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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박형호 선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응용소자개발실)

1. 개 요

화합물 반도체 (Compound Semiconductor)란 

2종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총칭하며, 

크게 II-VI족, III-V족, IV-IV족으로 구분된다. 

그림 1의 주기율표에 도시한 바와 같이 II-VI

족 화합물 반도체로는 ZnO, ZnS, ZnSe, ZnTe, 

CdSe, CdTe, HgTe, MgS, MgSe, CaS, III-V 족

으로는 BN, AlN, GaN, InN, AlP, AlAs, AlSb, 

GaP, GaAs, GaSb, InP, InAs, InSb, IV-IV족 

으로는 SiC, SiGe, GeSn 등의 조합인 2원계 화

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화합물 반도체는 메모리, 로직소자

에 사용되는 실리콘 반도체와 비교하여 i) 전자

와 정공의 이동도가 우수하고, ii) 조성변화를 통

한 밴드갭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고, iii) 전자와 정

공의 직접천이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고

속, 고효율, 고전력 등이 요구되어 지는 무선통

신소자 (스위치, 필터, 파워 앰프 등), 전자소자 

(MOSFET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전력소자 등), 광소자 (LED 

[Light Emitting Diode], LD [Laser Diode], 태

양전지, 포토다이오드) 등의 분야에 주로 응용되

고 있다. III-V 족 화합물 반도체의 특성과 응용

분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본고에서는 에피기술을 정의한 후 에피성장 방법

과 광소자용 에피기술 동향 및 시장에 대해서 알아

보고, III-V 족 화합물 반도체의 나노융합 에피소자

와 관련된 연구동향과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며, 향

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에피기술의 정의 및 분류

에피택시 (Epitaxy)는 그리스 문자인 epi (위

화합물 반도체 에피기술 동향

그림 1.  원소의 주기율표 및 화합물 반도체 구성
원소.

그림 2.  III-V 족 화합물 반도체의 특성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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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와 taxis (배열)의 합성어로서 결정구조를 갖

는 기판위에 기판과 같거나 또는 다른 결정 구

조를 갖는 물질을 성장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박막 제조에서 기판재료 

표면의 원자배열에 의존한 결정구조의 박막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림 3). 대표적 반도체 물

질인 실리콘 기반 소자의 경우 소자 제작을 위

하여 고품질의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상에 박막

성장, 이온주입, 리소그래피 및 에칭공정에 의

한 패턴형성의 반복적인 공정을 통하여 소자를 

제조하는 것에 비하여, 화합물 반도체를 기반으

로 하는 소자는 상기 실리콘 소자에서 수행하는 

기본공정 이외에 부가적으로 단결정 기판 (Si, 

SiC, Al2O3, GaAs, InP, GaSb, InAs, InSb 등) 

상에 소자의 기능에 맞는 화합물 반도체 단결정 

성장인 에피택시(이하 에피) 공정이 필수적이

며, 이러한 에피박막 공정이 소자의 성능을 좌

우하게 되는 핵심 기술이다.

대표적인 광소자용 화합물 반도체는 전류를 

주입하여 빛을 방출시키는 발광소자와 빛을 주

입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수광소자 (Photo 

Diode, PD)로 분류할 수 있다. 발광소자는 자

발방출 소자 (LED)와 유도방출 소자 (LD)로 

분류하게 되는데, LED는 방출 빛의 양자효율, 

droop 손실, 작동전압 등의 특성을 에피 성장

기술로 제어하며, LD는 자발 방출된 빛을 공

진기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만 증폭시켜 방출

시키는 소자로서 문턱전류, 온도 특성, 양자

효율 등을 에피 성장기술로 제어한다. 따라서 

LED / LD / PD용 광소자 에피박막 성장기술

은 화합물 반도체 소자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로서 최종 소자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많은 파장대에서 동작하는 소자 / 부품으로 

이루어진 광산업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물질

에 근거하는 다양한 에피 성장기술이 각 소자 

/ 부품 레벨에서 필요하며 광소자 에피기술은 

AlGaN/GaN, Al(In)GaAs/GaAs, InGaAsP/

InP, AlGaSb/GaSb 이종 에피 성장기술로 구

분되어져 있다.

  

3. 에피 성장방법

일반적인 화합물 반도체 소자 제작을 위

한 에피 성장방법은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법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분자빔에피택시법 (Molecular Beam 

Epitaxy, MBE) 및 액상에피택시법 (Liquid 

그림 3. 에피택시 공정.

