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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반도체 조명과 아울러 디스플레이의 주요한 광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발광다이오드에서 

광학적 특성 및 효율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발 방향과 연구 방법이 제시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방향과 

방법은 2차원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면 

구조와는 구별되는 나노 프레임 구조를 통한 입체적인 나노 구조의 설계와 아울러 미세 패턴과 반응성 에칭 방법이 

적용된 반도체 공정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나노 프레임 구조의 구현을 위해 적용된 공정 개발을 통해 수직

성이 향상된 나노 캐비티와 이를 통한 나노 기둥의 제시를 통해 나노 구조의 반도체 광원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나노 프레임, 나노 캐비티, 반도체 광원, 조명, 디스플레이

Abstract  In micro-sized light emitting diodes, which are increasingly attentions as the light sources 

of displays and semiconductor lighting, increasing the amount of light and improving the luminous 

efficiency are very important and various development directions and methods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the design of 3-dimensional nano structures through nano frame 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 nano pattern and a reactive etching method were proposed. And it will 

also be discussed that nano pillar arrays with nano cavities having improved verticality can be 

applied to semiconductor light sourc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ano fram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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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질화물을 기반으로 하는 광소자의 발광 효율 특성 

향상은 평면 구조를 기초로 하여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면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질화물 광원과는 차별화되는 입체적인 나

노 구조를 가지는 반도체 광원의 구조 및 공정 개발과 

이에 따른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구조와는 

구별되는 입체적인 나노 구조의 적용으로 발광 면적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노 사이즈의 균일한 기둥 

(Pillar) 모양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나노 

구조 개발과는 구별되는 나노 프레임 (Frame)의 형성

을 통해 나노 기둥 구조를 제작하고자 한다. 나노 기둥

의 구현을 위하여 산화물층을 나노 프레임으로 적용하

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나노 사이즈 리소와 식각 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리소 및 식각 공정을 통해 형성

된 나노 기둥을 통해 입체적인 나노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평면 구조에서는 c-면에서 질화물

이 성장됨에 따라 분극 효과 (Polarization Effec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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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캐리어가 공간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광학적 특성

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비해 나노 기둥의 측면에 발광

층을 성장시키게 되면, m-면에서 성장됨에 따라 무극

성 질화물이 성장될 수 있다. 이러한 극성 특성을 가지

지 않는 발광층의 도입에 따라 극성 질화물에서 발생하

는 분극 효과를 억제할 수 있음에 따라 캐리어 

(Carrier)의 재결함이 향상되게 된다.

기존의 광원인 백열등 및 형광등과 비교하여 LED 

(Light Emitting Diode)는 반도체 물질을 통해 전자와 

정공의 결합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발광 반도체임에 따라 반도체 광원 

(Semiconductor Light Source) 이라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LED 광원에서는 단일 소자에서 하나의 파장대

를 형성하고 있으며, 청색과 형광체의 혼합을 통해 흰

색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형광체에 의한 빛의 흡수

와 이에 따른 효율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에는 형광체의 여기 효율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아울러 

광원의 세기와 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하여 왔다. 하지만, 형광체에 의한 흰색 발광 구조의 한

계로 특성 향상이 매우 더디다 [1-6]. 이에 따라 형광체 

여기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빛의 혼합을 통한 흰색 구

현이 가능한 3차원 나노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의 청색, 녹색과 적색의 개별 소자를 통한 흰색의 구현

은 소자의 복잡성과 원가 상승에 따라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는 차별화

된 나노 프레임 구조를 통한 나노 기둥 구조의 설계와 

실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노 구조의 사이즈와 

아울러 나노 기둥의 간격에 따라 파장 특성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소자에서 영역별로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도록 배치할 수 있다. 3차원 나노 구

조를 통해 기존과는 구별되는 나노 크기의 LED 소자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나노 프레임의 구현을 통해 반복

성과 균일성을 갖춘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명과 아울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나노 크기의 

반도체 광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2. 실험

반도체 광원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화물은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법 또는 분자선적층법에 따라 성

장되어진다 [8,9]. 이에 따라 GaN 기반의 질화물층을 

사파이어 기판을 적용하여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법을 

통해 성장하였다. 트리메틸갈륨, 트리메틸인듐 및 암모

니아가 GaN 및 InGaN 성장을 위해 적용되었다 

[10-14]. 나노 프레임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3 ㎛ 두

께의 SiO2 물질을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법을 통해 질

화물층 위에 실란, 질소 산화물 및 암모니아의 혼합물

을 적용하여 성장하였다. 나노 프레임의 형성을 위해 

표준 리소 공정을 적용하였으며, 나노 크기의 원형 캐

비티 (Cavity) 구조를 패턴 하였다. 실리콘 산화물인 

SiO2 물질의 에칭은 C4F8 기반의 반응성이온에칭 

(Reactive Ion Etching)법이 적용되었으며, TEL 

(Tokyo Electron) SCCM 에처 설비가 사용되었다. 산

화물층의 높은 수직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산소 및 아

르곤 가스를 사용하였다. 나노 기둥은 반응성 에칭 공

정을 통해 만들어진 나노 크기의 홀에 n형 질화물의 성

장을 통해 형성된다. 나노 홀에 n형 질화물을 성장한 

후, 실리콘 산화물층을 SiO2/SiNx 으로 구성된 산화물 

및 질화물층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에칭하였다. 실리콘 

질화물인 SiN 박막층은 SiO2와 비교하면 산성 에천트

에서 낮은 에칭 특성을 가짐에 따라 식각 깊이에 대한 

에칭 조절층으로 사용되었다. 

