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L 33/00 (2006.01)

     H01L 21/205 (2006.01)

     C30B 29/3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4월30일

10-0712753

2007년04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5-0019605 (65) 공개번호 10-2006-0098977

(22) 출원일자 2005년03월09일 (43) 공개일자 2006년09월19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3월09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실트론

경북 구미시 임수동 274번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72) 발명자 김용진

경북 구미시 임수동 283번지

안성진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이규철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이동건

경북 구미시 임수동 283번지 주식회사 실트론 기술연구소 신제품개발팀

(74) 대리인 남진우

고길수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4241198 A *

JP15007627 A

JP15324069 A *

JP14170991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김동엽

전체 청구항 수 : 총 27 항

(54)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등록특허 10-0712753

- 1 -



본 발명은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기판에 구형의 볼을 코팅하고, 구형의 볼이 코팅

된 기판에 선택적으로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ELO(Epitaxial

Lateral Overgrowth)법에 비하여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의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키는 공정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기 기판 상에 배열된 다수의 구형의 볼; 및

상기 구형의 볼 사이와 상기 구형의 볼 상부에 형성되고 자외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화합물 반도

체 박막을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결정학적 차이를 완화시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결정결

함 밀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사이에 형성된 버퍼층을 더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결정학적 차이를 완화시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결정결

함 밀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사이에 형성된 버퍼층;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배열된 다수의 구형의 볼; 및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배열된 구형의 볼 사이와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배열된 구형의 볼 상부에 형성되고

자외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결정학적 차이를 완화시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결정결

함 밀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사이에 형성된 버퍼층을 더 포함하며,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제1 및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상기 버퍼층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형성된 상기 구형의 볼 사이와 상기 구

형의 볼 상부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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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적층되고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는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적어도 1층

의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2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층은 GaN, AlN, AlGaN 또는 이들의 조합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층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결정 구조가 동일하고, 격자 상수 차이가 20％ 이내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형의 볼은 산화실리콘(SiO2) 볼, 사파이어(Al2O3) 볼, 산화타이타늄(TiO2) 볼, 산화지르코늄

(ZrO2) 볼, Y2O3-ZrO2 볼, 산화구리(CuO, Cu2O) 볼, 탄탈륨(Ta2O5) 볼, PZT(Pb(Zr, Ti)O3) 볼, Nb2O5 볼, FeSO4 볼,

Fe3O4 볼, Fe2O3 볼, Na2SO4 볼, GeO2 볼, CdS 볼 또는 금속 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형의 볼 직경이 10㎚∼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GaN, AlN, InN 또는 이들의 조합(Ga1-xAl1-yIn1-zN, 0≤x, y, z≤1)으로 이

루어진 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Si, Ge, Mg, Zn, O, Se, Mn, Ti, Ni 및 Fe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이종물질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사파이어(Al2O3), GaAs, 스피넬, InP, SiC 또는 Si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청구항 13.

(a) 제1 구형의 볼을 만드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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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판 상에 상기 제1 구형의 볼을 코팅하는 단계;

(c) 상기 제1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 상에 버퍼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d) 상기 구형의 볼 사이에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

(e)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측면 방향으로 성장시켜 상기 제1 구형의 볼 위에서 서로 붙게 하는 단계; 및

(f)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목표하는 두께까지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 후에,

제2 구형의 볼을 만드는 단계;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상기 제2 구형의 볼을 코팅하는 단계;

상기 제2 구형의 볼이 코팅된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부와 상기 제2 구형의 볼 사이에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

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측면 방향으로 성장시켜 상기 제2 구형의 볼 위에서 서로 붙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화

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a) 기판 상에 버퍼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b) 상기 버퍼층 상에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

(c)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측면 방향으로 성장시켜 서로 붙게 하는 단계;

(d) 구형의 볼을 만드는 단계;

(e)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에 구형의 볼을 코팅하는 단계;

(f)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부와 상기 구형의 볼 사이에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

(g) 상기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측면 방향으로 성장시켜 상기 구형의 볼 위에서 서로 붙게 하는 단계; 및

(h) 상기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목표하는 두께까지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구형의 볼 지름은 10㎚∼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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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구형의 볼은 산화실리콘(SiO2) 볼, 사파이어(Al2O3) 볼, 산화타이

타늄(TiO2) 볼, 산화지르코늄(ZrO2) 볼, Y2O3-ZrO2 볼, 산화구리(CuO, Cu2O) 볼, 탄탈륨(Ta2O5) 볼, PZT(Pb(Zr, Ti)

O3) 볼, Nb2O5 볼, FeSO4 볼, Fe3O4 볼, Fe2O3 볼, Na2SO4 볼, GeO2 볼, CdS 볼 또는 금속 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구형의 볼을 만드는 단계는,

