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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ＺｎＯ계 화합물 반도체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실리콘기판(1)의 표면에 실리콘질화막(2)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실리콘질화막(2) 상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지
는 n형층(3, 4) 및 p형층(6, 7)을 적어도 갖고,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해 반도체 적층부(11)가 적층되어 있다. 이 실리콘질
화막(2)은 암모니아가스 등의 질소가 존재하는 분위기 하에서 열처리를 하는 것에 의해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별
도의 형태로서는, 사파이어 기판의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주면으로 하여,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을 성장시키는 것에 의해
발광소자 등을 형성한다. 그 결과, 결정성이 대단히 우수하며, 높은 발광효율의 LED 등 고특성의 ZnO계 화합물을 이용한
소자가 얻어진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리콘기판과, 그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형성되는 실리콘질화막과, 그 실리콘질화막 상에 형성되며, ZnO계 화합물 반도체
로 이루어지는 n형층 및 p형층을 적어도 갖고,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해 적층되는 반도체 적층부를 포함하는 실리콘기판을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발광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질화막의 표면이 비결정화하지 않고 평탄면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발광소자.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질화막이, 10nm 이하의 두께로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발광소자.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적층부가, CdxZn 1-xO(0≤x<1)로 이루어지는 활성층을, MgyZn 1-yO (0≤y<1)로 이루어지고 상기 활성층보
다 밴드갭 에너지가 큰 클래드층에 의해 끼워지는 더블헤테로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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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실리콘기판을 질소가 존재하는 분위기하에서 열처리함으로써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실리콘질화막을 형성하고, 그 실리콘
질화막 상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지고 발광층을 형성하는 반도체적층부를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질화막을 형성하는 처리를, 형성되는 실리콘질화막의 표면이 실리콘기판의 평탄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처
리의 온도 또는 시간을 제어하면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사파이어 기판의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과, 그 사파이어 기판의 상기 주면 상에 사파이어 기판
의 c축과 상기 ZnO계 화합물층의 c축이 직교하도록 에피택셜 성장된 ZnO계 화합물층을 갖고, 그 ZnO계 화합물층을 주체
로 하여 소자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ZnO계 화합물소자.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파이어 기판의 주면이 A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

청구항 9.
사파이어 기판 상에 ZnO계 화합물층을 에피택셜 성장시키는 방법으로서, 사파이어 기판의 c축과 상기 ZnO계 화합물층의
c축이 직교하도록 상기 ZnO계 화합물층을 에피택셜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ZnO계 화합물층의 결정성장방법.

