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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는 프레넬(Fresnel) 굴절 손실 및 전체적인 반사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발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 전극 구조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를 구성하는 옥사이드층을 개시

한다. 게다가, 추가로 포함된 금속 반사층을 통해 선택적인 입사각없이 반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사각의 범위가 증

가되며 또한 발광층으로부터 발산된 광을 효과적으로 반사시킬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의 구조는 또한 열 제거 및 정전

기 방전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컴포넌트의 구동 수명을 늘리고 높은 전류 구동하에서의 이용에 적용가능하다. 또한, 본

고안의 수직 전극 구조는 칩의 제조 면적을 줄일 수 있으며 종래의 배선 본딩 공정의 후속 스테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

대표도

도 4

색인어

발광 다이오드, 굴절 손실, 발광 효율, 수직 전극 구조, 정전기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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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a 내지 도 2c는 수직 전극을 가진 종래의 발광 다이오드 구조를 도시한 도면들.

도 3a 내지 도 3f는 수직 전극을 가진 본 고안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공정에 관한 도면들.

도 4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직 전극을 가진 GaN계 발광 다이오드를 도시한 도면.

도 5a 및 도 5b는 본 고안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직 전극을 가진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공정에 관한 도

면들.

도 6a 내지 도 6c는 본 고안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직 전극을 가진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공정에 관한 

도면들.

도 7a 내지 도 7c는 본 고안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직 전극을 가진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공정에 관한 

도면들.

도 8은 본 고안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직 전극을 가진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구조에 관한 도면.

도 9은 본 고안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직 전극을 가진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구조에 관한 도면.

도 10은 본 고안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직 전극을 가진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구조에 관한 도면.

도 11a 및 도 11b는 본 고안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수직 전극을 가진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공정에 관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0 : 사파이어 기판

310 : 저온 GaN 버퍼층

320 :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

330 : AlInGaN 발광층

340 :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

350 :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

360 : 금속 반사층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일종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에 관한 것이다. GaN계 발광 다이오드는 특히 프레넬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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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및 전체적인 반사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외부 발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 전극 구조

를 갖는 일종의 다이오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연구하는 어플리케이션 목적은 풀-컬러(full-color) 디스플레이, 교통신호등 및 발광성

소스(luminesecent source)를 제조하는 것이다. 요즈음, 아직까지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발광 다이오드는 

레드, 그린, 오렌지 및 옐로우 광을 포함하는 다양한 광을 갖는다. 그러나, 블루 및 그린 발광 다이오드에 관련하여, 실

제적인 정도의 높은 효율과 높은 발광 정도는 여전히 개발중에 있다. 그리고 만일 InGaN, GaN 및 AlInGaN이 이미 성

장된 개발품인 레드 발광 다이오드와 결합되는 기본 재료로서 사용되어 높은 발광을 갖는 블루 및 그린 발광 다이오

드를 제조할 수 있다면,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램프의 교

통 신호는 에너지 소비, 짧은 수명 및 조명의 착시 이미지(디스플레이 표면을 반사하는 태양광에 의해 발생하며 쉽게 

교통 사고를 유발하는)면에서 실패했다. 따라서, 만일 종래의 램프가 높은 발광을 가진 레드, 블루, 그린 발광 다이오

드로 대체될 수 있다면, 교통 신호들의 가시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다소 향상된 블루 발광 다이오드 기술

은 블루 광 반도체 레이저를 더 구성할 수 있으며 짧은 파장의 블루-바이올렛(blue-violet) 광 반도체 레이저는 현재 

디스크에 사용되는 레드 광 반도체 레이저(광학 픽업 헤드)를 대체하여 디스크의 기록 용량을 적어도 3배 증가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장래에 12cm의 직경을 가진 디스크가 적어도 3시간의 동화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트륨-알루미늄-가닛(yttrium-aluminum-garnet) 형광 재료가 결합된 블루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함으로써, 블루광은 옐로우 형광 재료를 점화하여 옐로우 광을 생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블루광의 일부는 

동시에 발산되어 옐로우 광과 함께 혼합된 후 백광이 발산된다. 화이트 발광 다이오드가 긴 수명, 에너지 절약, 낮은 

구동 전압, 안전성 및 환경 보전을 포함하는 수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광원으로서 고려되어 왔다.