테트라에틸 오도실리케이트(tetraethyl orthosilicate; TEOS)를 무수 에탄올에 녹여 제1 용액을 만드는 단계;

암모니아 에탄올 용액과 디이오나이즈(deionized)물과 에탄올을 섞어 제2 용액을 만드는 단계;

상기 제1 용액과 상기 제2 용액을 섞은 후, 소정 온도에서 소정 시간 동안 교반하는 단계;

상기 교반하여 얻어진 용액을 원심분리를 통하여 구형의 볼을 분리하는 단계; 및

분리된 상기 구형의 볼을 에탄올 용액에 분산시켜 구형의 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층은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결정학적 차이

를 완화시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결정결함 밀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10∼200㎚의 두께로 형성하고, GaN,

AlN, AlGaN 또는 이들의 조합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3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층을 성장시키는 단계는,

반응기 내의 압력 및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단계;

개별적인 라인을 통해 반응전구체들을 소정의 흐름 속도로 상기 반응기 내로 주입하는 단계; 및

상기 반응기 내에서 상기 반응전구체들을 화학 반응시켜 목표하는 두께의 버퍼층을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기의 온도는 400∼1200℃로 유지하면서 상기 버퍼층을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

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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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트리메틸알루미늄(TMAl), 트리메틸갈륨(TMGa), 트리에틸갈륨(TEGa) 또는 GaCl3을 제1 반응전구체

로 사용하고, 암모늄(NH3), 질소 또는 터셔리뷰틸아민(Tertiarybutylamine(N(C4H9)H2)을 제2 반응전구체로 사용하여

GaN, AlN, AlGaN 또는 이들의 조합막으로 이루어진 버퍼층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구형의 볼 사이에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

계는,

반응기 내의 압력 및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단계;

개별적인 라인을 통해 반응전구체들을 소정의 흐름 속도로 상기 반응기 내로 주입하는 단계; 및

상기 반응기 내에서 상기 반응전구체들을 화학 반응시켜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

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기의 온도는 900∼1150℃로 유지하면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트리메틸알루미늄(TMAl), 트리메틸갈륨(TMGa), 트리에틸갈륨(TEGa) 또는 GaCl3을 제1 반응전구체

로 사용하고, 암모늄(NH3), 질소 또는 터셔리뷰틸아민(Tertiarybutylamine(N(C4H9)H2)을 제2 반응전구체로 사용하여

GaN, AlN, AlGaN 또는 이들의 조합막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Si, Ge, Mg, Zn, O, Se, Mn, Ti, Ni 및 Fe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이종물질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사파이어(Al2O3), GaAs, 스피넬, InP, SiC 또는 Si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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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에 성장된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구비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질화갈륨(GaN)은 청색 발광 소자 또는 고온 전자 소자의 응용에 적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GaN 단결정 기판을

제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데, GaN 고체를 가열하더라도 용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융액으로부터 결정성장시키는 통상

의 쵸크랄스키법 등으로는 결정을 만들 수 없다. 초고압을 인가하여 가열하면 GaN의 융액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양산 측면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파란색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발광소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질화물(GaN 계열) 박막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발

광소자의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 내부 양자 효율을 결정하는 고품질 질화물 반도

체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ELO(Epitaxial Lateral Overgrowth)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ELO 방법은 호모

에피택시(Homoepitaxy)에 의한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 자외선 레이저 다이오드, 고온/고출력 소자, HEMT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HBT(Hetero-junction Bipolar Transistor) 등의 고속소자 제조에 이용되고 있다.

ELO 방법은 기판과 GaN 결정 사이에 존재하는 격자상수 차이와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 발생을 스트라이프 형

태의 SiO2 마스크를 사용하여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즉, ELO 방법은 기판 상에 GaN 박막을 성장시킨 후, GaN 박막이 성

장된 기판을 반응기에서 꺼낸 다음 증착장비에 장입하여 GaN 박막 상에 SiO2 박막을 형성시키고, SiO2 박막이 증착된 기

판을 증착장비에서 꺼낸 후 사진식각 기법을 이용하여 SiO2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다시 반응기에 장입하여 GaN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ELO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은 복잡한 공정을 거치게 되고 공정 시간 또한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ELO 방법에 대한 문헌으로는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0-22212호 'GaN 단결정기판 및 그 제조방법'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4-0101179호 '질화갈륨성장용기판 및 질화갈륨성장용기판의 제조방법 및 질화

갈륨기판의 제조방법'은, ELO 마스크법과 결함종 마스크법을 병용해서 전위가 적은 GaN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공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1-0020287호 '나노다공성 실리카 박막의 향상된 제조공정'은 기판 상에 나노다공성 절