청구항 10.
사파이어 기판의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과, 그 사파이어 기판의 상기 주면 상에 에피택셜 성장
된 ZnO계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n형층 및 p형층을 적어도 갖고,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해 적층되는 반도체적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발광소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사파이어 기판의 주면이 A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발광소자.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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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적층부가, CdxZn 1-xO(0≤x<1)로 이루어지는 활성층을, MgyZn 1-yO (0≤y<1)로 이루어지며 상기 활성층보
다 밴드갭 에너지가 큰 클래드층에 의해 끼워지는 더블헤테로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발광소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여, 높은 기억밀도를 갖는 광디스크메모리나, 레이저비임 프린터의 고정세화(高
精細化)에 필요로 되는 청색영역에서 발광가능한 반도체레이저나 발광다이오드 등의 반도체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
SAW장치, 초전소자, 압전소자, 가스센서 등의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한 소자, 및 그들의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ZnO
계 화합물 반도체층의 결정성장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전극을 칩의 상하 양면으로부터 빼낼수 있음과 동시에 벽개(劈開)를 할 수가 있게 하거나,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을 결정성 양호하게 성장시켜, 발광효율 등의 소자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한 소자,
및 그들의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의 결정성장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총천연색 디스플레이나 신호등 등의 광원에 사용되는 청색계(자외색으로부터 황색의 파장영역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의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라 한다)나, 실온에서 연속발진하는 차세대의 고정세의 DVD광원용 등의 청색계 반도체레이저
(이하, LD라 한다)는, 최근 사파이어 기판의 C면상에 GaN계 화합물 반도체 적층함으로써 얻어지게 되어 각광을 받고 있
다.
이 구조는, 도 14에 LD칩의 사시설명도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사파이어 기판(21)상에, Ⅲ족 질화물 화합물 반도체가 유기
금속화학 기상성장법(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하, MOCVD라 한다)에 의해 순차 적층되는 것으로
서, GaN 완충층(22), n형 GaN층(23), Al0.12Ga0.88N 으로 이루어진 n형 클래드층(24), GaN으로 이루어지는 n형 광가이
드층(25), InGaN계 화합물 반도체의 다중양자 우물구조로 이루어지는 활성층(26), P형 GaN으로 이루어지는 p형 광가이
드층(27), p형 Al0.2Ga 0.8N으로 이루어지는 p형 제1클래드층(28a), Al0.12Ga0.88N으로 이루어지는 p형 제2클래드층(28b)
, p형 GaN으로 이루어지는 콘택트층(29)이 순차 적층되고, 적층된 반도체층의 일부가 도 1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드라이
에칭 등에 의해 에칭되어 n형 GaN층(23)을 노출시키고, 그 표면에 n측 전극(31), 전술한 콘택트층(29)상에 p측 전극(30)
이 각각 형성됨으로써 구성되어 있다.
한편, ZnO계 화합물 반도체도 와이드갭 에너지반도체로서, Cd를 혼합결정시킴으로써 밴드갭 에너지의 협소화가 이루어
지며, 마찬가지로 청색계 발광을 시킬수 있는 것과, SAW장치나 초전소자, 압전소자 등에 사용되는 등의 이유로, 각종의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ZnO계 화합물 반도체도 GaN계 화합물 반도체나 사파이어와 마찬가지로 6각형(hexagonal) 결정이며, 격자정
수도 이들과 가깝기 때문에, GaN계 화합물 반도체의 에피택셜 성장용기판으로서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면이
C면인 (0001) 사파이어가, 기판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이 (0001) 사파이어 기판상에 대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의 성장은, 예를들면,「Room temperature ultraviolet laser
emission from self-assembled ZnO microcrystallite thin films, Applied Phisics Letters, 제 72권 25호, 1998년 6월
22일호, 3270∼3272쪽」에 기재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청색계 반도체발광소자에서는, 기판으로서 C면을 주면으로 하는 (0001)사파이어 기판이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기판에 도전성이 없고, 적층체의 상면과 하면에 전극이 형성되는 수직형의 소자(칩의 표면과 이면에 전
극이 형성된 구조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를 구성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양쪽의 전극을, 적층한 반도체층의 표면과 그 일부를 에칭하여 노출시킨 하층의 반도체층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어, 제조공정이 복잡함과 동시에, 칩의 본딩도 복잡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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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파이어 기판은 대단히 단단하기 때문에, 벽개 하는 것이 곤란하며, 반도체레이저의 광공진기의 경면으로서 필요한
평탄한 단면을 형성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즉, 사파이어 기판은, 양호한 단결정반도체층이 얻어지는 것에 반해서, 제조공정상에서 소자제작시에, 가공성이나 전극형
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
또, 사파이어의 c축 길이 cS는 1.2991nm 이고, a축 길이 aS가 0.4754nm인데 대하여, ZnO의 c축 길이 cZ는 0.5213nm 이
고 a축 길이 aZ는 0.325nm이기 때문에, 격자부정합도 ε은, ε= (aZ-aS)/aS = -31.6%로 대단히 크게 된다.
이 경우, 도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ZnO의 결정이 30°회전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도 격자부정합도 ε은
ε=(2/31/2·aZ-aS)/aS = -21.1%로 대단히 크다.
그 때문에, 특히 결정성장시의 기판온도나 Zn 및 O원소의 공급량, 기판의 표면처리방법이나, 경사각도 등의 각종의 매개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여, 결정성장면의 평탄성의 재현성이 결핍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파이어와 ZnO로 격자정수가 정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ZnO가 30°회전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회
전하지 않는 결정과, 30°회전하는 결정이 혼재해서, 더욱 결정성장면의 평탄성의 재현성이 결핍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발명의 제1의 목적은,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여,
칩의 표리양면으로부터 전극을 빼낼 수가 있는 수직형이고, 또한, 반도체층의 결정성이 우수하고, 발광효율이 높음과 동시
에, 기판에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및 사용면에서 편리한 구조로 되는 LED나 LD 등의 반도체발광소자
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의 목적은, 실리콘기판상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결정성 양호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특히 적합한 실리콘
기판의 표면처리를 포함하는 반도체발광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3의 목적은,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해도,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결정층이 얻어지고, 소자의 특성을 향
상시킨 반도체발광소자 등의 ZnO계 화합물을 사용하는 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4의 목적은,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면서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결정층을 얻을 수가 있는 ZnO계 화
합물의 결정성장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5의 목적은,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면서,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여, 발광특성이 우
수한 LED 나 LD 등의 반도체 발광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자 등은, 상술한 바와 같이, 사파이어 기판상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성장시키는 것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1
및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으로 취급하기 쉬운 실리콘기판을 사용하여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성장시키도록
예의 검토를 거듭했다.
그 결과, 실리콘기판상에, 직접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성장시키려고 해도, ZnO계 화합물이 비결정화해 버려 결정성이 양
호한 반도체층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ZnO계 화합물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라디칼산소에 의해, ZnO계 화합물 반도
체가 성장하기 전에, 우선 실리콘기판의 표면이 강렬히 산화되어 비결정화하는 것에 있고,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질화처리
를 실시하여 얇은 질화막을 형성함으로써, 실리콘기판 표면의 산화가 방지되어,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
을 성장시킬 수가 있고, 발광특성이 우수한 반도체발광소자가 얻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제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발광소자는, 실리콘기판과, 그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형성되는 실리콘
질화막과, 그 실리콘질화막상에 형성되고, ZnO계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n형층 및 p형층을 적어도 갖고,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해 적층되는 반도체 적층부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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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nO계 화합물 반도체란, Zn을 포함하는 산화물, 구체예로서는 ZnO외에 ⅡA족 원소와, Zn 또는 ⅡB족 원소와, Zn
