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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반도체 발광 소자는 베이스 기판; 상기 베이스 기판상에 형성되는 ZnO 발광층; 및 불순물이 도핑되며 또한

상기 베이스 기판과 상기 ZnO 발광층 사이에 형성되는 ZnO 버퍼층;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반도체 발광 소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반도체 발광 소자의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만들어진 ZnO 발광층에서 얻어진 포토 루미네슨스 측정 결과와 종래 기술 공정에 따라 만들어

진 ZnO 발광층에서 얻어진 포토 루미네슨스 측정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만들어진 ZnO 발광층에서 얻어진 포토 루미네슨스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이 측정 

결과는 베이스 기판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얻어진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 발광 소자의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4에 나타낸 실시 형태의 변형예에 따른 반도체 발광 소자의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의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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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발광 소자

2: c면 사파이어 기판

3: ZnO 버퍼층

4: ZnO 발광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여기자(勵起子; exciton)에 의하여 발광가능한 반도체 발광 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에피택셜 ZnO막을 

사용하여 형성되며 또한 청색광∼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반도체 발광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발광 디스플레이에 있어서의 다색화의 개발에 대한 요구, 및 데이터 통신 및 데이터 기록에 있어서의 데이타 밀

도의 향상에 대한 요구로부터, 청색광∼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실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청색광을 발광할 수 있는 반도체 발광 소자를 형성하기 위한 재료로서는, GaN계 반도체 재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반도체 재료의 제조 공정에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재료는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본 발명자들은 청색광∼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반도체 재료로서 ZnO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여, GaN계 재료

를 대신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ZnO를 사용하여, 베이스 기판상에 ZnO막을 에피택셜 성장시킨다. 상기 에피

택셜막을 사용함으로써, 파장 370nm 부근에서 여기자에 의하여 발광을 행할 수 있는 발광 소자를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ZnO막을 사용하여 형성된 상기 반도체 발광 소자는, 이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발광층으로서 사

용하는 ZnO막(이하, ZnO 발광층이라 함)은, 매우 우수한 결정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ZnO 발광층의 형성

은 매우 어렵다. 종래부터, ZnO막은 각종의 전자 디바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비교적 낮은 결정성을 갖는 다결정 Zn

O막이면, 스퍼터링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베이스 기판으로서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

면, 스퍼터링 처리에 의하여 ZnO 에피택셜막을 형성하는 성막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방법에 의하여 형

성되는 에피택셜 ZnO막은 만족스런 배향성이 얻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발광 소자를 형성하는데 요하는 양호한 결정

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발광 소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ZnO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기판으로서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고, 또한 레이저 MBE(Molecular Beam Epitaxy)법 등의 고가이고 정밀한 성막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막 방법은 사용에 있어서 매우 한정된다. 게다가, 상술한 방법을 사용하

더라도, 아직 아주 만족스런 막질을 갖는 ZnO 발광층을 재현성 좋게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레이저 MB

E법에서는, 성막할 수 있는 ZnO 발광층의 면적이 기껏해야 수 스퀘어 밀리미터로 매우 작다. 또한 성막 속도가 느려

서, 공업적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발광 소자로서 만족스런 결정성을 나타내는 ZnO 발광층을 갖는 반도체 발광 소자를 제공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반도체 발광 소자를 재현성 및 양산성 좋게 제 조할 수 있는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 및 그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발광 소자는 베이스 기판; 상기 베이스 기판상

에 형성되는 ZnO 발광층; 및 불순물이 도핑되며, 또한 상기 베이스 기판과 상기 ZnO 발광층 사이에 형성되는 ZnO 버

퍼층;을 포함한다.