연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에 성장된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구비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기판에 구형의 볼을 코팅하고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에 선택적으로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킴으로서 공정이 간단하고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성장시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배열된 다수의 구형의 볼과, 상기 구형의 볼 사이와 상기 구형의 볼 상부에 형성되고 자

외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결정학적 차이를 완화시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결정결함 밀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사이에 형성된 버퍼층을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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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결정학적 차이를 완화시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결정결함 밀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사이에 형성된 버퍼층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배열된 다수의

구형의 볼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배열된 구형의 볼 사이와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배열된 구형의 볼 상

부에 형성되고 자외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결정학적 차이를 완화시켜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결정결함 밀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기 기판과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사이에 형성된 버퍼층을 더 포함하며,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제1

및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상기 버퍼층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형성된 상기 구형의 볼 사이와 상기 구형의 볼 상부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적층되고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는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적어도 1층의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a) 구형의 볼을 만드는 단계와, (b) 기판 상에 상기 구형의 볼을 코팅하는 단계와, (c) 상기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 상에 버퍼층을 성장시키는 단계와, (d) 상기 구형의 볼 사이에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와, (e)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측면 방향으로 성장시켜 상기 구형의 볼 위에서 서로 붙게 하는 단계 및 (f) 상기 화

합물 반도체 박막을 목표하는 두께까지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f) 단계 후에, 구형의 볼을 만드는 단계와,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구형의 볼을 코팅하는 단계와, 상기 구형의

볼이 코팅된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부와 상기 구형의 볼 사이에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 및 상

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측면 방향으로 성장시켜 상기 구형의 볼 위에서 서로 붙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a) 기판 상에 버퍼층을 성장시키는 단계와, (b) 상기 버퍼층 상에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와, (c)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측면 방향으로 성장시켜 서로 붙게 하는 단계와, (d) 구형의 볼을

만드는 단계와, (e)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에 구형의 볼을 코팅하는 단계와, (f) 상기 제1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부와

상기 구형의 볼 사이에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와, (g) 상기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측

면 방향으로 성장시켜 상기 구형의 볼 위에서 서로 붙게 하는 단계 및 (h) 상기 제2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목표하는 두께까

지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공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

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기술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의 설명에서 어떤 층이 다른 층의

위에 존재한다고 기술될 때, 이는 다른 층의 바로 위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제3의 층이 게재될 수도 있다. 또한, 도

면에서 각 층의 두께나 크기는 설명의 편의 및 명확성을 위하여 과장되었다. 도면상에서 동일 부호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에 선택 성장 공정을 이용하여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켜 형

성하는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제시한다. 도 1은 질화물 반도체 박막의 에너지 밴드갭과 격자 상수를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기판 상에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을 코팅한 모습을 보여주

는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실시예 1>

도 3 내지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구형의 볼(105)을 만들고, 만들어진 구형의 볼(105)을 기판(100) 상에 코팅한다. 구형의 볼은 산화

실리콘(SiO2) 볼, 사파이어(Al2O3) 볼, 산화타이타늄(TiO2) 볼, 산화지르코늄(ZrO2) 볼, Y2O3-ZrO2 볼, 산화구리(CuO,

Cu2O) 볼, 탄탈륨(Ta2O5) 볼, PZT(Pb(Zr, Ti)O3) 볼, Nb2O5 볼, FeSO4 볼, Fe3O4 볼, Fe2O3 볼, Na2SO4 볼, GeO2 볼,

CdS 볼 또는 금속 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산화실리콘(SiO2) 볼을 만드는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먼저 구형의 볼

(105)을 만들기 위하여 테트라에틸 오도실리케이트(tetraethyl orthosilicate; TEOS)를 무수 에탄올에 녹여 제1 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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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암모니아 에탄올 용액과 디이오나이즈(deionized)물과 에탄올을 섞어 제2 용액을 제조한다. 암모니아는 구형의

볼(105)을 만들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한다. 제1 용액과 제2 용액을 섞은 후, 소정 온도에서 소정 시간 동안 교반한다. 이렇

게 하여 얻어진 용액을 원심분리를 통하여 구형의 볼(105)을 분리한 후에 에탄올로 씻어주고, 에탄올 용액에 재분산시켜

구형의 볼(105)을 제조한다. 구형의 볼(105)은 제조 조건, 즉 성장 시간, 온도, 반응물질의 양에 따라 수 나노미터(㎚)∼수

십 마이크로(㎛)의 크기까지, 예컨대 10㎚∼2㎛ 크기로 다양하게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구형의 볼(105)을 딥코팅

(Dip Coating), 스핀 코팅(Spin Coating)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100) 위에 코팅한다. 도 2는 실리콘 기판 상에 구

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이 코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판(100)으로는 사파이어(Al2O3), GaAs, 스피넬, InP, SiC 또는 Si 등의 물질로된 기판을 사용할 수 있다. 사파이어 기판