또는 ⅡA족 원소 및 ⅡB족 원소와 Zn의 각각의 산화물인 것을 의미한다.
이하의 발명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이 구조로 함으로써,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실리콘질화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을 성장시키기
위한 라디칼산소가 도입되어도, 실리콘기판의 표면이 산화하여 거칠게 되는 일이 없고, 그 표면에 성장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도 결정성이 양호하게 성장한다.
그 결과, 결정성이 양호한 반도체 적층부가 얻어지고, 우수한 발광특성을 갖는 반도체발광소자가 얻어진다.
상기 실리콘질화막의 표면이 비결정화하지 않고 평탄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위에 성장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
층의 결정성이 더욱 양호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여기서 실리콘질화막의 표면이 평탄면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표면이 비결정화해서 요철이 심해지지 않고, 격자배열이 인
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면상태를 말하며, 예를들면, 반사 고에너지 전자회절법[RHEED법; 10∼50kV로 가속된 전자비임
을 기판 표면에 얕은 각도(1∼2°이하)로 입사시켜, 표면원자에 의해 반사 회절된 전자비임을 형광스크린에 투영해서 결정
의 표면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 스트리크(줄무늬)의 상태로부터 점상(spotty)의 상이 나타나는 정도의 상태를 의미
한다.
상기 실리콘질화막이, 10nm 이하의 두께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실리콘질화막의 표면이 다결정화하지 않고, 평탄한 면이
되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상기 반도체 적층부가 CdxZn 1-xO(0≤x<1)로 이루어지는 활성층을, MgyZn 1-yO (0≤y<1)로 이루어지며 상기 활성층보다
밴드갭 에너지가 큰 클래드층에 의해 끼워지는 더블헤테로 구조를 갖는 것에 의해,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여, 발
광특성이 우수한 LED 나 LD가 얻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발광소자의 제조방법은, 실리콘기판을 질소가 존재하는 분위기하에서
열처리함으로써,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실리콘질화막을 형성하고, 그 실리콘질화막 상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지
고 발광층을 형성하는 반도체적층부를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산화를 방지하는 질화막이 형성되면서, 표면이 다결정화하지 않고, 실리콘
기판의 결정면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표면에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성장시킬수 있음과 동시에, 실리
콘질화막이 대단히 얇게 형성되고, 실리콘기판과 반도체적층부 사이의 도전성이 분단되지 않는다.
상기 실리콘질화막을 형성하는 처리를, 형성되는 실리콘질화막의 표면이 실리콘기판의 평탄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처
리의 온도 또는 시간을 제어하면서 행하는 것이, 다결정화를 방지할 수가 있어서, 바람직하다.
즉, 예를들면, 650℃에서 질화처리를 행하는 경우, 5∼10분 정도, 바람직하게는 7분 정도에서 질화처리를 행하면 우수한
결정성의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이 얻어지지만, 15분 정도를 행하면, 표면이 다결정화하고, 그위에 성장되는 ZnO계 화합
물 반도체도 다결정화해서 결정성이 양호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이 얻어지지 않는다.
또, 800℃로 질화처리를 행하는 경우, 3분 정도의 처리시간이라도, 우수한 결정성의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이 얻어지고,
역으로 질화처리의 온도를 낮게하면, 처리시간을 길게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조건은, 예를들면, 전술한 RHEED법에 의해 실리콘질화막의 표면상태를 검사함으로써, 실리콘질화막의 표면이 평
탄면이 되도록 조건설정을 할 수가 있다.
또, 제3 내지 제5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사파이어 기판상에 ZnO계 화합물결정층을 성장시키면서도, 격
자결함이 적고, 결정성이 양호한 ZnO계 화합물층을 성장시키기 위해 예의 검토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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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파이어의 A면 등,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주면으로 하는 기판 표면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을 성장시킴으로써,
대단히 결정성이 우수하고, 발광특성 등 소자특성이 우수한 소자가 얻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제3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ZnO계 화합물층을 갖는 소자는, 사파이어 기판의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주면
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과, 그 사파이어 기판의 상기 주면상에 에피택셜 성장된 ZnO계 화합물층을 갖고 있다.
여기서 사파이어 기판의 C면과 직교하는 면이란, 사파이어의 A면 외에 그 A면이 C면내에서 회전하는 면과 같이,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의미하고, 직교(직각)에는, 통상의 기판제작 사양상 허용되는 ±0.5°이내의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 구조로 함으로써, 사파이어 기판의 c축 방향과, 직각방향으로 ZnO계 화합물층이 성장하기 때문에, 사파이어의 c축에
따라서, ZnO의 a축이 나란히 성장한다.
그 결과, c축 길이(1.2991nm)에 따라 ZnO계 화합물 4개분의 결정의 a축 길이 (0.325nm)가 나란히 되고, 결정의 정합도
가 0.07% 정도로 대단히 좋게되어, 우수한 결정면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기 사파이어 기판의 주면이 A면이면, 사파이어 기판이 용이하게 얻어지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제4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ZnO계 화합물층의 결정성장방법은, 사파이어 기판의 c축과 상기 ZnO계 화합
물층의 c축이 직교하도록 상기 ZnO계 화합물층을 에피택셜 성장시키는 것이다.
제5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발광소자는, 사파이어 기판의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
파이어 기판과, 그 사파이어 기판의 상기 주면상에 에피택셜 성장된 ZnO계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진 n형층 및 p형층을
적어도 갖고,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해 적층되는 반도체적층부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C면과 직교하는 사파이어 기판의 주면으로서는, 예를들면 A면을 사용할 수가 있다.
상기 반도체적층부가 CdxZn 1-xO(0≤x<1)로 이루어지는 활성층을, MgyZn 1-yO (0≤y<1)로 이루어지고 상기 활성층보다
밴드갭 에너지가 큰 클래드층에 의해 끼워지는 더블헤테로 구조를 가짐으로써,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여, 발광특
성이 우수한 LED나 LD가 얻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실시예
다음에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리콘기판을 사용하는 반도체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리콘기판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반도체발광소자는, 도 1에 그 일실시형태인 LED칩의 사시설명도가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실리콘기판(1)의 표면에 실리콘질화막(2)이 형성되어 있고, 이 실리콘질화막(2)상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진
n형층(3, 4) 및 p형층(6, 7)을 적어도 갖고, 발광층을 형성하도록 반도체적층부(11)가 적층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자들은 실리콘기판상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결정상이 양호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예의 검토
를 거듭한 결과, 실리콘기판상에 직접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ZnO계 화합물 반도체의 재료인 라디칼
산소가, 최초로 실리콘과 격렬히 반응하여, 표면이 비결정상이 되고 요철이 형성되며, 그것이 원인으로 결정성이 양호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이 얻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실리콘기판의 표면을 우선 질화처리해서, 기판 표면의 가표 (dangling bond) 의 Si 와 N을 화합시켜, 실리콘질화
막을 표면에 얇게 형성함으로써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그 위에 성장시킬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실리콘질화막은, 질소가스 혹은 암모니아가스 등의 질소가 존재하는 분위기하에서 열처리하여,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질화막을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가 얻어지지만, 질화처리를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그 위의 ZnO계 화합물 반도체가
다결정화해서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얻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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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리콘기판(1)을 세정처리해서 MBE(Molecular Beam Epitaxy; 분자선에피택시)결정성장장치에 넣고, 예를들면,
NH3가스를 RF 전원으로서 플라즈마 여기시킨상태에서 MBE 결정성장장치에 도입하여, 실리콘질화막(2)을 형성하는 처
리온도와 처리시간을 각종 변화시킨 때의, 그 위에 성장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의 막질의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검사결과가 표 1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650℃의 열처리를 7분간행하면, 대단히 막질이 좋고(2중 동그라미), 5분
으로부터 10분간 행한 경우에는 양호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의 막질이 얻어지지만(흰 동그라미), 동일한 온도로 15분
간 열처리를 행하면,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이 비결정화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표).
또, 800℃에서 3분간의 질화처리를 행한 결과, 마찬가지로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의 양호한 막질이 얻어졌다.
표 1 질화처리의 온도와 시간에 대한 막질의 상태

