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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을 갖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 및 반도체 레이저 광원 장치

요약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는 n 형 클래드층(5)과 p 형 클래드층(9) 사이에 적어도 인듐과 갈륨을 포함하는 질화

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활성층(6)을 포함하고 있다. 활성층(6)은 2개의 양자 웰층(14)과 이들 양자 웰층(14) 사이에 

끼워진 장벽층(15)으로 이루어지고,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발진부를 구성하고 있다. 양자 웰층(14) 및 장벽층(15)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10 ㎚ 이하이다. 이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는 2개의 양자 웰층(14)에 전자와 정공을 균일하게 분

포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재결합에 의해 전자와 정공이 소멸한 양자 웰층 내로의 전자와 정공의 주입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다. 이 결과, 이 반도체 레이저 소자는 양호한 레이저 발진 특성을 갖는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양자 웰층, 질화 갈륨계 LED 소자, 릿지 스트라이프 구조, 자려 발진형의 반도체 레이저, MOCVD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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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레이저 소자나 반도체 다이오드 소자 등의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 및 반도체 레이저 광원 장

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질화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을 갖는 발광 소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자외선으로부터 녹색의 파장 영역에서의 발광 파장을 갖는 반도체 레이저 소자(LD)나 발광 다이오드 소자(LED)등의

반도체 재료로서, 질화갈륨계 반도체 (GaInAlN)가 이용되고 있다. 이 질화갈륨계 반도체를 이용한 청색 LD는, 예를 

들면 Applied Physics Letters. vo1. 69, No. 10, p.1477 ∼ 1479에 기재되어 있고, 그 단면도를 도 19에 도시한다. 

도 20은 도 19의 E 부의 확대도이다.

도 19에서, 참조 번호(101)는 사파이어 기판, 참조 번호(102)는 GaN 버퍼층, 참조 번호(103)는 n-GaN 컨택트층, 참

조 번호(104)는 n-In 0.05 Ga 0.95 N층, 참조 번호(105)는 n-Al 0.05 Ga 0.95 N 클래드층, 참조 번호(106)는 n-GaN 

가이드층, 참조 번호(107)는 In 0.2 Ga 0.8 N 양자 웰층과 In 0.05 Ga 0.95 N 장벽층으로 이루어지는 다중 양자 웰 구

조 활성층, 참조 번호(108)는 p-Al 0.2 Ga 0.8 N층, 참조 번호(109)는 p-GaN 가이드층, 참조 번호(110)는 p-Al 0.05

Ga 0.95 N 클래드층, 참조 번호(111)는 p-GaN 컨택트층, 참조 번호(112)는 p 측 전극, 참조 번호(113)는 n 측 전극, 

참조 번호(114)는 SiO 2 절연막이다. 여기서,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107)은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3 ㎚ 두께

의 In 0.2 Ga 0.8 N 양자 웰층(117)이 5층, 6 ㎚ 두께의 In 0.05 Ga 0.95 N 장벽층(118)이 4층의 합계 9층으로 구성되

고, 양자 웰층과 장벽층이 교대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Applied Physics Letters. vol. 69, No. 20, p. 3034∼3036에는, 양자 웰 구조 활성층을, 교대로 적층된 4 ㎚ 

두께의 양자 웰층 3층과 8 ㎚ 두께의 장벽층 2층의 합계 5층으로 구성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 외에, 특개평 8-316528에도 마찬가지로 질화 갈륨계 반도체를 이용한 청색 LD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 종래 기술

의 청색 LD도, 도 19, 도 20에 도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5층 이상의 양자 웰층을 구비한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질화갈륨계 반도체를 이용한 청색 LED는, 예를 들면 상기 특개평 8-316528에 기재되어 있고, 그 단면도를 도 

21에 도시한다. 도 21에 있어서, 참조 번호(121)는 사파이어 기판, 참조 번호(122)는 GaN 버퍼층, 참조 번호(123)는 

n- GaN 컨택트층, 참조 번호(124)는 n-Al 0.3 Ga 0.7 N 제2 클래드층, 참조 번호(125)는 n-In 0.01 Ga 0.99 N 제1 

클래드층, 참조 번호(126)는 3 ㎚ 두께의 In 0.05 Ga 0.95 N 단일 원자 웰 구조 활성층, 참조 번호(127)는 p-In 0.01 G

a 0.99 N 제1 클래드층, 참조 번호(128)는 p-Al 0.3 Ca 0.7 N 제2 클래드층, 참조 번호(129)는 p-GaN 컨택트층, 참

조 번호(130)는 p 측 전극, 참조 번호(131)는 n 측 전극이다. 이와 같이 질화갈륨계 반도체를 이용한 청색 LED에서는

1층만의 양자 웰층을 구비한 활성층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상기 청색 LD 및 청색 LED 소자는 각각 이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청색 LD에 대해서는 발진 임계치 전류치가 100 ㎃ 이상으로 높고, 광 디스크 등의 정보 처리용으로서 실용적으

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진 임계치 전류치를 대폭 저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 디스크용으로서 LD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타의 판독시의 잡음에 의한 데이타의 판독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300 ㎒ 정도의 고주파 전류를 LD에 주

입하고, 광 출력을 동일한 주파수로 변조할 필요가 있지만, 종래의 청색 LD에서는 고주파 전류를 주입해도 광 출력이

변조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타의 판독 에러를 생기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청색 LED에 대해서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넓은 시야각에서도 밝게 표시할 수 있는 대형 컬러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더욱 광범위하게 걸친 용도로 청색 LED 소자를 공급해가기 위해서는, 광 출력의 향상에 따른 

보다 고휘도의 LED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종래의 질화갈륨계 LED 소자로서는, 주입 전류를 증가시킴에 따라 발광 파장의 피크치가 크게 변동한다고 하

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질화갈륨계 청색 LED에서는, 순방향 전류를 0.1 ㎃에서 20 ㎃까지 증가시키면 발광 파장

의 피크치가 7 ㎚나 시프트한다. 이것은 발광 파장이 긴 LED 소자에서 특히 현저하고, 질화갈륨계 녹색 LED에서는, 

발광 파장의 피크치가 20 ㎚나 시프트해 버린다. 이러한 소자를 컬러 디스플레이로 이용하면, 이 피크 파장의 시프트

를 위해, 화상의 밝기에 따라 화상의 색조가 변화한다는 문제를 생기게 하였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상기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에서의 과제를 해결하여,

양호한 레이저 발진 특성을 구비한 반도체 레이저 소자, 및 높은 광 출력을 얻을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소자를 실현

할 수 있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류 주입에 의한 파장 시프트가 없는 발광 다이오드 소자를 실현할 수 있는 질화갈륨계 반도

체 발광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는, 반도체 기판과, 적어도 인듐과 갈륨을 포함하는 질화

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양자 웰 구조를 구비한 활성층과, 상기 활성층을 끼우는 제1 클래드층 및 제2 클래드층을 구

비하고, 상기 활성층은 2개의 양자 웰층과, 상기 양자 웰층 사이에 끼워진 하나의 장벽층으로 이루어진다.

이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를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활성층은 이 반도체 레이저 소

자의 발진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 전류를 주입하는 구동 회로를 더 설치함에 따라, 반도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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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 광원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를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로서 이용하

는 경우에는, 상기 활성층은 이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발광부를 형성한다.

이러한 본 발명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본 발명자는 종래 소자에 있어서의 상기 과제의 원인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행

하고, 이하의 것이 판명되었다.