은 고온 안정성이 높으나, 기판 크기가 작아 대면적 제조에 어려움이 있다. 실리콘 카바이드(SiC) 기판은 결정 구조가 질화

갈륨(GaN)과 동일하고 고온 안정성이 높고 격자 상수 및 열팽창 계수도 질화갈륨(GaN)과 유사하나, 가격이 비싸다는 단

점이 있다. 실리콘 기판은 질화갈륨(GaN)과의 격자 상수 차이가 17％ 정도이고 열평창 계수도 35％ 정도로 차이가 있다.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기판을 사용할 수 있고, 실리콘 기판을 사용할 경우 12인치 이상의 대면적에서도 제조가 가

능하므로 제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소자의 응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구형의 볼(105)이 코팅된 기판(100)을 MOCVD(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장치에

장입하여 버퍼층(110)을 성장시킨다. MOCVD 방법을 이용하여 버퍼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개별적인 라인을 통

해 반응전구체들을 소정의 흐름 속도로 반응기(reactor)(MOCVD 장치) 내로 주입하고, 반응기를 적절한 압력, 온도로 유

지하면서 상기 반응전구체들을 화학 반응시켜 목표하는 두께의 버퍼층(110)을 형성한다.

버퍼층(110)은 기판(100)과 후속 공정에서 형성될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결정학적 차이를 줄이고 이를 통해 결정결함

밀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성한다. 즉, 버퍼층(110)은 기판(100)과 후속 공정에서 형성될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미스

매치(mismatch)를 줄이고, 기판과 화합물 반도체 계면에서 발생되는 결함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버퍼층

(110)은 후속 공정에서 형성될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의 결정 특성이 유사하여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후속에 형성되는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 결정 구조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격자 상수가 동일 또는 유사하

거나, 열팽창 계수가 동일 또는 유사한 물질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후속에 형성될 화합물 반도체 박

막과 결정 구조가 동일하고 격자 상수 차이가 20％ 이내인 물질로 형성한다.

버퍼층(110)은 GaN막, AlN막, AlGaN막 또는 이들의 조합막 등으로 형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기 반응전구체는 트리메

틸알루미늄(TMAl), 트리메틸갈륨(TMGa), 트리에틸갈륨(TEGa) 또는 GaCl3 등일 수 있고, 질화물 소스 가스는 암모늄

(NH3), 질소 또는 터셔리뷰틸아민(Tertiarybutylamine(N(C4H9)H2)일 수 있다. GaN 버퍼층의 경우, 400∼800℃의 온도

영역에서 10∼40nm의 두께로 성장시킨다. AlN 또는 AlGaN 버퍼층의 경우, 400∼1200℃의 온도영역에서 10∼200nm의

두께로 성장시킨다. 버퍼층(110)은 사용하는 기판, 성장 장비(MOCVD 장치), 성장 조건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구형의 볼(105)이 코팅된 기판(100) 상에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을 성장시킨다. 화합물 반도체 박막

(115)은 버퍼층(110) 상부와 구형의 볼(105) 사이에서 성장되게 된다.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으로는, 자외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Ⅲ-Ⅴ족 화합물 반도체 또는 Ⅱ-Ⅵ

족 화합물 반도체 박막이 사용될 수 있다.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으로 질화물 반도체 계열을 사용할 경우, GaN, AlN,

InN 및 이들의 조합(예를 들면 Ga1-xAl1-yIn1-zN, 0≤x, y, z≤1)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질화갈륨(GaN)은 직접 천이형 광

대역 반도체(wide bandgap semiconductor)로서 밴드갭(band gap) 에너지가 3.4eV이고, 청색 발광 소자 또는 고온 전자

소자의 응용에 적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 증착시 인듐(In) 또는 알루미늄(Al)을 개별, 동시 또

는 순차적으로 주입하면서 박막 증착 공정을 수행하여 InN, AlN, InGaN, AlGaN, InGaAlN 등의 박막을 성장시킴으로써

소자의 밴드갭(Band Gap)을 1.9 내지 6.2 eV로 조절할 수 있다. GaN 박막은 3.4eV의 밴드갭을 가지며, AlN 박막은

6.2eV의 밴드갭을 가지며, InN 박막은 0.7eV의 밴드갭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 1 참조). 도 1은 질화물 반도체 박

막의 에너지 밴드갭(energy bandgap)과 격자 상수(lattice constant)를 보여주고 있다.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AlN은

6.2eV의 밴드갭을 가지므로 자외선(ultraviolet; UV) 영역의 빛을 방출하고, AlxGa1-xN(0〈x〈1)은 AlN보다 작은 밴드

갭을 갖지만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며, GaN은 AlxGa1-xN(0〈x〈1)보다 작은 3.4eV의 밴드갭을 가지며, InxGa1-xN

