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1L 21/20 (2006.01)

     H01L 33/00 (2006.01)

     H01S 5/30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42594

2007년04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5-0098379

(22) 출원일자 2005년10월19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삼성코닝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472

(72) 발명자 신현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6동 406-2

이기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아파트 311동 206호

(74) 대리인 천성진

전체 청구항 수 : 총 1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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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주면이 a면({11-20}면)이고, 결정 방향에서 총 1개 내지는 3개의 편평한 측면(orientation flat)을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본 발명의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은 면방위

의 판별이 용이하여 이 질화물 반도체 기판 위에 반도체 소자 형성시 정밀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2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면이 a면({11-20}면)이고, 결정 방향에서 총 1개 내지는 3개의 편평한 측면(orientation flat)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2.

공개특허 10-2007-0042594

- 1 -



제 1 항에 있어서,

편평한 측면이 기판의 끝단에 형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원형 모체를 갖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편평한 측면이 m면, c면 및 r면 중 어느 한면에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편평한 측면이 m면, c면 및 r면 중 어느 한면과, 이와 평행한 다른 등가면에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편평한 측면이 m면, c면, 및 상기 m면과 c면 중 어느 한면에만 접하는 r면에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앞뒷면의 구별이 가능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단축이 <1-100>방향인 타원형 모체를 갖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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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편평한 측면이 m면, c면 및 r면 중 어느 한면에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편평한 측면이 r면에 형성되어 있어 앞뒷면의 구별이 가능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편평한 측면이 m면, c면 및 r면 중 어느 두면에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앞뒷면의 구분이 가능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

청구항 13.

총 1개 내지는 3개의 편평한 측면이 형성된 r면 사파이어 단결정 기재 위에 수소화물 기상성장법(HVPE)을 이용하여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후막을 성장시킨 후 상기 사파이어 기재를 분리해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

정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X-선 측각도계(goniometer)로 면방향을 측정하여 절단한 후 연마하는 공정을 통해 r면 사파이어 단결정 기재에 편평한

측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면방위의 판별이 용이하도록 면방위 표식으로서 편평한 결정 방향 측면(orientation flat)을 갖는 a면 질화물 반

도체 단결정 기판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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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 제조시 기재, 즉 자립 기판(freestanding plate)으로서 사용되는, 질화갈륨(GaN)과 같은 질화물계 단결정 기

판은 GaAs 기판 상에 질화물 반도체(GaN) 후막을 성장시킨 뒤 GaAs 기판을 제거하거나(일본 특개평10-114600호 공보)

, 사파이어(sapphire) 기판 상에 질화물 반도체 후막을 성장시킨 뒤 사파이어 기판을 제거함으로써(일본 특개평10-

256662호 공보) 주로 제조된다.

종래에 알려진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은 주로 {111}면의 GaAs 기판이나 c면({0001}면)의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

된 c면({0001}면)의 질화물 막으로서, 유기금속 화학증착법(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분

자선 증착법(MBE: Molecular Beam Epitaxy) 또는 할라이드 기상증착법(HVPE: Halide Vapor Phase Epitaxy) 등의 방

법에 의해 성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c면 질화물계 단결정 막은 c-결정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 갈륨층과 질소층이 반복적으로 적층되어 있어 극

성(polarity)을 띄게 되는데, 예를 들어 GaN/AlGaN 헤테로구조체의 경우, 자발분극(spontaneous polarization) 또는 압

전분극(piezoelectric polarization)에 의해 형성되는 강한 전기장(electric field)에 의해 헤테로구조체 내의 전자 밴드 구

조(electronic band structure)가 변화하여,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에 악영향을 준다. 즉, c-결정축 성장방향

으로 편향의 비연속성(polarization discontinuity)이 존재하여 표면과 계면에 고정된 시트 전위(sheet charge)를 생성하

여 그 결과로 생기는 내부 전기장이 양자우물(quantum well) 내에 있는 전자와 정공 파동함수(wavefunction)를 분리시켜

발광을 적색파장 쪽으로 이동시키고 내부의 양자효율(quantum efficiency)을 감소시킨다.

이에 반해, a면({11-20}면) 질화물계 결정들은 비극성(non-polar)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은 c면 질화

물계 단결정의 문제점, 즉 분극에 의한 내부전기장에 의해 양자효율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a면 질화물계 결

정들은 편향장(polarization field)이 없어 밴드 벤딩(band bending)이 일어나지 않고, 비극성 결정면에 AlGaN/GaN 양자

우물을 성장시킨 구조로부터 스탁 효과(Stark effect)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a면의 비극성 질화물계 헤테로구조체는 고효

율의 자외선-가시광선 영역의 발광소자와 고출력 마이크로파 트랜지스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본원 발명자들은 r면({1-102}면) 사파이어 단결정 기재 위에 할라이드 기상증착법(HVPE)을 이용하여 a면 질화물 단결

정을 성장시킨 후 사파이어 기재를 분리해 내어 두께 300㎛ 이상의 비극성 a면 질화물 자립 기판을 제조한 바 있다 (국내

특허출원 제2004-32195호 참조).

한편, 질화물 반도체 기판 위에 반도체 소자를 형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질화물 반도체 기판의 면방위를 판별하여 작업의

정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부터 사용된 c면 질화물 반도체 기판의 경우에는 면방위의 판별과 관련한 보고가 있

으나 (일본 특허공개 제2002-222746호 참조), 이와 전혀 다른 방위를 갖는 a면 질화물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면방위의 판별과 관련한 아무런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고유의 면방위 표식이 요구된다.