우선 청색 LD에 대해서는, 양자 웰층으로서 이용되는 InGaN 재료는, 전자·정공 모두 그 유효 질량이 큰 것과 다수의

결정 결함이 존재함에 따라 전자나 정공의 이동도가 대폭 저하하고,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의 모든 양자 웰층에 전

자와 정공이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게 된다. 즉, 전자를 주입하는 n 형 클래드층 측의 양자 웰층 2층 정도밖에 전자는 

주입되지 않고, 정공을 주입하는 p 형 클래드층 측의 양자 웰층 2층 정도밖에 정공은 주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 

웰층이 5층 이상의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에서는, 전자와 정공이 동일 양자 웰층 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

에,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에 의한 발광의 효율이 저하하고, 레이저 발진의 임계치 전류치를 증대시킨다.

또한 이와 같이 전자나 정공의 이동도가 작기 때문에 양자 웰층 사이에서의 전자나 정공의 이동이 늦어지고, 재결합

에 의해 전자·정공이 소멸한 양자 웰층 내로 새롭게 전자와 정공이 주입되지 않고, 클래드층에 근접하는 양자 웰층에

주입된 전자·정공이 그대로 그 양자 웰층에 계속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주입 전류를 변조해도 양자 웰층 내에 존재

하는 전자와 정공의 밀도가 변조되지 않음에 따라서도, 이로 인한 고주파 전류를 주입해도 광 출력이 변조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실시 형태에서는, 적어도 인듐과 갈륨을 포함하는 질화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활성층에 있어서

의 양자 웰층의 층수를 2로 함에 따라, 모든 양자 웰층에 전자와 정공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도록 하였다. 이 결과, 발광

효율이 향상하여 발진 임계치 전류치를 저감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재결합에 의해 전자·정공이 소멸한 양자 웰층 내

로 전자와 정공의 주입이 효과적으로 행해지므로, 고주파 전류의 주입에 따라 양자 웰층 내에 존재하는 전자와 정공의

밀도도 변조되고, 그 결과 광 출력도 변조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모든 양자 웰층에 전자와 정공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데 있어서는, 양자 웰층의 층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균일하게 전자와 정공을 분포시키는 것이 저해되기 때문에, 양자 웰층의 두께는 10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장벽층의 층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균일하게 전자와 정공을 분포시키는 것이 저해되기 때문에, 장

벽층의 두께는 10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청색 LED에 대해서는,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소자의 전류-광 출력 특성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류를 주

입해감에 따라 포화하는 경향이 있다. 종래의 청색 LED에서는 양자 웰 활성층은 1층뿐이고, 주입된 전자와 정공은 모

두 이 1층의 양자 웰층에 존재하지만, 주입량을 증대하면, 양자 웰층을 형성하는 InGaN 반도체 재료의 전자, 정공의 

유효 질량이 크기 때문에, 주입된 전자나 정공의 운동 량 공간 내에서 분포가 커지고, 발광 효율이 저하해버린다. 그래

서 본 발명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인듐과 갈륨을 포함하는 질화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에 

있어서의 양자 웰층의 층수를 2로 함에 따라, 주입된 전자와 정공은 2개의 양자 웰층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양자 웰층

1층당 존재하는 전자와 정공의 밀도가 저감되고, 운동량 공간 내에서 전자나 정공의 분포를 저감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류-광 출력 특성에서의 포화하는 경향은 개선되고, 광 출력의 향상에 따른 보다 고휘도의 질화갈륨계 LED 

소자를 실현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자가 행한 다른 조사, 실험의 결과 장벽층의 두께가 4 ㎚이하이면, 양자 웰층의 수를 4까지 늘려도, LD

에 대해서도 LED에 대해서도 이상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기 문헌 APPlied Physics Lett

ers, vo1. 69, No. 20. p. 3034∼3036에 기재된 종래 소자의 양자 웰 구조 활성층은 3개의 양자 웰층을 구비한 것이

지만, InGaN 재료의 전자나 정공의 유효 질량이 큰 데다가, 장벽층의 층 두께가 8 ㎚로 두껍기 때문에, 양자 웰층 사

이에서 전자나 정공의 파동 함수의 중복이 거의 없어져 버린다. 따라서 양자 웰층 사이에서의 전자나 정공의 이동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자와 정공의 불균일한 분포가 보다 한층더 야기되었다. 그러나, 장벽층의 두께를 4 ㎚이

하로 함에 따라, 양자 웰층이 3층 또는 4층이라도, 양자 웰층 사이에서 전자와 정공의 파동 함수를 확실하게 중복 수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또한 전류 주입에 따른 파장 시프트의 문제도, 장벽층의 두께를 4 ㎚이하로 함에 따라 동시에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파장 시프트의 원인은 다 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InGaN 재료에서는 전자나 정공의 유효 질량이 

크기 때문에, 전자-정공 플라즈마 효과가 현저해지고, 이 효과에 따른 에너지 밴드단의 변형이 커져 전류 주입에 따른

발광 파장의 피크치의 시프트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과 마찬가지로, 주입된 전자와 정공이 각 양자 웰층에 

균등하게 분할되 도록 하여, 양자 웰층 1층당 존재하는 전자와 정공의 밀도를 저감시킴에 따라, 전자-정공 플라즈마 

효과를 억제한 결과, 전류 주입에 따른 파장 시프트도 저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은 첨부의 도면을 참조하면서 행하는 몇개의 실시 형태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2는 도 1의 A부를 확대한 단면도.

도 3은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임계치 전류치의 양자 웰층수 의존성, 및 광 출력의 변조 가능한, 주입 전류의 최대 

변조 주파수의 양자 웰층수 의존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4는 제1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광 출력의 변조 가능한, 주입 전류의 최대 주파수의 장벽층의 두께 의존성을 나타내

는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구동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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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구동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8은 도 7의 B부를 확대한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와, 종래의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 각각의 전

류-광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10은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11은 도 10의 C 부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단면도.

도 12는 제5 실시 형태에서의 임계치 전류치의 양자 웰층수 의존성, 및 광 출력의 변조 가능한, 주입 전류의 최대 변

조 주파수의 양자 웰층수 의존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13은 양자 웰층수가 2층, 3층, 4층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광 출력의 변조 가능한 주입 전류의 최대 

주파수의 장벽층의 두께 의존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14는 본 발명의 제6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구동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7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구동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8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17은 도 16의 D 부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단면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8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와 종래의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각각의 

전류-광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19는 종래의 청색 LD의 구조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20은 도 19의 E 부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단면도.

도 21은 종래의 청색 LED의 구조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첨부의 도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제1 실시 형태)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2는 도 1중의 A

부를 확대한 단면도이다. 이 실시 형태는 2개의 양자 웰층과 이들 사이에 끼워진 하나의 장벽층으로부터 양자 웰 구조

활성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도 1, 도 2에서, 참조 번호(1)는 c 면을 표면으로서 구비한 사파이어 기판, 참조 번호(2)는 GaN 버퍼층, 참조 번호(3)

는 n-GaN 컨택트층, 참조 번호(4)는 n-Al 0.1 Ga 0.9 N 클래드층, 참조 번호(5)는 n-GaN 가이드층, 참조 번호(6)는 

2층의 In 0.2 Ga 0.8 N 양자 웰층(14)과 1층의 In 0.05 Ga 0.95 N 장벽층(15)으로 이루어지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

층, 참조 번호(7)는 Al 0.2 Ga 0.8 N 증발 방지층, 참조 번호(8)는 p-GaN 가이드층, 참조 번호(9)는 p-Al 0.1 Ga 0.9

N 클래드층, 참조 번호(10)는 p-GaN 컨택트층, 참조 번호(11)는 p 측 전극, 참조 번호(12)는 n 측 전극, 참조 번호(1

3)는 SiO 2 절연막이다. 또, 도면을 간단히 하기 위해, 도 1에서는 복수층으로 이루어지는 상기 양자 웰 구조 활성층(

6)을 단층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다른 실시 형태의 단면을 도시한 도 7, 도 10, 도 16에서도 동일하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사파이어 기판(1)의 표면은 a면, r면, m 면등의 다른 면방위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사파이어 