(0〈x〈1)은 GaN보다 작은 밴드갭을 가지고 가시광선(visible; V) 영역의 빛을 방출하며, InN은 InxGa1-xN(0〈x〈1)보

다 작은 0.7eV의 밴드갭을 가져 적외선(infrared; IR)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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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의 볼(105)이 코팅된 기판(100) 상에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을 증착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유기금속 화학증

착법(MOCVD), 분자빔 에피 박막 증착법(Molecular Beam Epitaxy; MBE) 또는 HVPE법(Hydride Vapor Phase

Epitaxy)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유기금속 화학증착법을 이용하여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먼저 구형의 볼(105)이 코팅된

기판(100)을 반응기 내로 장입하고, 반응전구체들을 운반기체를 이용하여 상기 반응기 내로 각각 주입한다. 이어서, 소정

범위의 온도와 소정 범위의 압력에서 상기 반응전구체들을 화학 반응시켜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을 성장시킨다.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이 질화물 계열의 박막일 경우, 상기 반응전구체로는 트리메틸알루미늄(TMAl), 트리메틸갈륨(TMGa)

, 트리에틸갈륨(TEGa) 또는 GaCl3을 사용할 수 있고, 질화물 소스 가스는 암모늄(NH3), 질소 또는 터셔리뷰틸아민

(Tertiarybutylamine(N(C4H9)H2)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반응기의 온도는 900∼1150℃이고, 압력은 10-

5∼2000mmHg일 수 있다.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은 구형의 볼(105)이 코팅된 기판(100) 상에서 클러스터(cluster) 또

는 섬(island)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기판(100)과 형성하려는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 간의 결합보다 형성하려는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 자체의 결합력이 강하면 작은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게 되고, 이 클러스터들이 기판(100)에 흡착

되어 섬(island)을 형성하게 된다. 클러스터 또는 섬 형태의 화합물 반도체 박막은 결국 서로 합쳐져서 연속적인 박막 형태

를 이룬다. 이때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의 두께는 품질의 요구수준 또는 사양에 따라 적절히 조절 가능하다.

MOCVD법에 의해 질화갈륨(GaN) 박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반응식 1

Ga(CH3)3＋NH3→ Ga(CH3)3·NH3

트리메틸갈륨(TMGa)과 암모늄(NH3)이 유입되어 Ga(CH3)3·NH3가 생성된다.

Ga(CH3)3·NH3는 기판 상에서 열분해되면서 GaN 박막이 형성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GaN막이 형성되게

된다.

반응식 2

Ga(CH3)3·NH3→GaN＋nCH4＋1/2(3-n)H2

도 6을 참조하면, 구형의 볼(105) 사이에서 성장된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을 측면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서로

붙은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을 형성한다. 즉, 기판(100)에 흡착되어 형성된 클러스터 또는 섬들은 계속 성장하여 이들이

합쳐지게 되고, 따라서 연속적인 박막 형태를 이루게 된다.

도 7을 참조하면, 구형의 볼(105) 위에 선택적 성장으로 서로 붙은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 위에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목

표하는 두께의 화합물 반도체 박막(125)을 형성한다. 화합물 반도체 박막(125)은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과 동일하거나

다른 물질일 수도 있다. 예컨대,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이 GaN 박막이고, 화합물 반도체 박막(125)은 AlGaN 박막일 수

있다. 물론 화합물 반도체 박막(125)은 화합물 반도체 박막(115)과 동일하거나 다른 물질로 적어도 1층 이상 형성할 수도

있다.

<실시예 2>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른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공정 단계를 적용하여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킨다. 즉, 구형의

볼(205)을 만들고, 만들어진 구형의 볼(205)을 기판(200) 상에 코팅한 다음, 버퍼층(210)을 성장시킨 후, 버퍼층(210) 상

부와 구형의 볼(205) 사이를 매립하면서 서로 붙은 화합물 반도체 박막(215)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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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반도체 박막(215)이 형성된 기판(200)을 반응기에서 꺼낸다. 이어서, 화합물 반도체 박막(215) 상에 수 ㎚∼수십

㎛ 크기의 구형의 볼(220)을 코팅한다. 다음에, 구형의 볼(220)이 코팅된 기판(200)을 다시 반응기에 장입한 후, 구형의

볼(220)이 코팅된 화합물 반도체 박막(215) 상에 화합물 반도체 박막(225)을 성장시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합물

반도체 장치를 제조한다.

<실시예 3>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 실시예에 따른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기판 상에 버퍼층 및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형성한다. 즉,

기판(300) 상에 버퍼층(310)을 성장시킨 다음, 버퍼층(310) 상에 화합물 반도체 박막(315)을 성장시킨다.