상기 베이스 기판은 사파이어, 수정, 실리콘, 유리 및 용융 석영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불순물은 Li, Cu, Ni, Y, Ag, Mn, Mg, Al, V, Fe, La, Ti, Ta, Nb 및 Ga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제조하기 어려웠던 발광 소자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양호한 배향성/결정성을 갖는 ZnO

발광층을, 스퍼터링법 등의 비교적 용이한 방법에 의하여 높은 생산성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을 도시하기 위하여, 도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몇가지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본 발명은 도시된 구체적인 배치 

및 수단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설명)

본 발명의 반도체 발광 소자는 사파이어 기판 등의 베이스 기판, 및 상기 베이스 기판상에 형성되는 ZnO 발광층을 포

함하며, 상기 베이스 기판과 상기 ZnO 발광층 사이에는, 불순물이 도핑된 ZnO 버퍼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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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 서, 베이스 기판으로서 사용하는 기판으로서는, 사파이어 기판, 수정 기판, 실리콘 기판, 유리 기판 또는 용융

석영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ZnO 버퍼층에 도핑되는 불순물은 Li, Cu, Ni, Y, Ag, Mn, Mg, Al, V, F

e, La, Ti, Ta, Nb 및 Ga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금속이다.

본 발명자들은 베이스 기판과 ZnO 발광층 사이에, 불순물이 도핑된 ZnO버퍼층을 개재시킴으로써, 버퍼층상에 형성

되는 ZnO 발광층의 배향성/결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Zn

O 버퍼층에 소정의 불순물을 도핑함으로써, ZnO 버퍼층의 배향성 및 결정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버퍼

층상에 형성되는 ZnO 발광층의 결정성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배향성 및 결정성이 양호한 버퍼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종래는 결정성이 부족하여 ZnO 발광층을 형성하

는 성막 방법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스퍼터링법을, 본 발명의 반도체 발광 소자의 ZnO 발광층의 제조에서 사용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 명세서에서 언급하는 ZnO 버퍼층 및 ZnO 발광층은 ZnO, ZnMgO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1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 발광 소자(1)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c면 사파이어 기판(2)과,

불순물로서 Ni를 함유하는 ZnO 버퍼층(3), 및 이 ZnO 버퍼층(3)상에 형성된 ZnO 발광층(4)을 포함한다.

상기 구성을 갖는 반도체 발광 소자(1)는 이하의 공정으로 제조된다. 먼저, 베이스 기판으로서 c면 사파이어 기판(2)

을 준비한다. 이어서, 사파이어 기판(2)상에, 스퍼터링법에 의하여, Ni가 도핑된 ZnO 버퍼층(3)을 막두께 1.3㎛로 성

막한다. 성막 공정에 있어서는, Ar/O 2 가스를 사용하고, 불순물로서 Ni를 함유하는 ZnO 세라믹 타겟 또는 Zn 금속 

타겟을 사용하여 성막하면 된다. 스퍼터링 장치로서는, RF 스퍼터링 장치 또는 ECR 스퍼터링 장치 등의 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ZnO 버퍼층(3)을 성막한 후, 동일한 스퍼터링법에 의하여 ZnO 세라믹 타겟 또는 Zn 금속 타겟을 사용하

여 ZnO 발광층(4)을 두께 1.0㎛로 성막한다. 따라서, 스퍼터링 공정에 의하여 반도체 발광 소자(1)를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각 ZnO막은 에피택셜막이다.

과거에는, c면 사파이어 기판상에 스퍼터링법에 의하여 ZnO막을 성막하면 ZnO 에피택셜막을 성막하는 것이 가능하

였으나, 충분한 배향성/결정성을 얻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러한 에피택셜막을 ZnO 발광층으로서 사용할 수 없었

다. 또한 이 에피택셜막을 버퍼층으로서 사용하고 또한 그 위에 제 2 ZnO 에피택셜막을 형성하더라도, 결정성이 충분

한 제 2 에피택셜막을 얻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막을 ZnO 발광층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i가 도

핑된 ZnO 버퍼층을 스퍼터링법에 의하여 성막하는 경우, 우수한 배향성/결정성을 갖는 ZnO 에피택셜막이 얻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nO 버퍼층 자체는 불순물이 도핑되어 있므 로, ZnO 발광층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상기의 우수한 배향성/결정성을 갖는 ZnO 버퍼층상에 ZnO 에피택셜막을 형성하면, 발광 소자로 사용할 

수 있는 ZnO 발광층을 형성할 수 있다.