기판에 한하지 않고 SiC 기판, 스피넬 기판, MgO 기판, Si 기판, 또는 GaAs 기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SiC 기판의 

경우는 사파이어 기판에 비해 벽개되기 쉽기 때문에, 벽개에 의한 레이저 공진기 단면의 형성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버퍼층(2)은 그 위에 질화갈륨계 반도체를 에피텍샬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면 GaN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재료,

예를 들면 AlN이나 AlGaN 3원 혼합 결정(3元混晶)을 이용해도 좋다.

n 형 클래드층(4) 및 p 형 클래드층(9)은, n-Al 0.1 Ga 0.9 N 이외의 Al 조성을 갖는 AlGaN 3원 혼합 결정이라도 좋

다. 이 경우 Al 조성을 크게 하면 활성층과 클래드층과의 에너지 갭차 및 굴절율차가 커지고, 캐리어나 빛이 활성층에

유효하게 차광되고 또한 발진 임계치 전류의 저감 및 온도 특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캐리어나 빛의 차광이 

유지될 정도로 Al 조성을 작게 하면, 클래드층에서의 캐리어의 이동도가 커지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소자 

저항을 작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들 클래드층은 미량으로 다른 원소를 포함한 4원 이상의 혼합 결정 반도

체라도 좋고, n 형 클래드층(4)과 p 형 클래드층(9)에서 혼합 결정의 조성이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가이드층(5과 8)은, 그 에너지 갭이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6)을 구성하는 양자 웰층의 에너지 갭과 클래드층(4, 9)

의 에너지 갭사이의 값을 구비한 재료이면 GaN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재료, 예를 들면 InGaN, AIGaN 등의 3원 혼합

결정이나 InGaAlN 등의 4원 혼합 결정 등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가이드층 전체에 걸쳐 도너 또는 억셉터를 도핑할 

필요는 없고,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6)측의 일부만을 비도핑이라도 좋고, 그 위에 가이드층 전체를 비도핑으로 해

도 좋다. 이 경우, 가이드층에 존재하는 캐리어가 적어지고, 자유 캐리어에 의한 빛의 흡수가 저감되어, 또한 발진 임

계치 전류가 저감되는 이점이 있다.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6)을 구성하는 2층의 In 0.2 Ga 0.8 N 양자 웰층(14)과 1층의 In 0.05 Ca 0.95 N 장벽층(15

)은, 필요한 레이저 발진 파장에 따라 그 조성을 설정하면 되고, 발진 파장을 길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양자 웰층(14)

의 In 조성을 크게 하고, 짧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양자 웰층(14)의 In 조성을 작게 한다. 또한 양자 웰층(14)과 장벽

층(15)은, InGaN  3원 혼합 결정에 미량으로 다른 원소, 예를 들면 Al을 포함한 4원 이상의 혼합 결정 반도체라도 좋

다. 또한 장벽층(15)은 단순히 GaN을 이용해도 좋다.

이어서, 도 1과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의 제작 방 법을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MOC

VD법(유기 금속 기상 성장법)을 이용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지만, GaN을 에피텍샬 성장할 수 있는 성장법이면 좋고, 

MBE 법(분자선 에피텍샬 성장법)이나 HDVPE (하이드라이드 기상 성장법)등의 다른 기상 성장법을 이용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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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정의 성장 화로 내에 설치된, C면을 표면으로 하여 구비한 사파이어 기판(1) 상에, 트리메틸갈륨(TMG)과 암

모니아(NH 3 )를 원료로 이용하여, 성장 온도 550℃에서 GaN 버퍼층(2)을 35 ㎚ 성장시킨다.

이어서, 성장 온도를 1050℃까지 상승시켜, TMG와 NH 3 , 및 실란 가스(SiH 4 )를 원료로 이용하여, 두께 3㎛의 Si 

도핑 n-GaN 컨택트층(3)을 성장한다. 또한 계속하여 트리메틸 알루미늄(TMA)을 원료에 더하고, 성장 온도는 1050

℃ 상태에서 두께 0.7㎛의 Si 도핑 n-A1 0.1 Ga 0.9 N 클래드층(4)을 성장시킨다. 계속해서, TMA를 원료로부터 제

외하여,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05㎛의 Si 도핑 n-GaN 가이드층(5)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성장 온도를 750℃로 내리고, TMG와 NH 3 , 및 트리메틸인듐(TMI)을 원료로 이용하여, In 0.2 Ga 0.8 N 양

자 웰층(두께 5 ㎚ : 14), In 0.05 Ga 0.95 N 장벽층(두께 5 ㎚ : 15), In 0.2 Ga 0.8 N 양자 웰층(두께 5 ㎚ : 14)를 차

례로 성장시킴으로써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전체의 두께 15 ㎚ : 6)을 작성한다. 또한 계속하여 TMG와 TMA와 

NH 3 을 원료로 이용하여, 성장 온도는 750℃ 상태에서 두께 10 ㎚의 Al 0.2 Ga 0.8 N 증발 방지층(7)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다시 성장 온도를 1050℃ 상승시켜, TMG와 NH 3 , 및 시클로펜타디에닐마그네슘(Cp 2 Mg)을 원료로 이용

하여, 두께 0.05㎛의 Mg 도핑 p-GaN 가이드층(8)을 성장시킨다. 또한 계속하여 TMA를 원료에 더하고,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7㎛의 Mg 도핑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을 성장시킨다. 계속해서, TMA를 원료로부

터 제외하여,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2㎛의 Mg 도핑 p-GaN 컨택트층(10)을 성장시켜, 질화갈륨계 에

피텍샬 웨이퍼를 완성시킨다.

그 후, 이 웨이퍼를 800℃에서의 질소 가스 분위기 속에서 어닐링하여, Mg 도핑의 p 형층을 저저항화한다.

또한 통상의 포트리소그래피와 드라이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200㎛ 폭의 스트라이프형으로 p-GaN 컨택트층(10)의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n-GaN 컨택트층(3)이 노출할 때까지 에칭을 행한다. 이어서, 상기와 같은 포트리소그래피와 

드라이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남은 p-GaN 컨택트층(10)의 최외측 표면에, 5㎛ 폭의 스트라이프형으로 릿지 구조를 

형성하도록 p-GaN 컨택트층(10), 및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을 에칭한다.

이어서, 릿지 R의 측면과 릿지 R 이외의 p 형층 표면에 두께 200 ㎚의 SiO 2 절연막(13)을 형성한다. 이 SiO 2 절연

막(13)과 p-GaN 컨택트층(10)의 표면에 니켈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p 측 전극(11)을 형성하고, 에칭에 의해 노출한 n

-GaN 컨택 트층(3)의 표면에 티탄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는 n 측 전극(12)을 형성하여, 질화갈륨계 LD 웨이퍼를 

완성시킨다.

그 후, 이 웨이퍼를 릿지 스트라이프에 수직 방향으로 벽개하여 레이저의 공진기 단면을 형성하고, 또한 개개의 칩으

로 분할한다. 그리고, 각 칩을 스템(stem)에 마운트하고, 와이어본딩에 의해 각 전극과 리드 단자를 접속하여, 질화갈

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완성시킨다.

이상과 같이 함으로써 제작된 청색 LD 소자는, 발진 파장 430 ㎚, 발진 임계치 전류 40 ㎃라는 레이저 특성을 얻을 수

있고, 300 ㎒이상, 최대 주파수에서 1GHz 정도의 고주파 전류의 주입에 따라 광 출력도 충분히 변조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 결과, 광 디스크용으로서 본 실시 형태의 청색 LD 소자를 이용하면, 데이타의 판독 에러를 방지할 수 있고,

광 디스크용으로서 사용 가능한 청색 LD 소자를 실현할 수 있었다.

