Ei)를 가지며,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의 아래에 접하도록 놓이는 장벽층에
도핑을 행하여, k번째(k는 j+1부터 n까지의 정수) 양자우물층의 밴드갭 에너지(Ek)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k번째 양자우
물층으로부터 발광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
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기판; 그리고, 기판 위에 성장되는 복수개의 질화물 반도체층들로서 제1 전극이 접촉되는 제1 질화물 반도
체층, 제2 전극이 접촉되는 제2 질화물 반도체층, 그리고 제1 질화물 반도체층과 제2 질화물 반도체층 사이에 개재되어 전
자와 정공의 재결합에 의해 빛을 생성하는 활성층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질화물 반도체층들;을 포함하는 3족 질화물 반도
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활성층이 양자우물층과 장벽층이 교대로 적층된 구조를 가지며, 양자우
물층이 n개(n은 n≥2인 정수)로 구성되고, 활성층의 위로부터 i번째(i는 1≤i≤n인 정수) 양자우물층이 밴드갭 에너지(Ei)를
가지며,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의 아래에 접하도록 놓이는 장벽층에 도핑을 행하여, 1번째 양자우물층부
터 j번째 양자우물층으로부터의 발광이 발광소자의 발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
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장벽층의 도핑을 통해 발광하는 양자우물층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즉, 선택된 양자우물층(들)에서 발광의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선택된 양자우
물층(들)에 대해서만 조작을 가함으로써 발광소자의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또한 본발명은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과 1번째 양자우물층 사이의 간격이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과 n번째 양자우물층 사이의 간격보다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활성층의 중앙에 위치하는 주요 발광 영역을 활성층의 위쪽에 위치하는 양자우물층
(들)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다중양자우물층 구조의 활성층에 있어서 각 우물층의 역할 및 발광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 2에 나
타나 있는 것과 같이 다섯 개의 우물층을 가지는 활성층을 구성하였으며, 전도 대역(conduction band)과 가전자 대역
(valence band)의 밴드갭 에너지가 도시되어 있다. p형 GaN층 측으로부터(도 2에서 p-side) 시작하여 n측(도 2에서 nside)으로 우물층을 W로 장벽층을 B로 표시하였으며, 각각의 우물층(W:1,W:2,W:3,W:4,W:5)과 장벽층
(B:1,B:2,B:3,B:4,B:5,B:6)을 도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p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각 우물층들(W:1,W:2,W:3,W:4,W:5)의 특성을 분간하기 위해서 도 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샘플로 활성층의
우물층을 구성하였다. 우물층의 두께는 약 30A이며 장벽층의 두께는 약 100A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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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1의 경우 제 1번 우물층인 W:1의 밴드갭을 약 450nm로 하고 나머지 우물층들(W:2 ~ W:5)의 파장을 약 470nm로
구성하였다.
샘플 2의 경우 제 1번과 제 2번 우물층인 W:1, W:2의 밴드갭을 약 450nm로 하고 나머지 우물층들(W:3 ~ W:5)의 파장을
약 470nm로 구성하였다.
샘플 3의 경우 제 1번과 제 2번, 제 3번 우물층인 W:1, W:2, W:3의 밴드갭을 약 450nm로 하고 나머지 우물층들(W:4 ~
W:5)의 파장을 약 470nm로 구성하였다.
샘플 4의 경우 제 1번과 제 2번, 제 3번, 제 4번 우물층인 W:1, W:2, W:3, W:4의 밴드갭을 약 450nm로 하고 나머지 우물
층(W:5)의 파장을 약 470nm로 구성하였다.
샘플 1-4를 이용하여 도 1과 같이 일반적인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제작법에 따라 발광소자를 제작한 후 각 소자
에 20mA의 전류를 주입한 후 그 각 샘플에서 발광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도 4와 같이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샘플 set을 구
성한 이유는 p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파장이 다른 우물층을 형성하여 발광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함
이다. 파장에 따라서 우물층들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장이 가능한 근접하면서도 스펙트럼상에서 그 파장의 분리
관찰을 고려하여, 450nm와 470nm의 2가지 파장의 우물층을 이용하였다.
측정은 p측을 통하여 발광되는 빛의 파장을 스펙트로미터(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샘플 1.
도 3과 같이 샘플 1은 마지막 우물층이 450nm, 나머지는 470nm로 구성되어 있다. 소자를 제작하여 샘플 1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도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470nm의 파장만 측정이 되고 450nm의 파장의 빛은 매우 낮거나 측정이 되지 않았
다. 이는 마지막 우물층(W:1)에서의 발광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샘플 2.