처리온도(℃)

650

650

650

650

800

처리시간(분)

5

7

10

15

3

막질

○

◎

○

×

○

이 관계를 도 2에 나타내면, 양호한 막질이 얻어지는 범위로서는, 당연히 낮은 온도에서는 처리속도가 늦기 때문에, 긴 처
리시간으로 같은 모양의 막질이 얻어지고, 도 2의 실선으로 둘러싸이는 범위 P의 조건에서 처리를 행함으로써, 양호한 막
질의 실리콘질화물이 얻어지며, 그위에 성장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도 양호한 막질이 얻어지는 것이 예상된다.
이 막질의 검사는, 도 3(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MBE장치에 장비되어 있는 반사 고에너지전자회절법
(RHEED 법)이라고 불리는 방법, 즉, 전자총(51)에 의해, 10∼50kv로 가속된 전자비임(52)을 기판(53) 표면에 얕은 각도
(1∼2°이하)(θ)로 입사시켜, 표면원자에 의해 반사회절된 전자비임(54)을 형광스크린(55)으로 투영해서 결정의 표면상태
를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전자의 가속전압을 20kV로 행했다.
이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전자비임의 입사, 반사, 회절비임의 계측이 얕은 각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거의 기판(53)에 수
직인 방향으로부터 행해지는 분자선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막을 형성하면서 측정할 수가 있다.
이 회절상으로서는 기판 표면이 결정구조이면, 직선 또는 띠상의 명암(줄무늬형상)이 나타나지만 기판 표면에 요철이 나타
나서 아일랜드가 형성되면, 이들 아일랜드를 투과회절한 전자비임의 기여가 커지게 되어, 줄무늬형상은 소실되어서 점상
(spotty)의 상이 나타난다.
또, 표면이 다결정체가 되면, 점상이 소실되어서 링상의 회절상이 얻어진다.
이것은 미세결정의 방위가 랜덤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에 의해 생긴다.
또한, 표면이 비결정형이 되면, 원자배열의 주기성이 없어지고, 따라서, 회절조건은 만족시킬수 없게 되어, RHEED선은 일
정한 강도의 띠상 (halo) 으로 된다.
따라서, 이 측정에 의해 실리콘질화막(2)의 표면상태를 관찰하면서, 그 위에 성장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의 막질을 동
일하게 조사함으로써 양자간의 상관성이 얻어진다.
이 표면상태의 측정을 행하면서, 실리콘기판(1)의 표면의 질화처리를 우선 행하면, 처음에는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산화막
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의 평탄성은 없고, 도 3(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링상의 회절상이 얻어진다.
이 상태에서, 전술한 NH3가스를 RH전원으로 플라즈마 여기시킨 상태에서, MBE장치의 챔버내에 도입하여, 홀더(기판)를
650℃ 정도로 온도상승시키면, 실리콘기판(1)의 표면의 산화한 산소가 환원되어서 제거되고, 표면상태는 도 3(b)에 나타
내는 바와 같이, 점상의 상이 나타난다.