또한, GaN은 높은 에너지의 광에 관계되며 메디컬 케어(medical care), 음식 처리, 그린하우스 재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짧은 파장의 광을 가진 UV 발광 다이오드로서 형성될 수 있다.

종래의 기술-사파이어 기판으로 이루어진 GaN계 발광 다이오드-에서 기판이 도전성이 없기 때문에 수평 전극 구조

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기에 포함된 사파이어 절연 기판(100')은 버퍼층(110'). N형 반도

체 층(120'), 발광층(130'), P형 반도체 층(140'), 제1 전극(142'), 및 제2 전극(122')이 순차적으로 에피택셜된다. 게

다가, 종래 기술에서, 실리콘 탄화물은 또한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기판으로서 채택될 수도 있다. 도전성 특성을 가

진 실리콘 탄화물 기판이 수직 전극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제조 비용은 매우 고가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절연 기판은 GaN계 발광 다이오드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우세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수직 전극을 이용할 수 없는 절

연 기판을 채택하려면 수평 전극을 형성해야만 한다. 본 경우에는, 특수 와이어 본딩 장치 및 패키징 기술을 채택할 것

이며 부가적으로 칩의 제조 면적은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복합해지고 각 컴포넌트의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타이완 특허 가제트의 공개 특허 제480740호, 2a 내지 도 2c에서, 제1 도전 성 하부 클래딩층(210')은 제1 기판(200'

) 상에 형성되고나서 제2 도전성 상부 클래딩층(220')은 다음으로 하부 클레딩층(210')에 형성된다. 그리고나서 오믹 

콘택층(230')이 상기 상부 클래딩층(220') 상에 형성되고, 상기 오믹 콘택층(230')상에 반사층(240')이 형성된다. 이

어서, 반사층(240') 상에 제2 기판(250')이 본딩되고 제1 기판(200')이 제거되고나서 상기 상부 클래딩층(220') 및 하

부 클래딩층(210')에 각각 도전성이 있는 제1 및 제2 전극을 형성한다. 절연 기판에 직접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이러

한 종류의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공정은 수직 전극을 갖는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공정에 활용한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의 주 목적은 일종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 N형 오믹 콘택층을 갖는 양호한 오믹 콘택, 도

전성 및 투광성을 구성하는 옥사이드층을 활용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굴절율이 1.

85-2.0사이에 위치하는 것에 관련하여, 프레넬 굴절 손실 및 전반사율을 감소시켜 외부 발광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고안의 제2 목적은 일종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서 금속 반사층은 선

택적인 입사각없이 반사를 활용하여 입사각을 확대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수직 전극 구조로 인한 정전기 방전 및 

열 제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발광층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효과적으로 반사시킬 수 있다. 게다가, 그 동작 수명은 향

상될 수 있으며 높은 전류 구동의 이용에 적용될 수 있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일종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시된 수직 전극 

구조는 칩 제조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종래의 배선 본딩 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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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목적 및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안은 일종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에 관한 것으로, 이 수직 

전극은 제1 전극, 상기 제1 전극 상의 도전성 기판, 하부에 상기 도전성을 갖는 금속 반사층, 하부에 상기 금속 반사층

을 갖는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상의 옥사이드층, 및 하부에 상기 옥사이드층을 갖는

제2 전극을 포함한다. 옥사이드층은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을 구성하며, 프레넬 굴절 손실 및 전반사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외부 발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포함된 금속 반사층은 

선택적인 입사각없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반사각의 대역폭을 증가시키고 발광층으로부터 발산된 광을 효과적으로 반

사시키킬 수 있다. 게다가, 그러한 종류의 구조는 열 제거 및 정전기 방전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그 구동 수명이 늘어

날 수 있으며 높은 전류 구동의 이용에 적용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본 고안의 수직 전극 구조는 칩의 제조 면적을 줄일

수 있으며 종래의 배선 본딩 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

본 고안의 구조의 특징 및 달성된 효과에 관해 더 이해하기 위해, 바람직한 실시예 및 상세 설명이 다음과 같이 제공

된다.