ZnO 버퍼층은 0.3㎛이상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퍼층의 두께가 0.3㎛미만인 경우, 불순물을 첨가하

더라도, 충분한 배향성/결정성을 갖는 버퍼층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서, 충분한 배향성/결정성이란, ZnO 버퍼

층의 X선 회절에 의해 얻어지는 록킹 커브 반치폭(rocking curve half value width)이 2도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상기 값을 선택함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ZnO 발광층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발광 소자를 형성하는데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ZnO 발광층은 0.05㎛이상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ZnO 버퍼층의 

결정성이 양호하더라도, ZnO 발광층의 두께를 0.05㎛ 이상 성막하지 않으면, 발광층으로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호

한 결정성을 갖는 ZnO 발광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ZnO 버퍼층의 두께와 ZnO 발광층의 두께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ZnO 버퍼층의 두께가 얇을수록, ZnO 발광층을 두껍게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ZnO 버퍼층의 두께가 두꺼울수

록, ZnO 발광층의 두께는 얇아도 된다. 예를 들면, 버퍼층의 두께가 0.3㎛로 얇은 경우, ZnO 발광층은 0.1㎛이상의 

두께가 요구된다. 한편, 버퍼층의 두께가 약 1.0㎛인 경우, ZnO 발광층은 약 0.05㎛이상의 두께를 가지면 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불순물로서 Ni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불순물을 버퍼층에 첨가할 수 있으며, 다른 불순물로서는, Z

nO 버퍼층의 배향성/결정성을 향상하기 위 하여, Li, Cu, Y, Ag, Mn, Mg, Al, V, Fe, La, Ti, Ta, Nb, Ga 중의 적어도

1종의 금속 원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베이스 기판으로서 c면 사파이어 기판을 사

용하였으나, 베이스 기판으로서 Z컷 수정 기판, n타입 실리콘 기판, 유리 기판 또는 용융 석영 기판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들 기판을 사용하더라도, 상기 불순물을 ZnO 버퍼층에 도핑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배향성/결정성이 양호한 ZnO

버퍼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ZnO 버퍼층 및 ZnO 발광층의 성막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판 온도는, 양호한 

결정 배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00℃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막 공정시의 Ar/O 2 의 분압비는, 세라믹 타

겟을 사용하는 경우는 60/40∼95/5의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며, 금속 타겟을 사용하는 경우는 40/60∼90/10의 범위

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본 발명의 ZnO 발광층의 막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발광층과 종래의 제법에 의하여 얻어진 ZnO 발광층

을 비교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사파이어 기판상에 ZnO 버퍼층을 형성하지 않고 직접 ZnO 발광층

을 스퍼터링 처리에 의하여 성막하여 얻어진 소자를 시료 1(종래예)로 준비하고, 사파이어 기판상에 ZnO 버퍼층을 형

성하지 않고 직접 ZnO 발광층을 레이저 MBE법에 의하여 성막하여 얻어진 소자를 시료 2(종래예)로 준비하고, 먼저 

사파이어 기판상에 Ni도핑 ZnO 버퍼층을 형성한 다음 그 위에 ZnO 발광층을 스퍼터링 처리에 의하여 성막하여 얻어

진 소자를 시료 3(본 발명)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상기 각 시료에 대하여 파장 325nm의 He-Cd 레이저 빔을 조사

하고, 포토 루미네슨스(photo luminescence) 측정을 행하였다. 측정 결과를 도 2에 나타낸다. 도 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파이어 기판상에 직접 ZnO 발광층을 스퍼터링 처리에 의하여 성막하여 얻어진 시료 1에서는, 포토 루미

네슨스 발광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직접 ZnO 발광층을 레이저 MBE법에 의하여 성막하여 얻어진 소자, 및 Ni도