도 3에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 있어서, 양자 웰층의 층수를 1로부터 5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임계치 전

류치와, 광 출력의 변조가 가능한 주입 전류의 최대 변조 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각 반도

체 레이저의 구조는, 양자 웰층의 층수가 다른 것, 및 양자 웰층수에 따라 장벽층의 층수가 다른 것 외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동일하다. 이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발진 임계치 전류

가 낮고, 또한 300㎒이상, 예를 들면 최대 주파수에서 1GHz 정도의 고주파 전류의 주입에서도 광 출력이 충분히 변

조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양자 웰층수가 2인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뿐이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6)을 구성하는 양자 웰층(14)과 장벽층(15)의 층 두께를 모두 5 ㎚

로 했지만, 이들 층 두께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달라도 상관없다. 또한 2층의 양자 웰층에 균일하게 전자·정공을 주

입하기 위해 양자 웰층(14)과 장벽층(15)의 각 층 두께를 10 ㎚ 이하로 하면, 본 실시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층 

두께라도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4에는, 양자 웰층수가 2층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 있어서, 장벽층의 층 두께를 변화시켰을 때의 광 출

력의 변조가 가능한 주입 전류의 최대 변조 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의 반도체 레이

저의 구조는, 장벽층의 층 두께가 다른 것 외에는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동일하다. 

이 도면으로부터, 장벽층의 층 두께를 10 ㎚ 이하로 하면, 300 ㎒이상, 최대 1 GHz 정도의 고주파 전류의 주입이라도

광 출력이 충분히 변조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양자 웰층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이고, 양자 웰

층의 층 두께를 10 ㎚ 이하로 하면, 300㎒이상, 최대 1GHz 정도의 고주파 전류의 주입이라도 광 출력이 충분히 변조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6)에 접하도록 Al 0.2 Ga 0.8 N 증발 방지층(7)을 형성하고 있지

만, 이것은 양자 웰층(14)이 성장 온도를 상승하고 있을 동안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양자 웰층(14)

을 보호하는 것이면 증발 방지층(7)으로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Al 조성을 구비한 AlGaN 3원 혼합 결정이나 GaN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이 증발 방지층(7)에 Mg를 도핑해도 좋고, 이 경우는 p-GaN 가이드층(8)이나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으로부터 정공이 주입되기 쉽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양자 웰층(14)의 In 조성이 작은 경우는 증

발 방지층(7)을 형성하지 않아도 양자 웰층(14)은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증발 방지층(7)을 형성하지 않아도, 

본 실시 형태의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특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릿지 스트라이프 구조를 형성하여 주입 전류의 협착을 행하고 있지만, 전극 스트라이프 구조등의

다른 전류 협착의 수법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벽개에 의해 레이저의 공진기 단면을 형성하고 있

지만, 사파이어 기판은 딱딱하고 벽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드라이 에칭에 의해 공진기 단면을 형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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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절연체인 사파이어를 기판으로서 이용했기 때문에, 에칭에 의해 노출한 n-GaN 컨택트층(3)

의 표면에 n 측 전극(12)을 형성하고 있지만, n 형 도전성을 구비한 SiC, Si, GaAs 등을 기판에 이용하면, 이 기판의 

이면에 n 측 전극(12)을 형성해도 좋다. 또한, p 형과 n 형의 구성을 반대로 해도 상관없다.

(제2 실시 형태)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구동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5중에 도시된 반

도체 레이저 소자(16)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서 얻어진 양자 웰층수가 2층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를 이용 하고 있다. 고주파 구동 회로(17)는, 통상의 반도체 부품을 이용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높은 주파수에서 반도

체 레이저(16)에의 주입 전류를 변조시키고, 광 출력을 변조시키기 위한 반도체 레이저의 구동 회로이다. 본 실시 형

태에서는, 주입 전류의 변조 주파수를 300㎒로 하였다. 제1 실시 형태에서 얻어진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

는, 주입 전류의 최대 변조 주파수는 1GHz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고, 300㎒의 주파수라도 광 출력을 충분히 변조시

킬 수 있었다. 본 실시 형태를 광 디스크용의 광원으로서 이용하면, 반도체 레이저의 광 출력이 충분히 변조되고 있으

므로 레이저 광의 코히어런스(coherence)를 저하시킬 수 있고, 디스크면으로부터의 레이저 광의 복귀광에 의한 잡음

을 저감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에러 없음으로 광 디스크로부터의 데이타의 판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는, 주입 전류의 변조 주파수를 300㎒로 했지만, 레이저 광의 코히어런스를 저하시켜, 디스크면

으로부터의 레이저 광의 복귀광에 의한 잡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주파수이면, 최대 주파수 1GHz 정도까지, 다른 변조

주파수로 질화물 반도체 레이저를 구동시켜도 상관없다.

(제3 실시 형태)

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구동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6중에 도시된 반

도체 레이저 소자(18)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서 얻어진 양자 웰층수가 2층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를 이용하고 있지만, 릿지 구조를 형성할 때의 스트라이프폭 w(도 1 참조)와,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을 에칭

하는 깊이를 조정함으로써, 변조되지 않은 일정 전류를 주입해 도 광 출력이 변조되는 자려 발진형(self-oscillating)

의 반도체 레이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스트라이프폭 w를 3㎛,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의 에칭시의 잔

여막 두께 d(도 1 참조)를 0.2㎛로 하였다. 또, 이들의 스트라이프폭과 에칭시의 잔여막 두께는 본 구체예의 값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프폭으로서 1 내지 5㎛, p 형 클래드층(9)의 잔여막 두께로서는 0.05 내지 0.5㎛ 이면 

된다. 이와 같이 제작된 자려 발진형의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서의 광 출력의 변조 주파수는 800㎒ 이었다

.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서는, 양자 웰층수를 2층으로 함에 따라, 양자 웰층 내에 존재

하는 전자와 정공의 밀도가 변조되기 쉽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입 전류를 변조하여 전자와 정공의 밀도를 변조함으

로써 광 출력을 변조할 뿐아니라, 변조되지 않은 일정 전류의 주입이라도 전자와 정공의 밀도가 변조되어 광 출력이 

변조되는 자려 발진형의 반도체 레이저의 제작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높은 주파수에서 광 출력이 변조되는 것이 가

능해졌다.

정전류 구동 회로(19)는, 통상의 반도체 부품을 이용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일정 전류를 주입하기 위한 반도체 레이저

의 구동 회로이다. 본 실시 형태를 광 디스크용의 광원으로서 이용하면, 반도체 레이저의 광 출력이 충분히 변조되므

로 레이저 광의 코히어런스를 저하시킬 수 있어, 디스크면으로부터의 레이저 광의 복귀광에 의한 잡음을 저감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에러가 없게 되어 광 디스크로부터의 데이타의 판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본 제3 실시 형태에서 이용한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18)는, 릿 지 구조를 형성할 때의 스트라이프폭 w

와,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을 에칭하는 깊이를 조정함으로써 자려 발진형의 반도체 레이저로 했지만, 통상의

GaAs 계 반도체 레이저 등으로 이용되고 있듯이, 활성층 근방에 가포화 흡수층(도시하지 않음)을 설치하여 자려 발

진형의 반도체 레이저라도 상관없다.

(제4 실시 형태)

도 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8은 도 7

중의 B 부를 확대한 단면도이다.