그림 4.  광소자용 에피성장 메카니즘 및 성장된 
GaN-based LED 에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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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Epitaxy, LPE) 등이 있다 (그림 5). 먼

저, 액상에피택시법은 결정재료가 녹아 있는 

포화용액을 기판과 접촉시켜서 결정을 성장시

키는 것으로 Si, GaAs, AlGaAs, GaP 에피택

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분자빔에

피택시법은 종래의 물리 증착방식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을 발전시킨 것으로 

10-9 torr 이하의 초고진공 반응기 내에서 증

발된 결정 재료가 분자나 원자 형태로 빔을 형

성하여 기판 위에 도달한 후 기판 표면과 반

응하여 결정 성장이 되는 것으로서, 낮은 기

판온도에서 제작 가능하고 불순물 첨가량 및 

결정 조성의 정밀한 제어 가능하여 초격자 

(Superlattice) 및 다층 (Multi-layer) 소자 제

작에 응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피성장을 위

한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법은 비평형 열역학적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 상태에

서 성장하는 방법으로 반응체 (Precursor)들의 

증기수송과 더불어 Ⅲ족과 결합된 유기금속화

합물과 Ⅴ족과 결합된 수소화합물들이 가열된 

반응관 내에서 서로 연속적인 반응을 통하여 성

장된다. 따라서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법의 성

장 원리는 

① 반응 gas가 챔버 안으로 유입되고 

②  반응 gas의 농도차에 의해서 기판 표면으

로 반응물질이 운송되며

③ 반응 gas가 기판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④ 기판에 흡착됨으로서 성장이 진행된다. 

이러한 방법은 메틸이나 에틸 등의 알킬기를 

갖는 유기금속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며 반응

가스 종류를 달리해서 물질의 조성을 쉬게 바꿀 

수 있으므로 GaAs나 InP와 같은 2원계 화합물

뿐만 아니라 AlGaAs, InGaAs와 같은 3원계, 4

원계 화합물 반도체 성장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성장된 에피 박막의 품질 조절, 장비유

지 비용, 대구경화 및 생산성 측면에서 금속유

기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에피 성장방법이 가

장 각광받고 있다. 

4. 광소자용 에피기술 동향

LED / LD와 같은 발광소자용 에피는 소자

(칩)를 제작하기 위해 기판 위에 박막을 성장하

는 단계로서 내부 양자효율 개선과 저결함 성장

이 핵심 기술이다. 발광소자 에피는 통상 소자

의 생산성 및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MOCVD를 

사용하며, 고출력 LD 및 중적외선 대역 발광소

자의 경우 MBE를 사용한다. 주요 에피 기술 이

슈로는 양자우물 / 양자점을 포함하는 활성층 

(이득층) 구조설계 / 성장, 기판과의 격자 불일

치에 의한 스트레인 조절, 전자 및 정공 주입을 

위한 도핑, 누설전류 방지를 위한 전류 차단층 

설계 / 제작, 대구경 성장 (6인치급 이상), 신물

질 기판, 결함제어 등이 있다. 에피박막 성장은 

두께, 조성, 도핑, 격자정합, 결함분포 등에 의

해 소자의 효율이 결정

되므로 고효율, 저전력 

소자를 위한 문제점들

의 개선방안이 필요하

다 (그림 6).

우리나라는 LED 광

소자 기술은 세계최고 

대비 평균 95%의 높

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

으나, 비가시광 영역에

서는 86%대의 낮은 수그림 5. 각종 에피 성장방법의 도식도 [2-4].

LPE (Liquid Phase 
Epitaxy)

MBE (Molecular Beam 
Epitaxy)

MOVPE (Metal-Organic 
Phase Epitaxy, MO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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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7). 미국 및 일본이 최

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핵심기술인 칩 분야에서 1년 

이상 기술적 차이가 있다. 특히 자외선, (중)적

외선 LED의 경우 연구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척박한 상황이

며 후방업체 중에서도 

Big 3 업체(삼성, LG 

및 서울반도체)를 제외

한 다수의 업체들은 대

만으로부터 칩을 수입

하여 광원을 제작하는 

패키지 업체이며 따라

서 에피와 칩에 관련한 

기술적 기반이 매우 취

약하다. 칩 공정 기술

의 경우 파장에 관계없

이 전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어 있으나 에

피기술의 경우 노하우가 많은 영역으로서 우리

나라가 근본적으로 기술자립이 필요한 분야이

다.

5. 광소자용 에피시장 동향

5.1 LED 에피 시장

아직까지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LED 에피기

술은 4인치 사파이어 기반이며, 6 및 8인치 사

파이어나 Si과 같은 기판의 적용은 아직 시기상

조이다. MOCVD 장비는 6인치 스케일의 챔버

에서 더 이상 구조 변화는 없는 듯하며 클러스

터 혹은 카세트 타입으로 생산성 향상이 향상

되고 있으며 나노구조 에피는 선행기술 관점에

서 개발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이 없이는 당

분간 실험실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다. 광소자 

구조의 다양성에 따라 맞춤형 에피설계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융합산업 태동으로 파장다변화

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파이어 위주의 LED 

에피 시장은 대구경 사파이어, GaN 호모기판, 

Si 저가형 기판 등 칩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 성

능에 따른 선택적 경쟁이 심화될 전망으로 보

인다. 