핑 ZnO 버퍼층상에 ZnO 발광층을 성막하여 얻어진 소자에서는, 포토 루미네슨스 발광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상기

시료 3은 상기 시료 2에 비하여 더욱 강한 루미네슨스 강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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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료 2 및 시료 3에서는, 그 발광 강도뿐만 아니라, 그 생산성에 있어서도 다르다. 즉 상기 시료 2는 레이저 MB

E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ZnO 발광층의 성막 면적도 기껏해야 수 스퀘어 밀리미터의 매우 작은 것밖에 

성막할 수 없다. 한편, 상기 시료 3은 ZnO 버퍼층/발광층이 모두 스퍼터링 처리에 의하여 성막되며, 따라서 직경 3∼

6인치의 베이스 기판 전면에 한 번의 작업으로 소망의 성막을 행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서 제조한 반도체 발광 소자에 대하여, 그 베이스 기판의 변경에 따른 ZnO 발광층의 

막질의 변화를 비교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베이스 기판으로서 c면 사파이어 기판, Z컷 수정 기판, n타

입 실리콘 기판 및 유리 기판을 사용하여 형성된 시료를 각각 준비하였다. 그리고, 상기와 마찬가지의 He-Cd 레이저 

빔을 사용한 포토 루미네슨스 측정을 행하였다. 측정 결과를 도 3에 나타낸다. 도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

파이어 기판, Z컷 수정 기판, 실리콘 기판 및 유리 기판을 사용하여 형성된 시료는, 그 포토 루 미네슨스 발광 강도가 

서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시하지 않았으나, 베이스 기판으로서 용융 석영 기판을 사용한 경우

에도, n타입 실리콘 기판을 사용한 경우와 거의 동등한 발광 특성이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불순물이 도핑된 ZnO 버

퍼층을 개재하여 소자를 형성함으로써, 종래에는 얻을 수 없었던, 결정성이 양호한 ZnO 발광층을, 수정 기판 또는 실

리콘 기판상에 성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향성/결정성이 더욱 향상된 ZnO 버퍼층 및 ZnO 발광층을 성막하기 위하여, 순도 99.99%이상의 고순도 타

겟을 사용하거나, 순도 99.99%이상의 고순도 도입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 발광 소자(11)는, ZnO 발광층을 사용하여 형성된 반도체 발광 소자로서, 소

자(11)의 외부로부터 전압을 인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극이 형성된 LED이다. 이하, 본 실시형태의 발광 소자의 구

조에 대하여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c면 사파이어 기판(12)상에, Al이 도핑된 ZnO 버퍼층(13)이 형성된다. 여기성, Al이 버퍼층에 도핑되어 있으므

로, ZnO버퍼층(13)은 n타입 ZnO이 된다. 그리고, ZnO 버퍼층(13)상에는 ZnO 활성층(14)이 형성된다. 또한 활성층

상에는 N(또는 그 이온)이 도핑된 p타입 ZnO층(15)이 형성된다. ZnO층(13, 14, 15)은 모두 스퍼터링 처리에 의하여 

형성된 에피택셜막이다.

p타입 ZnO층(15) 및 ZnO 활성층(14)은 에칭 처리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제거된다. 에칭 처리후에 얻어진 ZnO 버퍼

층(13)의 노출 영역에는, ZnO와 옴 접촉하는 하부 전극(16)이 형성된다. 하부 전극(16)은 Ti/Au 등의 금속 재료로 이

루어진다. p타입 ZnO층(15)상에는, 마찬가지로 ZnO와 옴 접촉하는 금속으로 이루어지는 상부 전극(17)이 형성된다.

상기 구성을 갖는 p-n 접합형의 반도체 발광 소자(11)에서는, 하부 전극(16)과 상부 전극(17) 사이에 전압을 인가함

으로써, 청색광∼자외선 영역에서 발광하도록 여기자 발광을 행할 수 있다.