이 도면에서, 참조 번호(21)는 c 면을 표면으로서 구비한 사파이어 기판, 참조 번호(22)는 GaN 버퍼층, 참조 번호(23

)는 n-GaN 컨택트층, 참조 번호(24)는 n-Al 0.1 Ga 0.9 N 클래드층, 참조 번호(25)는 n-GaN 가이드층, 참조 번호(2

6)는 2층의 In 0.2 Ga 0.8 N 양자 웰층(34)과 1층의 In 0.05 Ga 0.95 N 장벽층(35)으로 이루어지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 참조 번호(27)는 Al 0.2 Ga 0.8 N 증발 방지층, 참조 번호(28)는 p-GaN 가이드층, 참조 번호(29)는 p-Al 0.1

Ga 0.9 N 클래드층, 참조 번호(30)는 p-GaN 컨택트층, 참조 번호(31)는 p 측 전극, 참조 번호(32)는 n 측 전극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 사파이어 기판(21)의 표면은 a면, r면, m 면등의 다른 면방위라도 상관없다. 또한, 사파이어 기판에

한하지 않고 SiC 기판, 스피넬 기판, MgO 기판, 또는 Si 기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SiC 기판의 경우에는 사파이어 

기판에 비교하여 벽개하기 쉽기 때문에, LED 소자를 칩 분할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버퍼

층(22)은 그 위에 질화갈륨계 반도체를 에피텍 샬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면 GaN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재료, 예를 들

면 AlN이나 AlGaN 3원 혼합 결정을 이용해도 좋다.

n 형 클래드층(24) 및 p 형 클래드층(29)은, n-Al 0.1 Ga 0.9 N 이외의 Al 조성을 구비한 AlGaN 3원 혼합 결정이나, 

단순히 GaN을 이용해도 좋다. 이 경우 Al 조성을 크게하면 활성층과 클래드층과의 에너지 갭차가 커지고, 캐리어가 

활성층에 유효하게 차광되어 온도 특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캐리어의 차광이 유지될 정도로 Al 조성을 작게 

하면, 클래드층에서의 캐리어의 이동도가 커지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소자 저항을 작게 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다. 또한 이들 클래드층은 미량으로 다른 원소를 포함한 4원 이상의 혼합 결정 반도체라도 좋고, n 형 클래드층(

24)과 p 형 클래드층(29)에서 혼합 결정의 조성이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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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층(25 및 28)은, 그 에너지 갭이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26)을 구성하는 양자 웰층의 에너지 갭과 클래드층(

24, 29)의 에너지 갭 사이의 값을 구비한 재료이면 GaN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재료, 예를 들면 InGaN, AlGaN 등의 

3원 혼합 결정이나 InGaAlN 등의 4원 혼합 결정 등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가이드층 전체에 걸쳐 도너 또는 억셉터를

도핑할 필요는 없고,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26)측의 일부만을 비도핑으로 해도 좋고, 또한 가이드층 전체를 비도

핑으로 해도 좋다. 이 경우, 가이드층에 존재하는 캐리어가 적어지고, 자유 캐리어에 의한 빛의 흡수가 저감되어, 또한

광 출력이 향상한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가이드층(25, 28)에는, n 형 클래드층(24)과 p 형 클래드층(29)으로부

터 각각 전자 와 정공을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26)으로 주입하기 쉽게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특히 가이드층(25, 

28)을 설치하지 않아도 LED 소자 특성이 크게 악화하는 일은 없으므로, 가이드층(25, 28)은 없어도 상관없다.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26)을 구성하는, 2층의 In 0.2 Ga 0.8 N 양자 웰층(34)과 1층의 In 0.05 Ga 0.95 N 장벽층(

35)은, 필요한 발광 파장에 따라 그 조성을 설정하면 되고, 발광 파장을 길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양자 웰층(34)의 In 

조성을 크게 하고, 짧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양자 웰층(34)의 In 조성을 작게 한다. 또한 양자 웰층(34)과 장벽층(35)

은, InGaN 3원 혼합 결정에 미량으로 다른 원소, 예를 들면 A1를 포함한 4원 이상의 혼합 결정 반도체라도 좋다. 또

한 장벽층(35)은 단순히 CaN을 이용해도 좋다.

이어서, 도 7과 도 8을 참조하여 상기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의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MOCVD 법(유기 금속 기상 성장법)을 이용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지만, GaN을 에피텍샬 성장할 수 있는 성장법이면 

되고, MBE 법(분자선 에피텍샬 성장법)이나 HDVPE(하이드라이드 기상 성장법)등의 다른 기상 성장법을 이용할 수

도 있다.

우선 소정의 성장 화로 내에 설치된, c 면을 표면으로서 구비한 사파이어 기판(21) 상에, TMG와 NH 3 을 원료에 이

용하여, 성장 온도 550℃에서 GaN 버퍼층(22)을 35 ㎚ 성장시킨다.

이어서 성장 온도를 1050℃까지 상승시켜, TMG와 NH 3 , 및 SiH 4 를 원료로 이 용하여, 두께 3㎛의 Si 도핑 n-Ga

N 컨택트층(23)을 성장시킨다. 또한 계속해서 TMA를 원료에 더하고,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3㎛의 Si

도핑 n-Al 0.1 Ga 0.9 N 클래드층(24)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TMA를 원료로부터 제외하여, 성장 온도는 1050℃ 상

태에서 두께 0.05㎛의 Si 도핑 n-GaN 가이드층(25)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성장 온도를 750℃로 내리고, TMG와 NH 3 , 및 TMI를 원료로 이용하여 In 0.2 Ga 0.8 N 양자 웰층(두께 3 

㎚ : 34), In 0.05 Ga 0.95 N 장벽층(두께 5 ㎚ : 35), In 0.2 Ga 0.8 N 양자 웰층(두께 3 ㎚ : 34)을 차례로 성장시킴에 

따라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전체의 두께 11 ㎚ : 26)을 작성한다. 또한 계속해서 TMG와 TMA와 NH 3 을 원료로

이용하여, 성장 온도는 750℃ 상태에서 두께 10 ㎚의 Al 0.2 Ga 0.8 N 증발 방지층(27)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다시 성장 온도를 1050℃로 상승시켜, TMG와 NH 3 , 및 Cp 2 Mg를 원료로 이용하여, 두께 0.05㎛의 Mg 

도핑 p-GaN 가이드층(28)을 성장시킨다. 또한 계속해서 TMA를 원료로 더하고,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3㎛의 Mg도핑 p-Al 0.1 Ga 0.9 N 클래드층(29)을 성장시킨다. 계속해서, TMA를 원료로부터 제외하여, 성장 온도

는 1050℃상태에서 두께 0.2㎛의 Mg 도핑 p-GaN 컨택트층(30)을 성장시켜, 질화갈륨계 에피텍샬 웨이퍼를 완성한

다.

그 후, 이 웨이퍼를 800℃의 질소 가스 분위기 내에서 어닐링하여, Mg 도핑의 p 형층을 저저항화시킨다.

또한 통상의 포트리소그래피와 드라이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L.ED 소자 제작을 위해 소정의 영역에, p-GaN 컨택트

층(30)의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n-GaN 컨택트층(23)이 노출할 때까지 에칭을 행한다.

이어서, p-GaN 컨택트층(30) 표면에 니켈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p 측 전극(31)을 형성하고, 에칭에 의해 노출한 n-G

aN 컨택트층(23)의 표면에 티탄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는 n 측 전극(32)을 형성하여, 질화갈륨계 LED 웨이퍼를 

완성한다.

그 후, 이 웨이퍼를 개개의 칩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각 칩을 스템(stem)에 마운트하고, 와이어본딩에 의해 각 전극과

리드 단자를 접속하여,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를 완성한다.