-8-

등록특허 10-0694928

이 상태에서 유지하면, 표면의 산소가 제거되어서, 가표 (dangling bond) 가 된 Si 와 N가 화합해서 실리콘질화물이 형성
되고, 질화처리가 계속되지만, 10nm정도 이하의 질화막(2)의 두께로서는 회절상은 상술한 점상의 상이 유지된다.
그러나, 10분보다 길게 질화처리를 계속하면, 점상의 상이 흐려지고, 15분 정도 행하면 재차 도 3(c)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링상의 상이 된다.
즉, 전술한 양호한 막질이 얻어지는 것은, 도 3(b)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점상의 회절상이 얻어지는 상태로부터 약간 점상
의 상이 희미해지는 상태의 평탄성이 있는 질화막의 상태로 ZnO계 화합물 반도체가 성장되는 경우로서, 도 3(c)에 나타내
는 것과 같은 링상의 회절상이 되면, 질화처리가 과대해져서 표면상태의 요철이 현저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그위에 성
장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의 결정성이 저하한다.
따라서, 표면이 비결정화해서 요철이 격렬하게 되지 않도록 평탄성을 유지하는 질화처리를 행함으로써 양호한 ZnO계 화
합물 반도체의 막질이 얻어진다.
실리콘기판(1)은, 통상의 IC등에 사용되는 예를들면, 인(P)도핑의 n형 실리콘기판(111)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붕소(B)등을 도핑한 p형 기판이나, 면방위가 (100)인 것이라도 된다.
이 실리콘기판(1)은, 미리 아세톤, 메탄올, 및 순수에 의한 초음파세정 등의 유기세정과, 희석불산에 의한 표면산화막의 라
이트에칭으로 이루어진 기판세정이 행해진다.
실리콘질화막(2)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질소가 존재하는 분위기하에서, 열처리를 함으로써 형성하는 것이, 실리콘기판(1)의
표면이 다결정이나, 비결정상태로 되지 않는 상태로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 질화처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MBE장치일 필요는 없으나, 그 표면상태를 관찰하면서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MBE장
치이면, 전술한 바와 같이, RHEED법에 의해 관찰을 하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또, 질소가 존재하는 분위기로 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예에서는, 암모니아가스를 플라즈마 여기시켜서 사용했으나, N2가
스를 플라즈마 여기시킬수도 있고, 또한, NO2를 사용할수도 있다.
이 실리콘질화막(2)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결정상태가 되지 않고, 평탄면이 얻어지는 상태가 되도록 처리된다.
즉, 두께로 10nm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nm 이하의 두께로 되도록 형성된다.
그를 위한 조건은 처리온도와 처리시간으로 조정되고, 온도가 높으면 단시간에, 낮은 온도이면 비교적 긴 시간의 처리에
의해 얻어진다.
반도체적층부(11)는, 도 1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Ga를 도핑한 n형 ZnO로 이루어진 콘택트층(3)이 1㎛정도, 동일하게 Ga
를 도핑한 MgyZn 1-yO(0≤y<1, 예를들면 y=0.15)로 이루어진 n형 클래드층(4)이 0.2㎛정도, Cd xZn 1-xO(0≤x<1, 또한,
클래드층보다 밴드갭 에너지가 적게되는 조성, 예를들면 x=0.08)로 이루어진 활성층(5)이 0.1㎛정도, Ga 및 N를 동시에
도핑한 MgyZn 1-yO(0≤y<1, 예를들면 y=0.15)로 이루어진 p형 클래드층 (6)이 0.2㎛정도, Ga 및 N를 동시에 도핑한
ZnO로 이루어진 p형 콘택트층(7)이 1㎛정도, 각각 적층됨으로써, 더블헤테로 구조의 발광층형성부를 갖는 반도체적층부
(11)로 되어 있다.
이들 반도체층은, 전술한 MBE장치에서 질화처리에 이어서 성장된다.
또한, 활성층(5)은 비발광 재결합 중심의 형성을 피하기 위해, 도핑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 n형, 및 p형 클래드층(4, 6)은 활성층(5)보다 밴드갭이 크고, 캐리어를 활성층(5)내에 유효하게 가두어 넣는 효과를 갖
도록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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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적층부(11)상에는 전류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를들면, ITO막으로 이루어진 투명전극(8)이 0.2㎛정도 막으로 형성
되어 있고, 그 표면의 일부에 Ni/Al 또는 Ni/Au 등의 적층체로 이루어진 p측 전극(10)이 리프트오프법 등에 의해, 또, 실리
콘기판(1)의 이면에는 Ti/Al 또는 Ti/Au 등의 적층체로 이루어진 n측 전극(9)이 진공증착 등에 의해 전면에 형성되어 있
다.
다음에 이 LED의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들면, MBE장치내에 실리콘기판(1)을 설치하여, 기판(1)의 온도를 650℃정도로 하고, NH3가스를 유량 0.6sccm으로
도입하여, 출력 300W 정도의 고주파전원으로 플라즈마 여기시킨 상태로 챔버내로 도입한다.
이정도의 유량으로 하는 것이, 플라즈마 여기광이 강하게 얻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리고, 7분 정도 질화처리를 행한다.
다음에 기판(1)의 온도를 300∼450℃정도로 하고, 플라즈마산소의 조사조건하에 있어서, Zn의 소스원(셀)의 셔터를 개방
하여 Zn을 조사함과 동시에, n형도펀트인 Ga의 셔터도 개방해서 n형의 ZnO로 이루어진 n형 콘택트층(3)을 1㎛정도 성장
시킨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Mg의 소스원(셀)의 셔터도 개방하여, Mg0.15Zn 0.85O로 이루어진 n형 클래드층(4)을 0.2㎛정도 성장
시킨다.
다음에 활성층(5)을 성장시키기 위해 Mg셀 및 도펀트인 Ga셀을 폐쇄하고, Cd소스메탈의 셀의 셔터를 개방해서 Cd를 조
사하여, Cd0.08Zn 0.92O를 0.1㎛정도 성장시킨다.
이어서, Cd의 셀의 셔터를 폐쇄하여, 재차 Mg의 셀 및 Ga의 셀을 개방하고, 추가적으로, p형 도펀트로서의 플라즈마 여기
N2를 도입한다.
Ga는 n형 도펀트이지만, 플라즈마 여기 N2와 동시도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p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도핑하고 있
다.
그리고, Mg0.15Zn 0.85O로 이루어진 p형 클래드층(6)을 0.2㎛정도 성장시키고, 마찬가지로 동시도핑하여 p형 ZnO로 이루
어진 p형 콘택트층(7)을 1㎛정도 성장시킴으로써 반도체적층부(11)를 성장시킨다.
그후, MBE장치에 의해 에피택셜 성장이 이루어진 웨이퍼를 빼내어, 예를들면, 스퍼터링장치에 넣어, ITO막을 형성하고,
투명전극(8)을 0.2㎛정도의 두께로 형성한다.
그후, 기판(1)의 이면을 연마하여, 100㎛정도의 두께로 하고, 진공증착 등에 의해 기판(1)의 이면에 Ti/Al 등으로 이루어
진 n측전극 (9)를 전면에, ITO(8)막상의 일부에 Ti/Al 등으로 이루어진 p측전극 (10)을 예를들면, 리프트오프법 등에 의해
각각 0.2㎛정도씩 형성한다.
그후, 웨이퍼로부터 질화함으로써,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LED칩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실리콘기판을 사용한 반도체발광소자에 의하면, 실리콘기판의 표면에 질화실리콘막이 형성되고, 그 위에 ZnO
계 화합물 반도체층이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이 결정상이 양호하게 성장되어 있고, 실리콘기판을
사용한 청색계 반도체발광소자가 사파이어 기판상에서 성장하는 것과 같은 높은 발광효율로 얻어진다.
즉, 종래에는 실리콘기판상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성장시켜도 막질이 나쁘고, 비발광 재결합 중심이 많기 때문에 발광
효율이 대단히 나빴으나, 본 발명에 의해 실리콘기판을 사용한 청색계 반도체발광소자가 얻어졌다.
한편, 질화실리콘막은 10nm이하로 대단히 얇은 층이며, 상하의 도전성반도체층에 끼워짐으로써 거의 전압강하를 하는 일
이 없이 도통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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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칩의 상하로부터 p측전극 및 n측전극을 각각 빼낼 수가 있는 수직형의 발광소자로 되고, 전극형성을 위해 적층된
반도체층의 일부를 에칭할 필요가 없어지고, 대단히 제조공정이 간략화됨과 동시에, 발광소자를 장착시키는 경우에 양전
극을 와이어 본딩하지 않고, 한쪽은 다이본딩에 의해 직접 전극을 접속할 수가 있어, 와이어본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사
용면에서도 대단히 편리하게 된다.
또, 후술하는 것과 같은 LD를 형성하는 경우에, 광공진기의 단면을 경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리콘기판상에 입
방결정의 반도체층이 적층됨으로써 기판으로부터 반도체적층부가 입방결정에 의해 정렬되기 때문에, 사파이어 기판에 비
해 벽개를 하는 것이 용이하며, 광공진기의 단면을 벽개면으로 형성할 수가 있다.
그 결과, 발진특성이 양호한 청색계 반도체레이저를 얻을 수가 있다.
전술한 예는 LED의 예였으나, LD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반도체적층부(11)가 약간 다르고, 예를들면, 도 4에 단면설명도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활성층(15)은 비도핑