화합물 반도체 박막(315)이 형성된 기판(300)을 반응기에서 꺼낸다. 이어서, 화합물 반도체 박막(310) 상에 도 3을 참조

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수 ㎚∼수십 ㎛ 크기의 구형의 볼(320)을 코팅한 후, 구형의 볼(320)이 코팅된 화합물 반도체 박막

(315) 상에 다시 화합물 반도체 박막(325)을 성장시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합물 반도체 장치를 제조한다.

상술한 실시예들에서와 같이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에 선택적 성장법을 이용하여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키는 방

법은, 종래의 ELO법에 비하여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의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키는 공정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들에서 화합물 반도체 박막 증착시 목적하는 용도에 따라 Si, Ge, Mg, Zn, O, Se, Mn, Ti, Ni 및 Fe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다양한 이종물질을 주입하면서 박막 증착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이종물질이 첨가된

형태의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제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종물질은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또는 자기적 성

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종물질은 인시츄 도핑(in-situ doping), 익스

시츄 도핑(ex-situ doping) 또는 이온주입(implantation) 등을 통해 첨가할 수 있다. 인시츄 도핑은 박막을 성장시킬 때 추

가하고자 하는 이종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이고, 익스시츄 도핑은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킨 후 열처리나 플라즈마

(plasma) 처리로 이종물질을 화합물 반도체 박막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온주입은 추가하고자 하는 이종물질을 가속시켜

화합물 반도체 박막과 충돌시켜 박막 내에 이종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또한,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에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형성한 후, 이를 기초로, 즉 상기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기판으로

사용하여 HVPE(Hydride Vapor Phase Epitaxy)법을 이용하여 두꺼운 화합물 반도체층을 증착할 수도 있다. HVPE법은

기상 성장 방식의 일종으로서 기판 위에 가스들을 흘려줌으로써 가스들의 반응에 의하여 결정이 성장되는 방식이다. 이렇

게 HVPE법에 의하여 두꺼운 화합물 반도체층이 형성되면, 기판으로 사용한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잘라내거나 화합물 반

도체층을 제외한 영역을 연마(polishing 또는 grinding)하여 제거하고, 기판 위에 성장된 균일하고 고품질의 화합물 반도

체층 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HVPE(Hydride Vapor Phase Epitaxy)법을 이용한 화합물 반도체 박막 상에 화합물 반도체층, 더욱 구체적으로는 GaN

후막 형성방법을 설명하면, 반응기 안에 Ga 금속을 수납한 용기를 배치해 두고, 상기 용기 주위에 설치한 히터(Heater)로

가열하여 Ga 융액을 만든다. Ga 융액과 HCl을 반응시켜 GaCl 가스를 만든다.

이를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반응식 1]

Ga(l)+HCl(g)→GaCl(g)+1/2H2(g)

GaCl 가스와 암모늄(NH3)을 반응시키면 GaN막이 형성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GaN막이 형성되게 된다.

[반응식 2]

GaCl(g)+NH3→GaN+HCl(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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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되지 않은 기체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배기되게 된다.

[반응식 3]

HCl(g)+NH3→NH4Cl(g)

HVPE(Hydride Vapor Phase Epitaxy)법은 100㎛/hr 정도의 빠른 성장률로 후막 성장이 가능하고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

다.

<실험예 1>

구형의 볼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0.17몰(7.747㎖)의 테트라에틸 오도실리케이트(tetraethyl orthosilicate; TEOS)를 무수

에탄올(12.253㎖)에 녹여 제1 용액을 만든다. 2.0몰의 암모니아 에탄올 용액 100㎖와 7.5몰의 디이오나이즈(deionized)

물(27㎖)과 에탄올(53㎖)을 섞어 제2 용액을 제조한다. 제1 용액과 제2 용액을 섞은 후(총부피는 200㎖), 약 30℃에서 5

시간 동안 교반한 후, 얻어진 용액을 12000rpm에서 원심분리을 통하여 구형의 볼을 분리한 후에 에탄올로 씻어준 후 에탄

올 용액에 재분산시켜 구형의 볼을 제조하였다. 이때 얻어진 구형의 볼의 평균 지름은 도 2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과 같이

0.5㎛(500㎚)이다. 구형의 볼의 크기는 제조 조건, 즉 성장시간, 온도, 반응물질의 양에 따라 10㎚∼2㎛까지 다양하게 제

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0.5㎛ 크기의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을 딥코터(Dip Coater), 스핀 코터(Spin Coater)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실리콘(Si) 기판(예컨대, (111)면으로 슬라이싱(slicing)된 실리콘 기판) 위에 코팅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코팅

방법의 예를 설명하면, 에탄올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실리콘(SiO2) 볼을 스포이드로 기판에 떨어뜨린 다음, 스핀 코터