이상과 같이 함으로써 제작된 청색 LED 소자는, 순방향 전류 20 ㎃이고, 발광 파장 430 ㎚·광 출력 6 ㎽라는 발광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류-광 출력 특성은 높은 주입 전류에 있어서도 광 출력은 포

화하지 않고, 종래의 LED 소자에 비해 특성이 개선되었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26)을 구성하는 양자 웰층(34)과 장벽층(35)의 층 두께를 각각 3 

㎚ 및 5 ㎚로 했지만, 이들의 층 두께는, 2층의 양자 웰층에 균일하게 전자·정공을 주입하기 위해 양자 웰층(34)과 

장벽층(35)의 각 층 두께를 10 ㎚ 이하로 하면, 본 실시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층 두께라도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26)에 접하도록 Al .0.2 Ga 0.8 N 증발 방지층(27)을 형성하고 있

지만, 이것은 양자 웰층(34)이 성장 온도를 상승하고 있는 동안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양자 웰층(3

4)을 보호하는 것이면 증발 방지층(27)으로서 이용할 수 있고, 그외 Al 조성을 갖는 AlGaN 3원 혼합 결정이나 GaN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이 증발 방지층(27)에 Mg를 도핑해도 좋고, 경우에는 p-GaN 가이드층(28)이나 p-Al 0.1 Ga 0

.9 N 클래드층(29)으로부터 정공이 주입되기 쉽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양자 웰층(34)의 In 조성이 작은 경우에

는 증발 방지층(27)을 형성하지 않아도 양자 웰층(34)은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증발 방지층(27)을 형성하지 않

아도, 본 실시 형태의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특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제5 실시 형태)

도 10은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11은 도 10중의

C 부를 확대한 단면도이다. 이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46)의 구조 외에는,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46) 외의 층에 대해

서는 도 10, 도 1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참조 번호를 이용하여,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 제1 실시 형태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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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여러가지 변형이나 대체물 및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본 실시 형태에 대해 적합한 것은 

물론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46)은, 4층의 In 0.2 Ga 0.8 N 양 자 웰층(54)과 3층의 In 0.05 Ga 0.95

N 장벽층(55)이 교대로 적층되고 형성되어 있다. 각 장벽층(55)의 두께는 4 ㎚ 이하이다.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46)을 구성하는 4층의 In 0.2 Ga 0.8 N 양자 웰층(54)과 3층의 In 0.05 Ga 0.95 N 장벽층(5

5)은, 필요한 레이저 발진 파장에 따라 그 조성을 설정하면 되고, 발진 파장을 길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양자 웰층(54)

의 In 조성을 크게 하고, 짧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양자 웰층(54)의 In 조성을 작게 한다. 또한 양자 웰층(54)과 장벽

층(55)은, InGaN 3원 혼합 결정에 미량으로 다른 원소, 예를 들면 A1을 포함한 4원 이상의 혼합 결정 반도체라도 좋

다. 또한 장벽층(55)은 단순히 GaN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양자 웰층(54)의 층수는 2층 또는 3층이라도 상관없다. 단

장벽층(55)의 층 두께는, 모든 재료·양자 웰층수에서도 4 ㎚ 이하로 설정하고, 양자 웰층 간에서 전자나 정공의 파동

함수의 중복이 생기도록 해둔다.

이어서, 도 10과 도 11을 참조하여 상기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의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MO

CVD 법(유기 금속 기상 성장법)을 이용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지만, GaN을 에피텍샬 성장할 수 있는 성장법이면 되

고, MBE 법(분자선 에피텍샬 성장법)이나 HDVPE (하이드라이드 기상 성장법)등의 다른 기상 성장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우선 소정의 성장 화로 내에 설치된, c면을 표면으로서 구비한 사파이어 기판(1) 상에, 트리메틸갈륨(TMG)과 암모니

아(NH 3 )를 원료로 이용하여, 성장 온도 550℃에서 GaN 버퍼층(2)을 35 ㎚ 성장시킨다.

이어서 성장 온도를 1050℃까지 상승시켜, TMG와 NH 3 , 및 실란 가스(SiH 4 )를 원료로 이용하여, 두께 3㎛의 Si 

도핑 n-GaN 컨택트층(3)을 성장한다. 또한 계속해서 트리메틸 알루미늄(TMA)을 원료에 더하고, 성장 온도는 1050

℃ 상태에서 두께 0.7㎛의 Si 도핑 n-Al 0.1 Ga 0.9 N 클래드층(4)을 성장시킨다. 계속해서, TMA를 원료로부터 제외

하여,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05㎛의 Si 도핑 n-GaN 가이드층(5)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성장 온도를 750℃로 내리고, TMG와 NH 3 , 및 트리메틸인듐(TMI)을 원료로 이용하여, In 0.2 Ga 0.8 N 양

자 웰층(두께 3 ㎚ : 54)과 In 0.05 Ga 0.95 N 장벽층(두께 2 ㎚ : 55)의 교대 성장을 3회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In 0.2

Ga 0.8 N 양자 웰층(두께 3 ㎚ : 54)를 1층만 성장시킴으로써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전체 두께 18 ㎚ : 46)을 작

성한다. 또한 계속해서 TMG와 TMA와 NH 3 을 원료로 이용하여, 성장 온도는 750℃ 상태에서 두께 10 ㎚의 Al 0.2

Ga 0.8 N 증발 방지층(7)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다시 성장 온도를 1050℃로 상승시켜, TMG와 NH 3 , 및 시클로펜타디에닐마그네슘(Cp 2 Mg)을 원료로 이

용하여, 두께 0.05㎛의 Mg 도핑 p-GaN 가이드층(8)을 성장시킨다. 또한 계속하여 TMA를 원료에 더하고, 성장 온도

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7㎛의 Mg 도핑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을 성장시킨다. 계속해서, TMA를 원료로

부터 제외하여,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2㎛의 Mg 도핑 p-GaN 컨택트층(10)을 성장시켜, 질화갈륨계 

에피텍샬 웨이퍼를 완성시킨다.

그 후, 이 웨이퍼를 800℃의 질소 가스 분위기 중에서 어닐링하여, Mg 도핑의 p 형층을 저저항화한다.

또한 통상의 포트리소그래피와 드라이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200㎛ 폭의 스트라이프형으로 p-GaN 컨택트층(10)의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n-GaN 컨택트층(3)이 노출할 때까지 에칭을 행한다. 이어서, 상술한 바와 같은 포트리소그래

피와 드라이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남은 p-GaN 컨택트층(10)의 최외측 표면에, 5㎛ 폭의 스트라이프형으로 릿지 구

조를 형성하도록 p-GaN 컨택트층(10)·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을 에칭한다.

이어서, 릿지의 측면과 릿지이외의 p 형층 표면에 두께 200 ㎚의 SiO 2 절연막(13)을 형성한다. 이 SiO 2 절연막(13)

과 p-GaN 컨택트층(10)의 표면에 니켈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p 측 전극(11)을 형성하여, 에칭에 의해 노출한 n-GaN

컨택트층(3)의 표면에 티탄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는 n 측 전극(12)을 형성하여, 질화갈륨계 LD 웨이퍼를 완성시

킨다.

그 후, 이 웨이퍼를 릿지 스트라이프에 수직 방향으로 벽개하여 레이저의 공진기 단면을 형성하고, 또한 개개의 칩으

로 분할한다. 그리고, 각 칩을 스템에 마운트하고, 와이어 본딩에 의해 각 전극과 리드 단자를 접속하여,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완성한다.

이상과 같이 함으로써 제작된 청색 LD 소자는, 발진 파장 430 ㎚, 발진 임계 치 전류 40㎃라는 레이저 특성을 얻을 수

있고, 300㎒ 이상 1GHz 정도까지의 고주파 전류의 주입에 따라 광 출력도 변조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 광 디

스크용으로서 본 실시예의 청색 LD 소자를 이용하면, 데이타의 판독 에러를 방지할 수 있고, 광 디스크용으로서 사용

가능한 청색 LD 소자를 실현할 수 있었다.