Cd 0.03Zn 0.97O/Cd0.2Zn 0.8O로 이루어지는 배리어층과 웰층을 각각 5nm 및 4nm씩 교대로 2∼5층씩 적층한 다중양자 우
물구조에 의해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활성층(15)이 얇아, 충분히 광을 활성층(15)내에 가두어 넣을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들면, ZnO로 이루어진 광가이드층
(14, 16)이 활성층(15)의 양측에 형성된다.
또한, 도 4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전류협착층(17)을 매립한 SAS형 구조의 LD칩의 예로서 p형 Mg0.15Zn 0.85O으로 이루어
진 p형 제1클래드층(6a)상에 예를들면, n형 Mg0.2Zn 0.8O로 이루어진 전류협착층(17)이 0.4㎛정도 형성되고, 일단 결정성
장장치로부터 웨이퍼를 빼내어 표면에 레지스트막을 형성해서 스트라이프상으로 패터닝하여, NaOH 등의 알칼리용액에
의해 전류협착층(17)을 스트라이프상으로 에칭해서, 스트라이프홈(18)이 형성되고, 재차 MBE장치에 웨이퍼를 복귀시켜,
p형 Mg0.15Zn 0.85O으로 이루어진 p형 제2클래드층(6b) 및 p형 ZnO로 이루어진 p형 콘택트층(7)이 전술한 예와 마찬가지
로 성장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ITO로 이루어진 투명전극은 불필요하고, p형 콘택트층(7)상에도 거의 전면에 p측 전극(10)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p형 제1클래드층(6a)과, 전류협착층(17) 사이에 p형 GaN으로 이루어진 에칭스톱층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ZnO계 화합물 반도체는, 웨트에칭에 의해 에칭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GaN계 화합물 반도체에서는 어려웠던 전류협
착층을 매립하는 SAS형구조의 LD칩을 형성할 수가 있고, 활성층의 가까이에 전류협착층을 형성할 수가 있어, 고특성의
반도체레이저가 얻어진다.
그러나, LD칩의 구조는 SAS형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p측전극을 스트라이프상으로 한 것 만큼의 전극 스트라이프구조나,
스트라이프상 전극의 양측의 반도체층을 p형 클래드층의 상부까지를 메사형형상으로 에칭하는 메사스트라이프구조나 프
로톤 등을 투입한 프로톤 투입형으로 할 수도 있다.
전극 스트라이프구조의 LD칩의 예를 도 5에 나타낸다.
이 구조는 p측전극(10)이 스트라이프상으로 패터닝되어 있는 것과, 전류협착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도 4의 구조
와 다른 것 뿐이며, 다른 구조는 도 4와 거의 동일하고,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부여해서 그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6은 p형 클래드층이다.
이와같은 구조로 해도, 기판에 실리콘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하 양면으로부터 양전극을 빼낼 수가 있고, 제조면 및 사
용면의 양측에서 대단히 편리함과 동시에, 광공진기의 단면을 벽개에 의한 벽개면으로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특성의
반도체레이저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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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예에서는 LED로서 더블헤테로구조의 예였으나, 단순한 pn접합이나 MIS(금속-절연층-반도체층)구조등 다른 구조
로 할 수도 있다.
또, LD칩의 구조도 광가이드층이 없이, 다른 층이 형성되거나 전술한 적층구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리콘기판의 질화처리나 그후의 ZnO계 화합물 반도체의 성장에 MBE장치를 사용해서 행했으나, MOCVD장치 등
을 사용해서 질화처리 및 그후의 반도체층의 성장을 행해도 그 조건만 설정되면, 일일히 표면상태를 관찰하면서 행할필요
는 없이, 마찬가지의 표면상태를 형성할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제조할수도 있다.
실리콘기판을 사용하는 본 발명에 의하면, 실리콘기판상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성장시킬 수가 있고, 상하 양면에 전극
을 형성하는 수직형의 청색계 반도체발광소자가 얻어진다.
이 때문에,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비용절감을 행할 수가 있음과 동시에, 사용단계에서도 와이어본딩을 감소시킬 수가 있
고, 사용하기 쉬운 반도체발광소자가 값싸게 얻어진다.
또, 벽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단면을 갖는 레이저공진기가 얻어지고, 높은 기억밀도를 갖는 광디스크나, 레이저비
임 프린터의 고정세화에 이용될 수 있는 단파장의 고성능 반도체레이저가 얻어진다.
다음에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한 본 발명에 의한 ZnO계 화합물층을 사용한 소자, 및
이들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ZnO계 화합물층의 결정성장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한 본 발명에 의한 ZnO계 화합물층을 갖는 소자는, 도 6에 그 일
실시형태인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1a)상에, ZnO계 화합물층을 성장시킨 단면설명도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사파이어 기판(1a)의 C면과 직교하는 면, 예를들면, A면(11-20)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1a)의 상기 주면(A
면)상에 ZnO계 화합물층(2)이 에피택셜 성장되어 있다.
이 ZnO계 화합물층의 성장은, 목적으로 하는 소자에 의해 필요한 조성(Mg 나 Cd등을 혼합결정시키거나 도펀트를 도핑하
거나 한다)으로 하거나, 필요한 두께로 성장된다.
예를들면, 반도체발광소자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예를들면,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으로 이루어진 n
형 클래드층과 p형 클래드층으로 클래드층보다 밴드갭이 작은 활성층을 끼워갖는 발광층형성부를 구성하도록 순차로 적
층된다.
사파이어의 A면은 도 7(a)에 사파이어 단결정의 대표적인 면방위가, 도 7(b)에 단결정의 C면의 정면도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C면의 격자에서, 하나 건너의 격자를 연결하는 선분의 C면과 수직인 면으로 사파이어 단결정의 (11-20)의 면방위로
표시되는 면이다.
이 면방위는 6회 대칭으로 도 7(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나의 6각주로서 형성되는 결정으로서, 6개소가 있다.
이 A면이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파이어의 c축 길이에 ZnO의 a축 길이가 4개분으로 대응해서 우수한 결정구조가 얻어
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생각에 기초하면, 반드시 A면일 필요는 없고, 도 7(b)의 X 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A면이 C면
내에서 회전하는 것과 같은 면이라도 C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되고, 이와같이, C면에 직교하는 면이면 된다.
또한, 이 C면에 대해서 직각(직각으로 교차)이라는 것은, 거의 직각이라는 정도의 것으로서, 통상의 면방위의 오차인
±0.5°정도의 범위는 결정축 길이의 어긋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파이어 기판(1a)상에 ZnO계 화합물층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의 웨이퍼(1a)를
아세톤, 에탄올을 사용해서 탈지세정을 하고, 최후에 순수세정을 한다.
그후, 세정웨이퍼를 로드록(load lock)실에 넣고, 133×10-6Pa 정도 이하의 진공도 중에서 400℃정도로 1시간 정도의 예
비가열을 하여, 여분의 수분을 비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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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열종료후, 133×10-9∼133×10-10Pa 정도의 진공도로 유지된 MBE (Molecular Beam Epitaxy) 장치로 반입시킨
다.
그리고, 800℃ 정도로 30분 정도의 서멀 크리닝을 한 후에 650℃ 정도로 한다.
그리고, 02 라디컬을 13.56MHz의 RF에 의해 플라즈마화함으로써 공급하고, Zn의 셀의 셔터를 개방함으로써 ZnO층(2)이
에피택셜 성장한다.
또, Mg나 Cd 등을 혼합결정하거나, 도펀트를 도핑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원소의 셀을 개방함으로써 원하는 ZnO계 화합물
층을 얻을 수가 있다.
또한, 이 예에서는, 세정후의 서멀 크리닝을 800℃ 정도로 30분 정도 행하였지만, 1000℃ 정도로 1시간 정도의 어닐처리
를 행하면 성장하는 ZnO층의 결정성의 재현성이 대단히 향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의 표면에 에피택셜 성장한 ZnO막의 결정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백 nm
정도의 두께로 에피택셜 성장한 ZnO막의 표면에 X선을 조사하여, 그 반사강도 분포에 의해 얻어지는 면의 법선 방향의 위
치를 그 면방향과 함께 도 8에 나타낸다.
도 8(a)이 본 발명의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한 막에 있어서의 면의 법선방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