도 3과 같이 샘플 2는 마지막 2개의 우물층이 450nm, 나머지는 470nm로 구성되어 있다. 소자를 제작하여 샘플 2의 스펙
트럼을 측정한 결과 도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470nm의 파장이 주 피크(main peak)로 측정되고, 450nm쪽에 쇼율더
(shoulder)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쇼율더(shoulder) 부분은 샘플 1과 비교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는 마지
막 2번째 우물층(W:2)이 발광에 기여하나 그 발광의 세기가 주 피크(main peak)와 비교하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샘플 3.
도 3과 같이 샘플 3은 마지막 3개의 우물층이 450nm, 나머지 2개의 우물층이 470nm로 구성되어 있다. 소자를 제작하여
샘플 3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도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450nm쪽에 주 피크(main peak)가 나오고 470nm 부분에서는
발광이 미약하게 일어남을 약한 쇼율더(shoulder)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샘플 4와 비교하면 약한 쇼율더(shoulder) 부
분을 확인할 수 있다.
샘플 4.
도 3과 같이 샘플 4는 마지막 4개의 우물층이 450nm, 나머지 1개의 우물층이 470nm로 구성되어 있다. 소자를 제작하여
샘플 4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도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450nm쪽에 주 피크(main peak)가 나오고 470nm 부분에서는
발광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W:5 우물층은 발광에 기여를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샘플 1에서 4번까지의 측정 결과를 분석하면 마지막에서 3번째 우물층(W:3)이 발광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으며 4
번째(W:4)와 5번째(W5)는 발광에 거의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홀의 매우 낮은 이동도를 들 수 있다. 홀의 이동도가
낮아 홀이 W:4, W:5에 다다르기 전에 전자와 주요 결합이 이루어짐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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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광부가 W:2 또는 W:1에서 일어나지 않고 W:3에서 일어나는 이유로는 n측으로부터 유입된 이동도는 홀에 비해서
매우 크지만 우물층과 장벽층 사이에 형성되는 전자 스파이커 장벽(electron spike barrier)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 진로
장애를 전자가 겪는 것이 그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활성층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우물층(W:1, W:2)은 발광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위 실험을 통해 활성층 중간에 약한 홀 장벽을 형성하면 질화물 반도체의 낮은 홀 이동도 특성 때문에 홀을 쉽게 특정 우물
층(들)에 갇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발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활성층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우물층(들)
에서 주요 발광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발광소자의 특성 개선 및 향후 질화물 발광소자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판단된다. 위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샘플 5와 샘플 6을 제작하였다.
샘플 5.
샘플 2에서 세번째 장벽층(B:3)에 실리콘 도핑을 실시하였다. 도핑 농도는 약 5*1017에서 1*1018으로 하였다. 도 5에 나
타나 있듯이 B:3을 홀 장벽층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샘플 6.
샘플 1에서 두번째 장벽층(B:2)에 실리콘 도핑을 실시하였다. 도핑 농도는 약 5*1017에서 1*1018으로 하였다. 도 5에 나
타나 있듯이 B:2를 홀 장벽층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실리콘 도핑을 통해 홀 장벽(층)을 형성하면 질화물 반도체의 홀 이동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쉽게 홀의 진로에 장벽을 형성
하여 활성층에서 주요 발광 우물층(들)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하에 샘플 5,6을 이용하여 발광소자를 제
작하였다. 발광소자의 모양 및 제조방법은 앞에서 실시한 샘플 1-4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도 6에 샘플들의 측정
된 스펙트럼이 나타나 있다.
샘플 5.
도 5와 같이 샘플 5는 마지막 두 우물층이 450nm, 나머지는 470nm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장벽층이 실리콘으로 도핑
되어 있다. 소자를 제작하여 샘플 5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도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450nm 파장만이 측정되고 470nm
파장의 빛은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 이는 샘플 2와 동일한 구조이나 단지 세번째 장벽층에 실리콘 도핑이 되어 있다는 점
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샘플 2는 470nm에서 주요 발광이 일어났으나 샘플 5는 450nm에서 주요 발광을 보이고 있
다. 이 결과는 앞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세 번째 장벽층이 실리콘 도핑으로 에너지 밴드 모양이 변하면서 홀 장벽이 형성되
었고, 홀의 이동도가 매우 낮아 홀이 쉽게 세번째 우물층에 갇혔기 때문이다. 두번째 우물층과 첫 번째 우물층은 450nm 파
장의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450nm에서 주요 발광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샘플 6.
샘플 5의 결과를 더욱 확실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샘플 6을 제작하였다.