도 12에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서, 양자 웰층의 층수를 1로부터 5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임계치 전류치

와, 광 출력의 변조가 가능한 주입 전류의 최대 변조 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내어져 있다. 각 반도체 

레이저의 구조는, 양자 웰층의 층수가 다른 것, 및 양자 웰층수에 따라 장벽층의 층수가 다른 것 외에는 본 실시 형태

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동일하다. 이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발진 임계치 전류가 낮고, 또한 3

00㎒ 이상 1GHz 정도까지의 고주파 전류의 주입이라도 광 출력이 충분히 변조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양자 웰층수가

2이상 4이하인 본 발명의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뿐이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46)을 구성하는 양자 웰층(54)과 장벽층(55)의 층 두께를 각각 3 

㎚과 2 ㎚로 했지만, 이들 층 두께는 양자 웰층(54)의 층 두께를 10 ㎚이하로 하여 장벽층(55)의 층 두께를 4 ㎚ 이하

로 하여, 각 양자 웰층에 균일하게 전자·정공을 주입하도록 하면, 본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층 두께라도 동등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13에는, 양자 웰층수가 2층, 3층, 4층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서, 장벽층의 층

두께를 변화시켰을 때의 광 출력의 변조가 가능한 주입 전류의 최대 변조 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도시되

어 있다. 이 때 반도체 레이저의 구조는, 장벽층의 층 두께가 다른 것 외에는 본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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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소자와 동일하다. 이 도면으로부터, 장벽층의 층 두께를 4 ㎚ 이하로 하면, 300㎒ 이상 1GHz 정도까지의 고주

파 전류의 주입이라도 광 출력이 충분히 변조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자 웰층 두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웰층 두께를 10 ㎚ 이하로 하면, 1GHz 정도의 고주파 전류의 주입이라도 광 출력이 충분히 변조되는 것

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6 실시 형태)

도 14는 본 발명의 제6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구동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4 중에 나타

내는 반도체 레이저 소자(66)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서 얻어진 양자 웰층수가 4층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

저 소자를 이용하고 있다. 고주파 구동 회로(17)는 제2 실시 형태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구성의 것으로, 높은 주파

수에서 반도체 레이저(66)에의 주입 전류를 변조하고, 광 출력을 변조시키기 위한 반도체 레이저의 구동 회로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주입 전류의 변조 주파수를 300㎒로 하였다. 제5 실시 형태에서 얻어진 질화 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는, 주입 전류의 최대 변조 주파수는 1GHz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고, 300㎒의 주파수에서도 광 출력을 충분

히 변조시킬 수 있었다. 본 실시 형태를 광 디스크용의 광원으로서 이용하면, 반도체 레이저의 광 출력이 충분히 변조

되므로 레이저 광의 코히어런스를 저하시킬 수 있고, 디스크면으로부터의 레이저 광의 복귀광에 의한 잡음을 저감시

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에러 없음으로 광 디스 크로부터의 데이타의 판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는, 주입 전류의 변조 주파수를 300㎒로 했지만, 레이저 광의 코히어런스를 저하시켜, 디스크면

으로부터의 레이저 광의 복귀광에 의한 잡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주파수이면 되고, 300㎒ 이상 최대 1GHz까지의 다

른 변조 주파수로 질화물 반도체 레이저를 구동해도 상관없다.

(제7 실시 형태)

도 15는 본 발명의 제7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레이저 소자와 정 전류 구동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5중에

나타내는 반도체 레이저 소자(68)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서 얻어진 양자 웰층수가 4층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를 이용하고 있지만, 릿지 구조를 형성할 때의 스트라이프폭과,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을 에칭하

는 깊이를 조정함으로써, 변조되지 않은 일정 전류를 주입해도 광 출력이 변조되는 자려 발진형의 반도체 레이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스트라이프폭을 3㎛,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의 에칭시의 잔여막 두께를 0.2㎛로 

하였다. 또한 이들 스트라이프폭과 에칭의 잔여막 두께는, 본 실시 형태의 값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프폭

으로서는 1∼5㎛, p 형 클래드층의 에칭시의 잔여막 두께로는 0.05∼0.5㎛ 이면 좋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자려 

발진형의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서의 광 출력의 변조 주파수는 800㎒ 이었다.

본 발명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로서는, 양자 웰층수를 2이상 4이하로 하고, 장벽층의 층 두께를 4 ㎚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양자 웰층 내에 존재하는 전자와 정공의 밀도가 변조되기 쉽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입 전류를

변조하여 전자와 정공의 밀도를 변조함으로써 광 출력을 변조할 뿐 아니라, 변조되지 않은 일정 전류의 주입으로도 

전자와 정공의 밀도가 변조되어 광 출력이 변조되는 자려 발진형의 반도체 레이저의 제작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높

은 주파수로 광 출력이 변조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 전류 구동 회로(19)는, 제3 실시 형태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일정 전류를 주입하기 위한 반도체 레이저

의 구동 회로이다. 본 발명을 광 디스크용의 광원으로서 이용하면, 반도체 레이저의 광 출력이 충분히 변조되므로 레

이저 광의 코히어런스를 저하시킬 수 있어, 디스크면으로부터의 레이저 광의 복귀광에 의한 잡음을 저감시킬 수 있었

다. 그 결과, 에러 없음으로 광 디스크로부터의 데이타의 판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 이용한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18)는, 릿지 구조를 형성할 때의 스트라이프폭과, p-Al 

0.1 Ga 0.9 N 클래드층(9)을 에칭하는 깊이를 조정함으로써 자려 발진형의 반도체 레이저로 했지만, 통상의 GaAs 계 

반도체 레이저 등으로 이용되고 있듯이, 활성층의 근방에 가포화(saturable) 흡수층(도시하지 않음)을 설치하여 자려 

발진형의 반도체 레이저라 해도 상관없다.

(제8 실시 형태)

도 16은 본 발명의 제8 실시 형태에 따른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17은 도

16중의 D 부를 확대한 단면도이다. 이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76)의 구

조 외에는, 제4 실시 형태의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76

) 외의 층에 대해서는 도 7, 도 8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참조 번호를 이용하여,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 제4 실

시 형태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변형이나 대체물 및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본 실시 형태에 대

해 적합한 것은 물론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76)은, 3층의 In 0.2 Ga 0.8 N 양자 웰층(84)과 2층의 In 0.05 Ga 0.95

N 장벽층(85)이 교대로 적층되어 형성되고 있다. 각 장벽층(85)의 두께는 4 ㎚ 이하이다.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76)을 구성하는, 3층의 In 0.2 Ga 0.8 N 양자 웰층(84)과 2층의 In 0.05 Ga 0.95 N 장벽층(

85)은, 필요한 발광 파장에 따라 그 조성을 설정하면 되고, 발광 파장을 길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양자 웰층(84)의 In 

조성을 크게 하고, 짧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양자 웰층(84)의 In 조성을 작게 한다. 또한 양자 웰층(84)과 장벽층(85)

은, InGaN 3원 혼합 결정에 미량으로 다른 원소, 예를 들면 A1을 포함한 4원 이상의 혼합 결정 반도체라도 좋다. 또

한 장벽층(85)은 단순히 GaN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양자 웰층의 층수는 2층 또는 4층이라도 상관없다. 단 장벽층(8

5)의 층 두께는, 모든 재료·양자 웰층 수에서도 4 ㎚ 이하로 설정하고, 양자 웰층 간에 전자나 정공의 파동 함수의 중

복이 생기도록 해둔다.

이어서, 도 16과 도 17을 참조하여 상기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의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는 MOCVD 법(유기 금속 기상 성장법)을 이용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지만, GaN을 에피텍샬 성장할 수 있는 성장법이

면 되고, MBE 법(분자선 에피텍샬 성장법)이나 HDVPE(하이드라이드 기상 성장법)등의 다른 기상 성장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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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정의 성장 화로 내에 설치된, c 면을 표면으로 하여 구비한 사파이어 기판(21) 상에, TMG와 NH 3 을 원료로 

이용하여, 성장 온도 550℃에서 GaN 버퍼층(22)을 35 ㎚ 성장시킨다.