실시예 1:

본 고안의 실시예들 중 하나인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사파이어 기판(300) 상에, 순차적으로 저온 GaN 버퍼

층(310),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 AlInGaN 발광층(330) 및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340)이 에피택셜된다

. 다음으로,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350)과 금속 반사층(360)이 순차적으로 도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340) 상에 증착(evaporating) 또는 스퍼터링 기술에 의해 형성된다. 다음으로, 다른 도전성 기판(370)이

도 3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적 본딩에 의해 금속 반사층(360)과 본딩된다. 다음으로, 도 3d는 사파이어 기판(300)이

레이저 리프트오프 또는 랩핑(lapping) 기술에 의해 제거된다. 그리고 도 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리프트오프 

이후에,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의 표면상의 저온 GaN 버퍼층(310)은 화학적 에칭에 의해 제거되어 N형 AlI

nGaN 오믹 콘택층(320)을 노출시키며, 다음으로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380)이 증착 또는 스퍼터링 기술에 의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상에 형성된다. 다음으로, 제1 전극(372) 및 제2 전극(382)은 도 3f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구성된다. 완료시, 종래의 랩핑 및 커팅 제조 공정에 의해 칩이 제조된다. 본 고안의 실시예의 칩 구성을 완료한 도

면인, 도 3f에 나타난 바와 같이,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380)은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과 양호한 오믹 

접촉을 형성할 수 있고 뛰어난 도전성 및 투광성을 가지며 -여기서 본 고안의 주요 특징인,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

층은 ITO(indium tin oxide), IMO(indium molybdenum oxide), 인듐 옥사이드, 주석 옥사이드, 카드뮴 주석 옥사이

드, 갈륨 옥사이드, 인듐 아연 옥사이드, 갈륨 아연 옥사이드 또는 아연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옥사이드층이다. 또한, 1.85-2.0의 특정 굴절율로서, 프레넬 굴절 손실 및 전반사율을 효과적

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외부 발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선택적인 입사각없이 반사시킬 수 있는 금

속 반사층(360)과 도전성 기판(370)으로 형성된 수직 전극 구조로 인해, 입사각의 대역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발광층(330)으로부터 발산된 광을 효과적으로 반사시켜서 정전기 방전 및 열 제거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구동 

수명을 늘리고 높은 전류 구동의 이용에 응용가능하다. 상술한 이점에 부가하여, 칩의 제조면적은 수직 전극 구조에 

의해 감소될 수 있으며 종래의 배선 본딩 공정을 활용한다.

실시예 2: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인, 도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사파이어 기판(300) 상에는, 순차적으로 저온 GaN 버퍼

층(310),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 AlInGaN 발광층(330) 및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340)이 에피택셜된다

. 다음으로,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350)과 금속 반사층(360)이 순차적으로 도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 상에 증착(evaporating) 또는 스퍼터링 기술에 의해 형성된다.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도전성 

기판(370)이 열적 본딩에 의해 금속 반사층(360)과 본딩된다. 다음으로,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파이어 기판(30

0)이 레이저 리프트오프 또는 랩핑(lapping)에 의해 제거된다. 레이저 리프트오프 이후에,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

320)의 표면상의 저온 GaN 버퍼층(310)은 화학적 에칭에 의해 제거되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을 노출시

킨다. 다음으로,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380)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상에 형성되고, 그 표면에는 텍스

쳐링(texturing)이 적용되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N형 투광 금속 산화층(400)을 구성한다. 완료후, 제1 전극(372

) 및 제2 전극(382)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된다. 본 고안의 완성 구조인, 도 4에서, 이 구조는 열 제거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기 방전(ESD)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게다가, 구동 수명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으며 

높은 전류 구동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여기서, 텍스쳐된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400)의 표면은 텍스쳐(text

ure)되어 외부 발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예 3: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인,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사파이어 기판(300) 상에, 순차적으로 저온 GaN 버퍼층(3

10),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 AlInGaN 발광층(330) 및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340)이 에피택셜된다. 다

음으로,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350)과 금속 반사층(360)이 순차적으로 도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P형 AlInGaN 오

믹 콘택층(340) 상에 형성된다. 다음으로, 다른 도전성 기판(370)이 도 3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적 본딩에 의해 상기