(spin coater)를 이용하여 1000∼3500rpm으로 5∼20초 동안 코팅하였다. 위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코팅하면 산화실

리콘(SiO2) 볼이 기판을 덮는 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을 기판에 코팅한 후, MOCVD 장치에 장입하고 1150℃에서 10분 동안 두께가 100㎚인 AlN

버퍼층을 성장시켰다. 더욱 구체적으로 AlN 버퍼층 형성방법을 설명하면, 먼저 개별적인 라인을 통해 트리메틸알루미늄

(TMAl) 및 암모늄(NH3) 기체를 각각 30sccm 및 1500sccm 범위의 흐름 속도로 반응기 내로 주입한다. 이때, 운반 기체

로 수소를 사용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은 100torr로, 반응기의 온도는 1150℃로 유지하면서 상기 반응전구체들(TMAl,

NH3)을 10분 동안 화학 반응시켜 두께가 약 70∼100㎚의 AlN 버퍼층을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 상부와

500㎚ 크기의 산화실리콘(SiO2) 볼 사이에 성장시켰다.

AlN 버퍼층을 형성한 후, 기판의 온도를 1060℃로 하강시켜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 사이와 산화실리콘(SiO2) 볼 상

부에 GaN 박막을 성장시켰다(도 10a 내지 도 10d 참조). 더욱 구체적으로 GaN 박막 형성방법을 설명하면, 먼저 개별적인

라인을 통해 트리메틸갈륨(TMGa) 및 암모늄(NH3) 기체를 각각 4.2sccm 및 1500sccm의 흐름 속도로 반응기 내로 주입

하였고, 이때 운반 기체로 수소를 사용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은 100torr로, 반응기의 온도는 1060℃로 유지하면서 상기

반응전구체들(TMGa, NH3)을 반응시켜 도 5에 나타난 바과 같이 GaN 박막을 성장시켰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설명

한 바와 같이 계속된 선택적 성장으로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 사이에서 자라난 GaN 결정이 측면 방향으로 성장하여

붙게 되고(GaN 박막을 40분 이상 성장), 균일한 GaN 박막이 성장된다. 이때 GaN 박막의 성장 속도는 약 1㎛/hour 이다.

도 10a 내지 10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이 코팅된 실리콘 기판에 성장시킨 질

화물 반도체 박막의 성장 단계에 따른 주사전자현미경 사진들이다. 도 10a는 약 30분 동안 GaN 박막을 성장시킨 경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고, 도 10b는 50분 동안 GaN 박막을 성장시킨 경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며, 도 10c는 60분 동

안 GaN 박막을 성장시킨 경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고, 도 10d는 60분 이상 GaN 박막을 성장시켜 GaN 박막이 산화

실리콘(SiO2) 볼을 완전히 덮은 경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실험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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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예 1에서와 동일하게 실리콘 기판 상에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을 코팅한 후, AlN/AlGaN으로 이루어진 버퍼층을

형성하였다. AlN 버퍼층은, 개별적인 라인을 통해 트리메틸알루미늄(TMAl) 및 암모늄(NH3) 기체를 각각 30sccm 및

1500sccm 범위의 흐름 속도로 수소 운반기체를 사용하여 반응기 내로 주입하고, 반응기의 압력은 100torr로, 반응기의

온도는 1150℃로 유지하면서 상기 반응전구체들(TMAl, NH3)을 10분 동안 화학 반응시켜 AlN 버퍼층을 성장시켰고,

AlGaN 버퍼층은 개별적인 라인을 통해 트리메틸알루미늄(TMAl), 트리메틸 갈륨(TMGa) 및 암모늄(NH3) 기체를 각각

10sccm, 4.2sccm 및 1500sccm 범위의 흐름 속도로 수소 운반기체를 사용하여 반응기 내로 주입하고, 반응기의 압력은

100torr로, 반응기의 온도는 1100℃로 유지하면서 상기 반응전구체들(TMAl, TMGa, NH3)을 10분 동안 화학 반응시켜

AlGaN 버퍼층을 성장시켰다.

AlN/AlGaN 버퍼층이 형성한 후, 실험예 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GaN 박막을 60분 동안 성장시켰다. 이어서, GaN 박막

상에 개별적인 라인을 통해 트리메틸알루미늄(TMAl), 트리메틸 갈륨(TMGa) 및 암모늄(NH3) 기체를 각각 10sccm,

4.2sccm 및 1500sccm 범위의 흐름 속도로 수소 운반기체를 사용하여 반응기 내로 주입하고, 반응기의 압력은 100torr

로, 반응기의 온도는 1100℃로 유지하면서 상기 반응전구체들(TMAl, TMGa, NH3)을 10분 동안 화학 반응시켜 AlGaN

박막을 성장시켰다.