면이고, 도 8(b)가 C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한 ZnO막에 있어서의 면의 법선방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ZnO는 a축 방향으로 6회 대칭이므로, 본래 6점 밖에 회절 패턴(면의 법선방향의 위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도 8(b)
에 나타내는 C면상에 성장한 ZnO막에서는, ZnO의 a축과 사파이어의 a축이 평행인 곳 외에, ZnO의 a축이 사파이어의 a축
에 대하여 30°회전한 패턴이 들어가 섞이고, 12점의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실제로는, 30°회전 위치의 패턴은 강도가 약하
고, 그 비율이 적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도 8(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A면상에 성장시킨 ZnO막은, ZnO의 A면과 사파이어의 C면이 평행
하게 되고, ZnO는 일정한 결정방향으로 사파이어의 c 축방향으로 성장하고, 6회 대칭의 회절패턴만이 관찰되고 있다. 즉,
30°회전한 결정성장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MBE법에 의해 1분 정도 성장한 상태(수십 nm정도의 두께)로, RHEED법(반사 고에너지 전자회절법; 전자총에 의해
10∼50kV로 가속된 전자 비임을 기판 표면에 얕은 각도(1∼2°이하)로 입사시켜, 표면원자에 의해 반사회절된 전자비임을
형광 스크린에 투영하여 결정의 표면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 조사한 결과, 사파이어의 C면상에 성장한 막에서는, 본
래의 ZnO 패턴의 사이에 얕은 패턴이 나타나지만, 본 발명의 A면상에 성장한 ZnO 막에서는, 면내 배향의 산란이 없는 본
래의 ZnO의 패턴만이 관찰된다.
도 9는, ZnO막의 결정상태를 또한 별도의 방법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 ZnO의 밴드갭 에너지 보다 큰 4eV 정도의 광을 조
사하여 포토 루미네센트 발광을 시킨 것의 파장에 대한 발광강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의 A로 나타내는 특성이, 본 발명의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한 ZnO막의 특성이고, C로 나타내
는 특성이 C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한 ZnO의 특성이다.
도 9로부터도 명확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ZnO막에서는, C면상에 성장한 ZnO막보다 약 30배 강도의 발광이 얻어지며,
그 반값 폭도 C면상에 성장한 것이 30meV인 것에 대하여, 본 발명의 A면에 성장한 것은 0.7meV로 적고, 밝기에 양호한
결정이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C면과 직교하는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ZnO계 화합물을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
술한 바와 같이,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층이 얻어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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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파이어의 c축 길이 cs는, 전술한 바와 같이, 1.2991nm이며, ZnO의 a축 길이 az는, 0.325nm이므로, cs가 거의 4az로
된다. 그 때문에, 도 10에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하는 ZnO의 결정상태(C면)의 평면도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사파이어의 c축 길이 cs에 2개분의 ZnO 결정(a축이 4개분의 결정)이 배열되어, 대단히 면내 배향이 안정되고,
항시 일정한 면내 배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의 격자 정합도 ε은, ε= (4 ×az-cs)/cs=0.07%로 되고, 대단히 정합도가 높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높은 결정성을 유지
하여 성장할 수가 있다.
이 관점으로부터는, A면이 아니라도, 전술한 도 7에 나타내는 X면과 같이, A면이 C면내에서 회전한 면, 즉, C면과 직교하
는 면이면, 전술한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사파이어의 c축 길이에, ZnO의 a축 길이 4개분이 대응하도록 ZnO계 화합
물 결정이 배열되며, 마찬가지로 결정성이 좋은 ZnO계 화합물 결정층이 얻어지는 것이 추찰된다.
다음에, 이 A면(11-20)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여,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을 성장시킨 청색계 반도체발
광소자의 구성예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C면과 직교하는 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한 본 발명의 반도체발광소자는, 도 11에 LED칩의 사시설명도
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1a)의 표면에 ZnO계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n형 층(3,
4) 및 p형 층(6, 7)을 적어도 갖고, 발광층을 형성하도록 반도체 적층부(11)가 적층되어 있다.
반도체 적층부(11)는, 도 11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Ga를 도프한 n형 ZnO로 이루어지는 콘택트층(3)이 1㎛ 정도, 마찬가지
로 Ga를 도프한 MgyZn 1-yO(0≤y＜1, 예를 들면 y=0.15)로 이루어지는 n형 클래드층(4)이 0.2㎛ 정도, Cd xZn 1-xO(0≤x
＜1, 또한 클래드층 보다 밴드갭 에너지가 작게 되는 조성, 예로서 x=0.08)로 이루어지는 활성층(5)이 0.1㎛ 정도, Ga 및
N을 동시 도프한 MgyZn 1-yO(0≤y＜1, 예를 들면 y=0.15)로 이루어지는 p형 클래드층(6)이 0.2㎛ 정도, Ga 및 N을 동시
도프한 ZnO 로 이루어지는 p형 콘택트층(7)이 1㎛ 정도, 각각 적층되는 것에 의해, 더블헤테로 구조의 발광층 형성부를 갖
는 반도체 적층부(11)로 되어 있다.
이들의 반도체층은, 전술한 MBE장치로 연속적으로 성장된다.
또, 활성층(5)은, 비발광 재결합 중심의 형성을 회피하기 위해, 도프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n형 및 p형 클래드층
(4, 6)은, 활성층(5) 보다 밴드갭이 크고, 캐리어를 활성층(5)내에 유효하게 밀폐하는 효과를 갖도록 형성되어 있다.
반도체 적층부(11)상에는, 충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예를 들면 ITO막으로 이루어지는 투명전극(8)이 0.2㎛ 정도 성막되어
있으며, 그 표면의 일부에 Ni/A1 또는 Ni/Au 등의 적층체로 이루어지는 p측 전극(10)이 리프트오프법 등에 의해, 또한, 반
도체 적층부(11)의 일부가 에칭에 의해 제거되며, 노출하는 n형 콘택트층(3)상에, Ti/A1 또는 Ti/Au 등의 적층체로 이루
어지는 n측 전극(9)이 진공 증착 등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이 LED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1)을 아세톤 등에 의해 탈지세정하고, Load Lock실에서 예비 가
열, MBE장치내에서의 서멀 크리닝을 한 후, 650℃ 정도로 하여 산소 라디칼을 공급함과 동시에, Zn, Mg, Cd, Ga 등의 원
하는 재료의 셀의 셔터를 개방함으로써, 전술한 조성의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을 각각 전술한 두께로 되도록, 순차 에피
택셜 성장시켜, 반도체 적층부(11)를 형성한다.
또, n형 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도펀트로서 Ga를 도핑하고, p형 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도펀트로서 N2플라즈마와 Ga를
동시에 도핑한다.
그 후, MBE장치에 의해 에피택셜 성장이 된 웨이퍼를 꺼내고, 반응성 이온 에칭(RIE) 등의 드라이 에칭법에 의해, 반도체
적층부의 일부를 에칭하여, n형 콘택트층(3)을 노출시킨다.
이 에칭은, 황산계 에칭제 등에 의한 웨트 에칭에 의해 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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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예를 들면 스퍼터장치에 넣고, p형 콘택트층(7)상에 ITO를 성막시키고, 투명전극(8)을 0.2㎛ 정도 두께로 형성한
다.
그 후, 리프트 오프법 등에 의해 n 형 콘택트층 (3) 상에 Ti/Al 등으로 이루어진 n 측 전극 (9) 을, ITO 막 (8) 상의 일부에
Ti/Al 등으로 이루어진 p 측 전극 (10) 을 각각 0.2 ㎛ 정도씩 형성한다. 그후, 웨이퍼로부터 질화하는 것에 의해, 도 11에
나타내는 LED칩이 얻어진다.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반도체발광소자에 의하면,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의 표면에 ZnO화합물
반도체층이 에피택셜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파이어의 c축 길이와 ZnO 화합물의 4개의 a축 길이가 정합하여 배열되어,
결정성이 좋은 ZnO 화합물 반도체층이 성장한다.