도 5와 같이 샘플 6은 마지막 우물층이 450nm, 나머지는 470nm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장벽층이 실리콘으로 도핑되
어 있다. 소자를 제작하여 샘플 6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도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450nm 파장만이 측정되고 470nm
파장의 빛은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 이는 샘플 1과 동일한 구조이나 단지 두번째 장벽층에 실리콘 도핑이 되어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샘플 1은 470nm에서 주요 발광이 일어났으며 450nm에서는 발광을 보이지 않았으나 샘
플 6은 450nm에서 주요 발광을 보이고 오히려 470nm에서는 발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앞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두 번째 장벽층이 실리콘 도핑으로 에너지 밴드 모양이 변하면서 홀 장벽(층)이 형성되었고, 홀의 이동도가 매우 낮아 홀이
쉽게 첫번째 우물층에 갇혔기 때문이다. 첫번째 우물층은 450nm 파장의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450nm에서 주요
발광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샘플 5와 샘플 6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택된 장벽층(들)에 도핑을 하여 n형을 형성하면 이로 홀 장벽(층)을 형성할 수 있다. 질화물 반도체의 낮은 홀 이동도 때
문에 홀 장벽(층)으로 인하여 홀이 쉽게 홀 장벽(층)이 형성되어 있는 앞 우물층(들)에 갇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택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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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층(들)에서 주요 발광이 일어나게 된다. 샘플 5와 샘플 6의 결과로 위의 내용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향후 이 기술을
이용하여 선택된 우물층에서 주요 발광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발광특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물론 이 기술이 다양하게 응용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존에도 장벽층에 실리콘 도핑을 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나 장벽층에 실리콘 도핑을 하는 이유는 전자의 이동을 원활
히 하여 소자의 동작전압을 내리거나 아주 약한 도핑으로 박막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진은 본 발명을 통
해 최초로 n형 도핑으로 활성층의 선택적 발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하, 실시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실시예 1.
사파이어 또는 SiC 등의 기판(70)위에 성장의 씨앗으로 역할하는 버퍼층 내지는 씨앗(seed)층(71), n형 질화물 반도체층
(72), 질화물 반도체로 된 양자 우물층들 및 양자 장벽층들로 이루어진 활성층(73), p형 질화물 반도체층(74)을 차례로 적
층하여 발광소자를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서 각 층들은 다시 세부층들을 포함할 수 있다. 식각된 n형 질화물 반도체층(72)
위에 n측 전극(18)이 형성되고, p형 질화물 반도체층(74) 위에 p측 전극(17) 및 p측 본딩 패드(15)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
의 위에 보호막(16)이 형성되어 있다. SiC 기판이 사용되는 경우 n측 전극(18)은 기판(70)의 아래에 형성될 수 있다.
활성층은 p형 질화물 반도체층(74)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벽층(B:1), 우물층(W:1)이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으며 우물층은
W:1부터 시작하여 n번째 우물층 W:n까지 번호가 부여되며, 장벽층은 B:1부터 시작하여 m번째 장벽층 W:m까지 번호가
부여된다.
물론 장벽층은 필요에 따라서 2층 이상의 다중층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술한 B:i라는 것은 장벽층이 다중층으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다중층 전부를 의미한다.
p측으로부터 시작하여 1~j번째 우물층에서 적어도 70-80% 이상(이 수치는 정확한 계산에 의한 값이 아니며, 도 4 및 도
6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설정한 최소한의 추측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하여야 한다. 실제로 도 4 및 도 6의 경
우에 90% 이상의 빛이 선택된 양자우물층(들)에서 발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 주요 발광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면
(j+1)번째 장벽층(p측과 접하는 활성층이 장벽층일 경우) 또는 j번째 장벽층(p측과 접하는 활성층이 우물층일 경우)에
Si,C,Ge,Sn 등의 n형 도펀트로 도핑을 하면 홀 장벽(층)이 형성되고 질화물 반도체의 홀 이동도가 매우 낮으므로 발광부를
1~j번째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만일 j가 1일 경우 위의 방법을 사용하면 극단적으로 마지막 우물층에서만 발광소자의 전
체 발광의 적어도 70-80% 이상을 발광하는 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우물층의 두께는 5옹그스트롱에서 50옹그스트롱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장벽층은 30옹그스트롱에서 500옹그스트
롱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장벽층의 두께를 30옹그스트롱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너무 얇을 경우 장벽층이 이루어져도 홀이
쉽게 터널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홀이 쉽게 다음 우물층으로 이동하면서 의도한 대로 선택적 우물층(들)에서
주요 발광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장벽층이 500A이상으로 되면, 박막의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
도핑농도는 5*1016에서 9*1019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5*1016이하일 경우 홀 장벽(층)을 형성하기가 어려우며,
9*1019이상이 되면 장벽층의 박막의 품질이 나빠지면서 소자의 성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 p측으로부터 시작하여 1~j번째 우물층에서 적어도 70-80% 이상의 주요 발광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면
(j+1)번째 장벽층(p측과 접하는 활성층이 장벽층일 경우) 또는 j번째 장벽층(p측과 접하는 활성층이 우물층일 경우)으로
부터 시작하여 f번째(j<f≤m, m은 총장벽층의 개수) 장벽층까지 Si, C, Ge, Sn 등의 n형 도펀트로 도핑을 하여 홀 장벽(층)
을 형성하는 방법. 이 경우 f번째 장벽층까지의 도핑으로 전자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전자의 이동이 원활해져 보다 더 선택
된 우물층(들)에서의 발광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실시예 3.