그림 6. LED 에피 설계 이슈.

그림 7. 글로벌 LED소자 기술수준 비교 [5].

그림 8. LED 에피박막 기술로드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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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LD 에피 시장

 국내 LD 에피박막 기술은 대학에서 연구된 

경우가 전무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

련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산업체의 경우 

Low-end 제품군을 중심으로 자체 에피박막 성

장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로 세계시장 점

유율은 5% 이하인 상태이다. 대표적인 통신용 

LD의 경우 세계시장의 경우 10 Gbps급 고부가

가치 LD 시장으로 급선회하는 단계이나 국내의 

경우 100 Mbps ~ 수 Gbps급 광트랜시버가 주 

생산품이며, 이 경우에도 고사양 LD chip의 경

우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단계로 세계적인 경쟁

력이 떨어지는 단계이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LD chip인 고출력 LD

의 경우도 10 W급 혹은 

그 이상의 사양을 갖는 

LD chip을 위한 에피박

막 성장 기술의 부재로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

신용 LD의 경우 한국전

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

로 하는 R&D 연구기관

과 산업체간 기술 격차

가 크며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에서 정부과제를 관련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

나, 산업화를 위한 기술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이다. 특히 국내 

관련 분야의 대학에서

의 연구가 부재하여 LD 

에피박막 성장분야 관

련 인력 수급에 어려움

이 있는 실정이다.

6. 향후 응용분야 
: 나노융합 에피소자

반도체는 전 산업의 핵심원천 기술로 발전하

였으며, 21세기 산업의 키워드인 고성능화ㆍ다

기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실리콘반도체의 

한계를 넘어선 신소자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

다. 나노융합 에피소자는 이를 위해 물성특성이 

뛰어난 화합물 반도체 재료를 기존 실리콘반도

체 공정에 에피택시 공정을 사용하여 융합시킨 

고성능, 신기능의 차세대 나노반도체 융합소자

를 말한다 (그림 9).

나노융합 에피소자는 성능적으로 초고속, 초

고전력, 고효율 광 특성을 활용한 발광, 통신, 

그림 10.  적용 분야에 따른 나노융합 에피소자 분류.

그림 9. 나노융합 에피소자의 기술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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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 바이오 검사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자동차, 로봇, 스마트폰, 태블릿 PC, 건강관리 

및 진단, 보안용 전자기기 등 주요 제품에 활용

된다.

실리콘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 

소자는 무어 (Moor)의 법칙을 따라 지속적으

로 미세화 (초고집적화) 되어 왔으나 10 nm 크

기 이하의 미세구조부터는 실리콘의 물성적 한

계에 부딪혔다. 따라서 10 nm 이하 급 이하 소

자부터는 실리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의 확

보가 필수적이며, 국제반도체기술 로드맵 상에 

(ITRS;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 차세대 CMOS 기술의 수

명 연장 및 대체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나노융

합 에피박막 소자 기술이 지목되었다. 미국 인

텔사는 2015년 출시 예정인 10 nm급 소자에 

나노융합 에피소자 기술을 적용 예정이다. 나

노융합 에피소자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 또는 

CMOS 위에 에피택시 공정을 이용하여 고성능

의 화합물 반도체를 형성시켜 소자의 성능을 개

선시키거나 새로운 특성을 추가시키는 대표적

인 융합기술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7. 결 론

 융합 시대로의 진화

에 따라서 실리콘 기반

의 소자의 경우, 물리·

재료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고성능 / 다기능

성 소자의 제작이 어려

워 보인다. 반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이는 

화합물 반도체를 실리

콘 기판 위에 집적시키

면 고성능·저전력 나

노융합 에피소자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종기술간 융합의 어려움과 시장의 미성숙으로 

목표기술의 경쟁 보다는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

한 시제품 성격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노융합 에피 기술은 기술 집약적이고 화합물 반

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반기술이며, 그 생

산품인 이종성장된 에피기판은 전략물자로 취

급되어 국가 간 이동 시 허가 대상품목인 전략

물자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에피박막 기술 역

시 전략기술로 분류되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

는 기술이므로 반드시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력

을 보유해야 할 핵심기술 중의 하나 이므로, 정

부와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하여 차세대 나

노융합 에피소자의 세계시장 선도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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