그 위에 성장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도 ZnO와 동종의 화합물이며, ZnO층의 결정에 따라 조합된 결정층이 성장된다.
그 결과, 막의 질이 나쁜 경우와 같이 비발광 재결합 중심이 발생하는 일 없이, 내부 양자 효율이 큰폭으로 향상되고, ZnO
계 화합물이 갖는 높은 여기자 (exciton) 와 함께 작용하여, 대단히 높은 발광효율의 반도체발광소자가 얻어진다. 또, A면
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하는 화합물 반도체층은, ZnO가 아니어도, Zn의 일부가 Mg나 Cd 등과 치환된
ZnO계 화합물 반도체에서도 격자 정수에 거의 변화는 없어, 마찬가지로 결정성 좋게 성장할 수가 있다.
전술한 예에서는, LED의 예를 설명하였지만, LD로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반도체적층부(11)가 약간 다르고, 예를 들면 도 12에 사시 설명도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활성층(15)은 비도프
Cd 0.03Zn 0.97O/Cd0.2Zn 0.8O로 이루어지는 베리어층과 웰층을 각각 5nm 및 4nm씩 상호 2∼5층씩 적층한 다중 양자 우물
구조에 의해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활성층(15)이 얇고 충분히 광을 활성층(15)내에 밀폐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ZnO로 이루어지는 광가이드층(14, 16)이 활성층(15)의 양측에 형성된다. 또, 반도체 적층부(11)의 일부가 에칭되고,
노출하는 n형 콘택트층(3)에 n측 전극(9)이 형성되는 것은, 전술한 LED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또, 도 12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전류 협착층(17)을 매립하는 SAS형 구조의 LD칩의 예로서, p형 Mg0.15Zn 0.85O로 이루어
지는 p형 제 1클래드층(6a)의 위에, 예를 들면 n형 Mg0.2Zn 0.8O로 이루어지는 전류협착층(17)이 0.4㎛ 정도 형성되며, 일
단 결정성장장치로부터 웨이퍼를 꺼내고, 표면에 레지스트막을 형성하여 스트라이프상으로 패터닝하고, 황산계 용액 등에
의해 전류협착층(17)을 스트라이프 상으로 에칭하여, 2∼3㎛ 폭의 스트라이프홈(18)이 형성되며, 재차 MBE장치에 웨이
퍼를 되돌리고, p형 Mg0.15Zn 0.85O로 이루어지는 p형 제 2클래드층(6b) 및 p형 ZnO로 이루어지는 p형 콘택트층(7)이 전
술한 예와 마찬가지로 성장되는 것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ITO로 이루어지는 투명전극은 불필요하며, p형 콘택트층(7) 상에도 거의 전면에 p측 전극(10)이 형성되어
있다.
또,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p형 제 1클래드층(6a)과 전류협착층(17) 사이에 p형 GaN으로 이루어지는 에칭 스톱층이 형성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ZnO계 화합물 반도체는, 웨트에칭에 의해 에칭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GaN계 화합물 반도체에서는 어려운 전류협착층
을 매립하는 SAS형 구조의 LD칩을 형성할 수가 있어, 활성층에 가까이 전류협착층을 형성할 수가 있고, 고특성의 반도체
레이저가 얻어진다.
그러나, LD칩의 구조는, SAS형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p측 전극을 스트라이프상으로 한 것 만큼의 전극 스트라이프구조
나, 스트라이프상 전극의 양측의 반도체층을 p형 클래드층의 상부까지를 메사형 형상으로 에칭하는 메사스트라이프구조
나, 프로톤 등을 투입한 프로톤 투입형으로 할수도 있다.
전극스트라이프구조의 LD칩의 예를 도 13에 나타낸다.
이 구조는, p측전극(10)이 스트라이프상으로 패터닝되어 있는 것과, 전류협착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도 12의 구
조와 다를 뿐으로, 다른 구조는 도 12와 거의 동일하고,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부여하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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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은 p형 클래드층이다.
전술한 예에서는 LED로서 더블헤테로구조의 예이었으나, 단순한 pn접합이나 MIS(금속-절연층-반도체층)구조등 다른 구
조로 할 수도 있다.
또, LD칩의 구조도 광가이드층이 없이 다른층이 형성되어도 좋으며, 전술한 적층구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술한 각 예에서는 ZnO계 화합물층을 성장시키는데에, MBE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MOCVD장치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응가스로서는 Zn으로서 디에틸아연(Zn(C2H5)2), O로서 테트라히드로프란(C4H8O), Mg으로서 시클로펜타디
에틸마그네슘(Cp2Mg), Cd로서 디에틸카드뮴(Cd(C2H5)2), 도펀트 Ga로서 트리에틸갈륨(TEG), N2 로서 플라즈마N2를
공급함으로써 기상반응을 시킬 수가 있다.
또한, 전술한 예에서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한 소자의 예가 반도체발광소자만이지만, SAW장치, 압전소자, 초전
소자 등에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C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면을 주면으
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여 성장시킴으로써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을 갖는 소자를 얻을 수가 있
다.
본 발명에 의하면, 대단히 결정성이 우수한 ZnO계 화합물층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적층하는 ZnO계 화합
물층의 결정성도 우수하고, 우수한 특성의 ZnO계 화합물층을 갖는 소자가 얻어진다.
또, 본 발명의 반도체발광소자에 의하면, 적층되는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의 결정성이 대단히 우수하기 때문에, 내부 양
자효율이 대단히 우수한 청색계 반도체발광소자를 웨트처리 할 수 있는 재료에 의해 얻을 수가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의하면, 결정성이 대단히 우수한 ZnO계 화합물 반도체층을 실리콘기판 또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형성할 수가 있
고, 청색계 LED나 LD 등의 발광소자, SAW장치, 압전소자, 초전소자 등을 고특성으로 값싸게 얻을 수가 있다.
고특성의 청색계 LED나 LD가 값싸게 얻어짐으로써, 총천연색 디스플레이나 신호등 등의 광원, 차세대의 고기억밀도의
DVD, 레이저비임프린터 등의 광원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발광소자의 일실시형태인 LED칩의 사시설명도.
도 2는, 실리콘기판 표면의 질화처리의 온도와 시간에 의한 바람직한 조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RHEED법에 의한 기판 표면의 검사방법의 설명도 및 관찰되는 기판 표면의 회절상의 설명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발광소자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단면설명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발광소자의 또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단면설명도.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인 A면 사파이어 기판상에 ZnO층을 성장시킨 상태의 단면설명도.
도 7은, 사파이어 단결정의 대표적인 면방위의 설명도.
도 8(a)는, 본 발명에 의한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시킨 ZnO층의 X선의 반사상에 의한 구형도, 도 8
(b)는, C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시킨 같은 모양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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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A면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시킨 ZnO층의 포토루미네센트스펙트라(A)를, C면
을 주면으로 하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성장시킨것(C)과 대비하여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해 사파이어의 A면상에 ZnO를 성장시킨 때의, ZnO결정의 배향상태의 설명도.
도 11은, A면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발광소자의 일예인 LED칩의 설명도.
도 12는, A면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발광소자의 다른 예인 LD칩의 설명도.
도 13은, A면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발광소자의 또 다른 예인 LD칩의 설명도.
도 14는, 종래의 GaN계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한 LD칩의 일예의 사시설명도.
도 15는, 사파이어의 C면상에 C면이 평행하게 되도록 ZnO를 성장시킨 때의 결정배향의 설명도.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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