금속 반사층(360)과 본딩된다. 다음으로, 사파이어 기판(300)이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리프트오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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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거된다. 그리고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의 표면상의 저온 GaN 버퍼층(310)은 화학적 에칭에 의해 제거

되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의 표면은 도 5a에 도시

된 바와 같이 텍스쳐된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2)으로 텍스쳐된다. 다음으로,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380)

은 도 5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2) 상에 형성된다. 완료시, 제1 전극(372)과 제2 전

극(382)은 도 5b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된다. 본 고안의 실시예의 완성 구조인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구조는 

열제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전기 방전(ESD)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구동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높

은 전류 구동의 이용에 활용가능하다. 여기서, 텍스쳐된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2)의 표면이 텍스쳐되어 외부 

발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예 4: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인,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사파이어 기판(300) 상에, 순차적으로 저온 GaN 버퍼층(3

10),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 AlInGaN 발광층(330) 및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340)이 에피택셜된다. 다

음으로,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350)과 금속 반사층(360)이 순차적으로 도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P형 AlInGaN 오

믹 콘택층(340) 상에 형성된다. 다음으로, 다른 도전성 기판(370)이 도 3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적 본딩에 의해 상기

금속 반사층(360)과 본딩된다. 다음으로, 사파이어 기판(300)이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리프트오프에 의

해 제거된다. 다음으로,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의 표면상의 저온 GaN 버퍼층(31

0)은 제거되어 도 3e에 나타난 바와 같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을 노출시킨다. 다음으로, 전류 차단층(324)

은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증착 또는 스퍼터링 기술에 의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 상에 구성되고,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380)이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과 전류 차단층(324) 상에 

형성된다. 완료시, 제1 전극(372)과 제2 전극(382)은 도 6c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된다. 본 고안의 실시예의 완성 

구조인 도 6c에서, 본 구조는 열제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전기 방전(ESD)을 개선할 수 있다. 게다가, 구

동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높은 전류 구동의 이용에 활용가능하다. 여기서, 전류 차단층(324)은 수평 전류 확산의 효

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외부 발광 효율이 개선된다.

실시예 5: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인,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사파이어 기판(300) 상에, 순차적으로 저온 GaN 버퍼층(3

10),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 AlInGaN 발광층(330) 및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340)이 에피택셜된다. 다

음으로,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350)이 증착 또는 스퍼터링 기술에 의해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340) 상에 형성되

고, 다음으로, 투광 금속 오믹 콘택층(350)이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마스크 에칭에 의해 제거되어 전류 차단 

영역(352)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금속 반사층(360)이 다른 도전성 기판(370)상에 형성되고나서, 금속 반사층(360)

과 도전성 기판(370)이 도 7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적 본딩에 의해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350)과 본딩된다. 이어서,

사파이어 기판(300)은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리프트오프에 의해 제거된다. 다음으로,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의 표면상의 저온 GaN 버퍼층(310)은 화학적 에칭에 의해 제거되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380)은 도 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 

상에 형성된다. 완료시, 제1 전극(372)과 제2 전극(382)은 도 7e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된다. 도 7e는 본 고안의 실

시예의 완성 구조로서, 본 구조는 열제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전기 방전(ESD)을 개선시킬 수 있다. 게

다가, 구동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높은 전류 구동의 이용에 활용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전류 차단 영역(352)은 수평 

전류 확산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발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예 6:

실시예 2 및 실시예 3이 동시에 함께 결합된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서, 도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텍스쳐된 N형 투

광 금속 옥사이드층(400) 및 텍스쳐된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2)의 표면들을 포함한다.

실시예 7:

실시예 2 및 실시예 4가 함께 결합된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서,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상의 텍스쳐된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400) 및 전류 차단층(324)이 도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포함된다.

실시예 8:

실시예 2 및 실시예 5가 함께 결합된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서, 투광 금속 오믹 콘택층상의 텍스쳐된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400) 및 전류 차단층(352)이 도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포함된다.

실시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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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서, 도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사파이어 기판(300) 상에, 순차적으로 저온 GaN 버퍼층

(310),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 AlInGaN 발광층(330) 및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340)이 에피택셜된다. 