도 11a 및 도 11b는 GaN 박막의 결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θ 스캔(XRD Rocking Curve)을 한 그래프들이다. 엑

스레이 회절(X-ray Diffraction; 이하 'XRD'라 함)은 회절 피크(peak)를 통한 박막의 결정학적 구조 분석에 사용되는 것으

로, 락킹 커브(Rocking Curve) 측정을 통해 결정성 분석을 할 수 있다. 도 11a는 산화실리콘(SiO2) 볼을 코팅하지 않고 실

리콘 기판 상에 GaN 박막을 성장시킨 경우의 XRD 락킹 커브이고, 도 11b는 앞서 기술한 실험예 1에 따라 약 500㎚ 크기

의 산화실리콘(SiO2) 볼을 실리콘 기판에 코팅시킨 다음 90분 동안 GaN 박막을 성장시킨 경우의 XRD 락킹 커브이다.

도 11a 및 도 11b를 참조하면,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이 코팅되지 않은 실리콘 기판에 성장된 GaN 박막의 XRD 락킹

커브의 반가폭(Full Width Half Maximum: FWHM)은 0.33°로 나타났고,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이 코팅된 실리콘

기판에 선택적 성장방법에 의해 제조된 GaN 박막의 XRD 락킹 커브의 반가폭(FWHM)은 0.18°로 나타났다. 산화실리콘

(SiO2) 볼이 코팅된 실리콘 기판에 선택적 성장방법에 의해 제조된 GaN 박막의 품질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도 12a 및 도 12b는 GaN 박막의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저온(10K) 측광(Photoluminescence; 이하 'PL'이라 함)

측정을 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다. PL 측정은 He-Cd 레이저의 325㎚ 파장을 광원으로 사용하여 측정하며, 밴드

갭 내에서의 전자(electron)와 홀(hole)의 재결합을 통해 물질의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게 된다. 도 12a에서, (a)는 앞서 기

술한 실험예 1에 따라 약 500㎚ 크기의 산화실리콘(SiO2) 볼을 실리콘 기판에 코팅시킨 다음 60분 동안 GaN 박막을 성장

시킨 경우의 PL 피크(peak)를 나타내며, (b)는 산화실리콘(SiO2) 볼을 코팅하지 않은 실리콘 기판에 60분 동안 GaN 박막

을 성장시킨 경우의 PL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도 12b에서, (a)는 앞서 기술한 실험예 2에 따라 약 500㎚ 크기의 산화실리

콘(SiO2) 볼을 실리콘 기판에 코팅시킨 다음 GaN 박막을 성장시키고 GaN 박막 상에 AlGaN 박막을 성장시킨 경우의 PL

피크(peak)를 나타내며, (b)는 산화실리콘(SiO2) 볼을 코팅하지 않은 실리콘 기판에 60분 동안 GaN 박막을 성장시킨 경우

의 PL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도 12a를 참조하면, 저온(10K) 측광(Photoluminescence; 이하 'PL'이라 함) 측정에서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을 코

팅시켜 선택적 성장방법에서 성장시킨 GaN 박막의 PL 피크(peak) 강도가 산화실리콘(SiO2) 볼이 코팅하지 않은 실리콘

기판에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GaN 박막을 성장시킨 경우에 비해 약 2배 이상 강한 값을 얻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에 선택적 성장방법에 의해 성장된 화합물 반도체 박막의 품질

이 대단히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도 12a 및 도 12b 참조).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

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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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구형의 볼이 코팅된 기판에 선택적 성장법을 이용하여 GaN

박막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구형의 볼을 기판에 코팅시킨 다음, MOCVD 장치에 장입하고 버퍼층을 성장시킨 다음 화합물

반도체 박막을 선택적으로 구형의 볼 사이에서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종래의 ELO법에 비하여 우수한 품질의 GaN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으면서도 GaN 박막 성장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질화물 반도체 박막의 에너지 밴드갭과 격자 상수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기판 상에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을 코팅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

경 사진이다.

도 3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화합물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들

이다.

도 10a 내지 10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형의 산화실리콘(SiO2) 볼이 코팅된 기판에 성장시킨 질화물 반

도체 박막의 성장 단계에 따른 주사전자현미경 사진들이다.

도 11a 및 도 11b는 GaN 박막의 결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θ 스캔(XRD Rocking Curve)을 한 그래프들이다.

도 12a 및 도 12b는 GaN 박막의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저온(10K) 측광(Photoluminescence) 측정을 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300: 기판 105, 205, 220, 320: 구형의 볼

110, 210, 310: 버퍼층

115, 125, 215, 225, 315, 325: 화합물 반도체 박막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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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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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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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a

도면10b

도면10c

등록특허 10-0712753

- 17 -



도면10d

도면11a

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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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도면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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