제 2실시형태의 상기 구성의 변형으로서, ZnO 버퍼층(13)을 2층 구조로 형성해도 된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

도체 발광 소자(21)는 c면 사파이어 기판(12)과 ZnO 활성층(14) 사이에 ZnO 버퍼층(23)을 포함한다. ZnO 버퍼층(23

)은 c면 사파이어 기판(12)상에 형성되는 제 1 서브층(23b) 및 ZnO 활성층(14)과 접촉하는 제 2 서브층(23a)을 갖는

다. 제 1 서브층(23b)은 ZnO의 배향성 또는 결정성을 향상시키는데 우수한 도핑제가 도핑된 ZnO로 이루어진다. 이러

한 도핑제는 Li, Cu, Ni, Y, Ag, Mn, Mg, Fe, La, Ti, Ta, Nb 및 Ga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반대로, 제 2 

서브층(23a)은 ZnO의 저항을 감소할 수 있는 도핑제가 도핑된 ZnO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도핑제는

Al 및 V를 포함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ZnO 버퍼층(23)상에 결정성이 우수한 ZnO 활성층(14)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제 2서

브층(23a)의 저저항에 기인하여 ZnO층(14)에 큰 전류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반도체 발광 소자에 의하면, 과거에는 제조하기 어려웠던, 발광

소자로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양호한 배향성/결정성을 갖는 ZnO 발광층을, 스퍼터링법 등의 비교적 용이한 방법에 

의하여 높은 생산성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베이스 기판;

상기 베이스 기판상에 형성되는 ZnO 발광층; 및

상기 베이스 기판 및 상기 ZnO 발광층 사이에 형성되고, 불순물이 도핑된 ZnO 버퍼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기판은 사파이어, 수정, 실리콘, 유리 및 용융 석영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재

료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Li, Cu, Ni, Y, Ag, Mn, Mg, Al, V, Fe, La, Ti, Ta, Nb 및 Ga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4.
베이스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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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이스 기판상에 형성되는 ZnO 발광층;

상기 베이스 기판과 상기 ZnO 발광층 사이에 형성되고, 제1 도전성 타입의 불순물이 도핑되는 제1 ZnO층; 및

상기 ZnO 발광층상에 형성되고, 제2 도전성 타입의 불순물이 도핑되는 제2 ZnO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기판은 사파이어, 수정, 실리콘, 유리 및 용융 석영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재

료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성 타입은 n타입이며, 상기 제2 도전성 타입은 p타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

광 소자.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ZnO층은 상기 베이스 기판상에 형성된 제1 서브층 및 상기 ZnO 발광층에 접촉하는 제2 

서브층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서브층은 제1 도전성 타입의 불순물이 도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성 타입의 불순물은 Al 및 V중의 하나로부터 선택되며, 상기 제1 서브층은 Li, Cu, Ni,

Y, Ag, Mn, Mg, Fe, La, Ti, Ta, Nb 및 Ga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불순물이 도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서브층은 Ni가 도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

청구항 10.
베이스 기판상에, 불순물이 도핑된 ZnO 버퍼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ZnO 버퍼층상에 ZnO 발광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기판은 사파이어, 수정, 실리콘, 유리 및 용융 석영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재료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Li, Cu, Ni, Y, Ag, Mn, Mg, Al, V, Fe, La, Ti, Ta, Nb 및 Ga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ZnO 발광층은 스퍼터링 공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제

조 방법.

청구항 14.
베이스 기판상에, 제1 도전성 타입의 불순물이 도핑된 제1 ZnO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ZnO층상에 ZnO 발광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ZnO 발광층상에 제 2 도전성 타입의 불순물이 도핑된 제2 ZnO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기판은 사파이어, 수정, 실리콘, 유리 및 용융 석영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재료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성 타입은 n타입이며, 상기 제2 도전성 타입은 p타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ZnO층, 상기 ZnO 발광층 및 상기 제2 ZnO층은 각각 스퍼터링 공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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