나아가, a면 질화물 반도체는 c면 질화물 반도체와는 달리 비극성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는 주면의 표리(앞뒤)를 판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도체 소자 제조시 필요한 전극을 형성하기 위하여 앞뒷면의 표면 거칠기를 달리할 필

요도 있어서, 표리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면방위 표식 또한 추가로 요구되어 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면방위의 판별이 용이한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주면이 a면({11-20}면)이고, 결정 방향에서 총 1개 내지는 3개의 편평한 측

면(orientation flat)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a면({11-20}면)을 주면으로 하는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의 방위를 도 1에 나타내었다. 도 1을 살펴보면, a면 질화물

반도체 기판은 <1-100>방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1-100}면("m면"), <0001>방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0001}면("c

면") 및 {1-102}면("r면")을 등가면으로서 갖는다. 이외에도, a면 질화물 반도체 기판은 상기한 m면, c면 및 r면에 각각 평

행한(각도 관계가 동일한) {-1100}면, {000-1}면 및 {-110-2}면을 가지며, 또한 상기한 r면과 직각으로 위치한 {1-

10-2}면 및 {-1102}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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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엄밀히 구분하자면, a면 질화물 반도체 기판은 8개의 서로 구분되는 등가면을 가지나, 본원 명세서 전반에 걸

쳐, {1-100}면 및 이에 평행한 {-1100}면을 모두 m면으로, {0001}면 및 이에 평행한 {000-1}면을 모두 c면으로, {1-

102}면, 및 이에 평행하거나 직각인 {-110-2}면, {1-10-2}면 및 {-1102}면을 모두 r면으로 지칭한다. 이는 각도 관계

가 동일하면 특정 방향이나 면을 등가인 방향이나 면으로 대치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에 근거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은 이러한 m면, c면 및 r면의 등가면을 나타내는 특정 표식으로서의 "편평

한 결정 방향 측면(orientation flat)"을 총 1개, 2개 또는 3개 가짐으로써 면방위 또는 등가방향의 판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평한 측면은 소정의 길이를 가지면서 기판의 끝단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평한 측면의 길이가 짧을수록

기판의 유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너무 짧은 경우 편평한 측면을 통해 벽개 방향의 평행성을 확인하는 공정

이 곤란해지므로, 예를 들어, 2인치(inch) 지름의 기판에 대하여는 5 내지 15mm의 길이로 편평한 측면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기판의 모체가 원형인 경우 1개 내지 3개의 편평한 측면을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1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경우에는 m면, c면 및 r면 중 어느 한면에; 2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경우에는 m면, c면 및 r면 중 어느 한면과, 이와

평행한 다른 등가면에; 3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경우에는 m면, c면, 및 상기 m면과 c면 중 어느 한면에만 접하는 r면에

형성될 수 있다.

3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경우로서, m면, c면, 및 상기 c면에 접하는 r면에 편평한 측면(각각 OF1, OF2 및 OF3)을 갖는

원형 기판을 도 2a에, m면, c면, 및 상기 m면에 접하는 r면에 편평한 측면(각각 OF1, OF2 및 OF3)을 갖는 원형 기판을 도

2b에 나타내었다.

원형 기판에 있어서 앞뒷면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m면, c면, 및 상기 m면과 c면 중 어느 한면에만 접하는 r면을

나타내는 3개의 편평한 측면을 가져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타원형 모체 기판은 장방형의 모양(장축과 단축)을 가지며 단축이 <1-100>방향인 것으로서, 1개 또는 2

개의 편평한 측면을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1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경우에는 m면, c면 및 r면 중 어느 한면에; 2개

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경우에는 m면, c면 및 r면 중 어느 두면에 형성될 수 있다.

1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대표적인 타원형 기판의 예를 도 3a 내지 3c에, 2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대표적인 타원형 기

판의 예를 도 4a 내지 4c에 나타내었다.

타원형 기판에 있어서 앞뒷면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r면을 나타내는 1개의 편평한 측면, 또는 m면, c면 및 r면

중 어느 두면을 나타내는 2개의 편평한 측면을 가져야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결정 방향에서 편평한 측면을 갖는 본 발명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은 미리 총 1개 내지는 3개의

편평한 측면이 형성된 r면 사파이어 단결정 기재 위에 수소화물 기상성장법(HVPE)을 이용하여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후막을 성장시킨 후 상기 사파이어 기재를 분리해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때, X-선 측각도계(goniometer)로 m면,

c면, r면 등의 면방향을 측정하여 절단한 후 연마함으로써 r면 사파이어 단결정 기재에 원하는 편평한 측면을 미리 형성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상기한 특정 위치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본 발명의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은 기판 자체만으로도 면방위

의 판별이 용이하여 이 질화물 반도체 기판 위에 반도체 소자 형성시 정밀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a면({11-20}면)을 주면으로 하는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의 방위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도 2a 및 2b는 결정 방향에서 3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원형의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을 나타내는 모식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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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내지 3c는 결정 방향에서 1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타원형의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을 나타내는 모식도이

고,

도 4a 내지 4c는 결정 방향에서 2개의 편평한 측면을 갖는, 타원형의 a면 질화물 반도체 단결정 기판을 나타내는 모식도이

다.

<도면 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OF1 : m면에 해당하는 편평한 측면부

OF2 : c면에 해당하는 편평한 측면부

OF3 : r면에 해당하는 편평한 측면부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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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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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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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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