다음으로,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350)과 금속 반사층(360)이 도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착 또는 스퍼터링에 의해 

P형 AlInGaN 오믹 콘택층(340) 상에 순차적으로 형성된다. 다음으로, 다른 도전성 기판(370)이 도 3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적 본딩에 의해 상기 금속 반사층(360)과 본딩되고, 사파이어 기판(300)이 도 3d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이저 

리프트오프에 의해 제거된다. 다음으로,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의 표면상의 저온 GaN 버퍼층(310)은 화학

적 에칭에 의해 제거되어 N형 AlInGaN 오믹 콘택층(320)을 노출시키고, 다음으로 금속 텍스쳐링층(390)이 도 1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 N형 오믹 콘택층(320)상에 형성된다. 다음으로, N형 투광 금속 옥사이드층(380)은 N형 AlIn

GaN 오믹 콘택층(320)과 금속 텍스쳐링층(390) 상에 형성되며, 완료시, 제1 전극(372)과 제2 전극(382)은 도 11b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된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은 프레넬 굴절 손실 및 전반사율을 감소시켜 외부 발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수직 전극 구조로 인

한 정전기 방전 및 열 제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발광층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효과적으로 반사시킬 수 있다. 게다가, 

그 동작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높은 전류 구동의 이용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은 칩 제조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종래의 배선 본딩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고안을 통해 산업계에 있는 사용자가 독창성, 진보성 및 그 이상의 활용가능성을 명확하게 달성한다. 

본 케이스는, 자국의 지적 특허 규정의 특허 출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허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다. 빠른 시기에 

승인을 받기를 기대한다.

상술한 실시는 단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특정 제한을 위한 것은 아니다. 본 고안으로부터 유추되는 형상, 

구조, 특징 및 사상의 모든 수평적인 변경 및 수정은 본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종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에 있어서,

제1 전극;

하부에 상기 제1 전극을 갖는 도전성 기판;

하부에 상기 도전성 기판을 갖는 금속 반사층;

하부에 상기 금속 반사층을 갖는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

하부에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를 갖는 옥사이드층; 및

하부에 상기 옥사이드층을 갖는 제2 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옥사이드층은 ITO(indium tin oxide), IMO(indium molybdenum oxide), 인듐 옥사이드, 주석 

옥사이드, 카드뮴 주석 옥사이드, 갈륨 옥사이드, 인듐 아연 옥사이드, 갈륨 아연 옥사이드 또는 아연 옥사이드로 이루

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N형 투광 도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옥사이드층은 텍스쳐링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

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 및 상기 옥사이드층의 표면은 모두 텍스쳐링 구조(texturing structur

e)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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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와 상기 금속 반사층 사이에 전류 차단층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와 상기 옥사이드층 사이에 전류 차단 영역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의 표면은 금속 텍스쳐링 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옥사이드층은 텍스쳐링 구조를 가지며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와 상기 옥사이드층 사이

에 전류 차단 영역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는, 순차적으로

P형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

P형 오믹 콘택층;

발광층; 및

N형 오믹 콘택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10.
일종의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에 있어서,

제1 전극;

하부에 상기 제1 전극을 갖는 도전성 기판;

하부에 상기 도전성 기판을 갖는 금속 반사층;

하부에 상기 금속 반사층을 갖는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의 표면은 텍스쳐링 구조를

가짐- ;

하부에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를 갖는 옥사이드층; 및

하부에 상기 옥사이드층을 갖는 제2 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옥사이드층은 ITO(indium tin oxide), IMO(indium molybdenum oxide), 인듐 옥사이드, 주

석 옥사이드, 카드뮴 주석 옥사이드, 갈륨 옥사이드, 인듐 아연 옥사이드, 갈륨 아연 옥사이드 또는 아연 옥사이드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N형 투광 도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

조.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의 표면은 금속 텍스쳐링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와 상기 금속 반사층 사이에 전류 차단 영역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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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와 상기 옥사이드층 사이에 전류 차단층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GaN계 반도체 적층 구조는, 순차적으로

P형 투광 오믹 콘택 금속층;

P형 오믹 콘택층;

발광층; 및

N형 오믹 콘택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aN계 발광 다이오드의 수직 전극 구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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