이어서 성장 온도를 1050℃까지 상승시켜, TMG와 NH 3 , 및 SiH 4 를 원료로 이용하여, 두께 3㎛의 Si 도핑 n-Ga

N 컨택트층(23)을 성장시킨다. 또한 계속해서 TMA를 원료에 더하고,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3㎛의 Si

도핑 n-Al 0.1 Ga 0.9 N 클래드층(24)을 성장시킨다. 계속해서, TMA를 원료로부터 제외하여,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05㎛의 Si 도핑 n-GaN 가이드층(25)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성장 온도를 750℃로 내리고, TMG와 NH 3 , 및 TMI를 원료로 이용하여, In 0.2 Ga 0.8 N 양자 웰층(두께 3 

㎚ : 84)과 In 0.05 Ga 0.95 N 장벽층(두께 4 ㎚ : 85)의 교대 성장을 2회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In 0.2 Ga 0.8 N 양자 

웰층(두께 3 ㎚ : 84)을 1층만 성장시킴으로써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전체 두께 17 ㎚ : 76)을 작성한다. 또한 계

속하여 TMG와 TMA와 NH 3 을 원료로 이용하여, 성장 온도는 750℃ 상태에 서 두께 10 ㎚의 Al 0.2 Ga 0.8 N 증발

방지층(27)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다시 성장 온도를 1050℃로 상승시켜, TMG와 NH 3 , 및 Cp 2 Mg를 원료로 이용하여, 두께 0.05㎛의 Mg 

도핑 p-GaN 가이드층(28)을 성장시킨다. 또한 계속해서 TMA를 원료로 더하고,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3㎛의 Mg 도핑 p-Al 0.1 Ga 0.9 N 클래드층(29)을 성장시킨다. 이어서, TMA를 원료로부터 제외하여, 성장 온도는

1050℃ 상태에서 두께 0.2㎛의 Mg 도핑 p-GaN 컨택트층(30)을 성장시켜, 질화갈륨계 에피텍샬 웨이퍼를 완성시킨

다.

그 후, 이 웨이퍼를 800℃의 질소 가스 분위기 내에서 어닐링하여, Mg 도핑의 p 형층을 저저항화한다.

또한 통상의 포트리소그래피와 드라이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LED 소자 제작을 위해 소정의 영역에, p-GaN 컨택트

층(30)의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n-GaN 컨택트층(23)이 노출할 때까지 에칭을 행한다.

이어서, p-GaN 컨택트층(30)의 표면에 니켈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p 측 전극(31)을 형성하고, 에칭에 의해 노출한 n-

GaN 컨택트층(23) 표면에 티탄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는 n측 전극(32)을 형성하여, 질화갈륨계 LED 웨이퍼를 완

성한다.

그 후, 이 웨이퍼를 개개의 칩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각 칩을 스템에 마운트하고, 와이어본딩에 의해 각 전극과 리드 

단자를 접속하여,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를 완성한다.

이상과 같이 함으로써 제작된 청색 LED 소자는, 순방향 전류 20㎃이고, 발광 파장 430 ㎚·광 출력 6㎽라는 발광 특

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류-광 출력 특성은 높은 주입 전류에서도 광 출력은 포화하지

않고, 종래의 LED 소자에 비교하여 특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전류 주입에 의한 파장 시프트도 개선되고, 종래의 청색

LED 소자로 약 7 ㎚의 시프트량이, 본 발명에서는 2 ㎚로 저감되었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는 다중 양자 웰 구조 활성층(76)을 구성하는 양자 웰층(84)과 장벽층(85)의 층 두께를 각각 3 

㎚ 및 4 ㎚로 했지만, 이들 층 두께는 양자 웰층(84)의 층 두께를 10 ㎚ 이하로 하고 장벽층(85)의 층 두께를 4 ㎚ 이

하로 하여, 각 양자 웰층에 균일하게 전자·정공을 주입하도록 하면, 본 실시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층 두께라도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본 발명의 질화 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는, 광 디스크 등의 정보 처리용으로서 사용되는 반도체 레이저 소자나, 대형

컬러 표시 장치 등을 위한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소자로서 이용되는 것으로, 또한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 전류를 주입

하기 위한 구동 회로와 맞추면, 예를 들면 광 디스크의 데이타 판독용의 반도체 레이저 광원 장치로서도 이용할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외선으로부터 녹색에 해당하는 대역내의 발광 파장을 갖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1, 21),

적어도 인듐과 갈륨을 포함하는 질화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양자 웰 구조를 갖는 활성층(6, 26), 및

상기 활성층을 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제1 클래드층(4, 24) 및 제2 클래드층 (9, 29)

을 포함하고,

상기 활성층(6, 26)은 2개의 양자 웰층(14, 34)과 상기 양자 웰층 간에 개재된 하나의 장벽층(15, 35)으로 이루어지

며, 각각의 양자 웰층의 두께는 10 ㎚ 이하이고 장벽층의 두께도 10 n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

체 발광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양자 웰층은 균일하게 분포되는 전자와 정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

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갈륨게 반도체 발광 소자는 반도체 레이저 소자이고, 상기 활성층(6)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발진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는 자려 발진형(self-oscillating) 반도체 레이저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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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자외선으로부터 녹색에 해당하는 대역내의 발광 파장을 갖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1),

적어도 인듐과 갈륨을 포함하는 질화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양자 웰 구조를 갖는 활성층(46), 및

상기 활성층을 개재하고 있는 제1 클래드층(4) 및 제2 클래드층(9)

을 포함하고,

상기 활성층(46)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발진부를 형성하고, 2 내지 4개의 양자 웰층(54)과 상기 양자 웰층 간

에 개재된 1 내지 3개의 장벽층(55)을 포함하되,

상기 장벽층(55)의 두께는 4 ㎚ 이하이며, 상기 제1 및 제2 클래드층 중 하나는 p형 클래드층이고, 이 p형 클래드층은

릿지부와 이 릿지부의 대향 측면에 평면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각각의 양자 웰층은 균일하게 분포되는 전자와 정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는 자려 발진형 반도체 레이저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

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각 양자 웰층(14, 34, 54)의 두께는 10 ㎚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

저 소자.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 전류를 주입하는 구동 회로(17, 19)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는 변조된 전류이고,

상기 전류의 변조 주파수는 300 ㎒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층을 형성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는 질소, 인듐, 및 갈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소자는 상기 레이저 소자에 전류가 주입될 때 변조 광출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15.
자외선으로부터 녹색에 해당하는 대역내의 발광 파장을 갖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과,

적어도 인듐과 갈륨을 포함하는 질화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며 양자 웰 구조를 갖는 활성층, 및

상기 활성층을 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제1 클래드층 및 제2 클래드층

을 포함하고,

상기 활성층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소자의 발진부를 형성하고, 2개의 양자 웰층과 이들 양자 웰층 간에 개재된 하나의

장벽층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 및 제2 클래드층 중 하나는 p형 클래드층이고, 상기 p형 클래드층은 릿지부와 이 

릿지부의 대향면 상의 평면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16.
제6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릿지부는 대략 1㎛ 내지 5㎛의 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17.
제6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평면부는 0.05㎛ 내지 0.5㎛의 막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

도체 레이저 소자.

청구항 1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발광 소자에 전류를 주입하기 위한 구동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

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는 변조된 전류이며, 이 전류의 변조 주파수는 300 MHz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

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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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소자는 상기 발광 소자에 전류가 주입될 때 변조된 광출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층을 형성하는 상기 질화물 반도체는 질소, 인듐, 및 갈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화갈륨계 반도체 발광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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