실시예 1에서 p측으로부터 시작하여 1~j번째 우물층에서 적어도 70-80% 이상의 주요 발광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면
(j+1)번째 장벽층(p측과 접하는 활성층이 장벽층일 경우) 또는 j번째 장벽층(p측과 접하는 활성층이 우물층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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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도핑을 하고 이로부터 f번째(j<f≤m, m은 총장벽층의 개수) 장벽층까지 어느 한 층이상의 장벽층에 Si, C, Ge, Sn
등의 n형 도펀트로 도핑을 하여 홀 장벽(층)을 형성하는 방법. 이 경우도 도핑된 장벽층의 전자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전자
의 이동이 원활해져 보다 더 선택된 우물층(들)에서의 발광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실시예 4.
실시예 1-3에서 도핑되는 장벽층의 두께가 30옹그스트롱 이상일 경우 도핑되는 장벽층에 있어서 30옹그스트롱 이상으로
부분적으로 도핑을 하는 방법. 예를 들어, 장벽층의 두께가 100옹그스트롱일 경우 특정 장벽층에 도핑을 할 경우 장벽층에
부분적으로 30옹그스트롱 이상 100옹그스트롱 이하로 도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때 부분적이라 함은 장벽층 내에서
도핑되는 위치가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분적으로 30옹그스트롱 이상이라는 말은 장벽층 내에서 부분적으로 도
핑된 두께의 합이 30옹그스트롱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실시예 5.
실시예 1-4에 있어서 장벽층이 조성이 다른 Al(x)Ga(y)In(1-x-y)N (0≤x≤1, 0≤y≤1, 0≤x+y≤1)로 된 다중층으로 구
성이 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활성층중 선택된 장벽층(들)에 도핑을 행함으로써, 특정 우물층(들)에서 발광이 억제되도록 하고, 홀 장
벽을 형성하여 의도된 우물층(들)에서 주요 발광이 일어나도록 하여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발광특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활성층에서 발광하는 우물층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질화물 발광
소자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바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그리고, 기판 위에 성장되는 복수개의 질화물 반도체층들로서 제1 전극이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제1 질화물 반도체
층, 제2 전극이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제2 질화물 반도체층, 그리고 제1 질화물 반도체층과 제2 질화물 반도체층 사이에 개
재되어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에 의해 빛을 생성하는 활성층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질화물 반도체층들;을 포함하는 3족 질
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활성층이 양자우물층과 장벽층이 교대로 적층된 구조를 가지며, 양자우물층이 n개(n은 n≥2인 정수)로 구성되고, 활성층
의 위로부터 i번째(i는 1≤i≤n인 정수) 양자우물층이 밴드갭 에너지(Ei)를 가지며,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의 아래에 접하도록 놓이는 장벽층에 도핑을 행하여, k번째(k는 j+1부터 n까지의
정수) 양자우물층의 밴드갭 에너지(Ek)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k번째 양자우물층으로부터 발광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의 아래에 접하도록 놓이는 장벽층에 도핑을 행하여, 홀 장벽층
을 형성함으로써, k번째(k는 j+1부터 n까지의 정수) 양자우물층의 밴드갭 에너지(Ek)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k번째 양자
우물층으로부터 발광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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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의 아래에 접하도록 놓이는 장벽층에 행해지는 도핑은 n형 도핑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의 아래에 접하도록 놓이는 장벽층에 도핑을 행하는 것에 더하
여, 이 도핑된 장벽층 아래에 놓이는 적어도 하나의 장벽층에 도핑을 행함으로써 k번째(k는 j+1부터 n까지의 정수) 양자우
물층의 밴드갭 에너지(Ek)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k번째 양자우물층으로부터 발광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j번째(j는 1≤j≤n-1인 정수) 양자우물층과 1번째 양자우물층 사이의 간격은 j번째(j는 1≤j≤n-1인 정
수) 양자우물층과 n번째 양자우물층 사이의 간격보다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
층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양자우물층이 5A이상 50A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
성층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장벽층이 30A이상 500A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
층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도핑되는 장벽층은 5*1016이상 9*1019이하의 도핑농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
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n형 도펀트는 Si, C, Ge, Sn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
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장벽층은 부분적으로 도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족 질화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활성층을 제어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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