InGaN 및 GaN으로 구성된 발광층의 3족 대비 5족 

비율은 10,000 이며, Al 농도를 갖는 질화물로 구성된 

전자차단 및 정공 주입 향상층의 V/III 비율은 4,000 

이다. 또한, p형 GaN의 3족 대비 5족 비율은 4,500 이

며, 이에 따른 발광층이 n형 질화물의 나노 기둥 구조

의 측면에 성장될 수 있다. 성장된 나노 구조물에 대해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그리고 물을 혼합한 유기 용제로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전류 주입을 위해 투명 전극

인 인듐 주석 산화물 및 n형 접촉을 위해 Al/Ti 물질이 

구성될 수 있다. 3차원 나노 구조의 모양과 공정 결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 형상이 측정되었으며 나노 프

레임의 수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레임 단면의 수

직성 (Verticality)를 측정하였다.

3. 결과

3.1 산화물을 통한 나노 프레임 형성

나노 프레임 제작을 통한 나노 기둥 구현을 위해 적

층 및 에칭과 충진 공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러한 나노 프레임 제작을 위해 질화물 및 산화물 증착 

및 에칭 장치를 사용하여 나노 구조의 공정 조건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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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였다. 첫 번째로는 실리콘 산화물을 적용한 나노 

프레임 형성 단계이다. 나노 프레임 제작을 위해 사파

이어 물질로 제작된 기판에 GaN 물질을 성장하였으며, 

질화물층의 결정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핑되지 않은 

GaN 층과 n형 GaN 층을 성장 순서에 맞추어 증착하

였다. 이와 같이 증착된 GaN 위에 SiO2을 성장시켰으

며, 나노 기둥에 발광층 성장시 나노 기둥 사이의 표면

에 질화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SiNx 기반의 질화물 

억제층을 n-GaN 와 SiO2 사이에 도입하였다. 또한, 반

응성에칭 공정을 통해 나노 크기의 캐비티를 형성하였

다. 질화물과 산화물의 증착 및 에칭 단계가 Fig. 1에 

제시되어져 있다. 실리콘 산화물 두께 3 ㎛에 대한 반

응성이온에칭 시간은 580 sec이며, 실리콘 질화물인 

SiN 물질의 100 nm 두께에 대한 플루오린화 수소의 

에칭 시간은 30 sec이었다. 나노 프레임의 형성을 위한 

나노 캐비티의 수직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나노 캐비티

의 수직 특성을 위한 측정 방법이 Fig. 2에 나타나 있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나

노 캐비티의 깊이 (depth)가 3 ㎛에서 80° 이하의 특

성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노 캐비티의 수직 

특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나노 캐비티를 적

용한 나노 프레임을 적용할 시 나노 기둥의 수직 특성

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나노 기둥의 높은 수직 특

성을 위해서는 나노 프레임을 형성하는 나노 캐비티의 

수직 특성이 보다 향상되어야 한다.

Sapphire

n-GaN

SiO2

SiNx

  
Sapphire

n-GaN

SiO2

PR

Fig. 1. Nano frame using an oxide layer on nitrides 

(a) and an etching process (b).

Sapphire

n-GaN

SiO2

Θ

Verticality

Schematic

Top-view

Fig. 2. Etching profile angle, and schematic image of 

top-view of nano cavities.

나노 프레임을 위한 나노 캐비티의 형성을 위한 산

화물의 에칭 공정에서 수직 특성의 향상을 위하여 반응

성이온에칭 중에 에칭 가스의 조건을 변경하는 단계별 

공정 (Stepwise Process)을 통한 에칭 방식을 적용하

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4F8/O2/Ar 에칭 가스에 대

해 C4F8/O2 가스의 비율을 23.1%, 그리고 압력 30 

mT 조건을 적용하여 상부 지름을 확보하였으며, 두 번

째 에칭 단계에서는 하부 지름의 확보를 위해 C4F8/O2

에칭 가스 비율 13.1%, 10 mT 압력에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나노 캐비티의 깊이를 달리하여 개선된 에칭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2와 3 ㎛ 깊이의 나노 캐비티에

서 높은 수직 특정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 깊

이의 조건에서 상부 캐비티 지름 360 nm, 하부 캐비티 

210 nm 및 수직 특성 88.5°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3 

㎛ 깊이의 조건에서는 상부 360 nm와 하부 230 nm

를 확인하였으며, 수직 특성 88.7°을 확보할 수 있었다.

3.2 나노 프레임의 질화물 충진 

3차원 나노 구조를 위해 실리콘 산화물의 에칭을 통

해 구현된 나노 캐비티를 가지는 나노 프레임에 질화물

을 채우는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Fig. 3에 공정에 대한 

개략도가 제시되어져 있다. 나노 프레임의 충진을 위해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 설비의 반응기 압력 100mbar

에서 2L의 암모니아가 과압된 상태에서 트리메틸갈륨

이 GaN 성장을 위해 주입된다. 나노 캐비티의 충진이 

진행 중일 때는 트리메틸갈륨 20 sccm (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 조건으로 주입되며, 

충진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5 sccm으로 줄인 뒤 트리메

틸갈륨을 주입하지 않으면서 완료하게 된다. 

나노 캐비티에 대한 질화물의 충진이 완료되면 GaN

이 나노 캐비티 밖으로 성장하게 되며, 측정된 바와 같

이 c-면의 성장 속도는 우르자이트 (Wurtzite) GaN에

서 m 또는 r-면보다 빠르다. 따라서, 충진된 GaN은 

c-면 상단을 갖는 육각형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 또

한, 육각형 피라미드의 측면은 r-면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나노 캐비티의 충진을 위한 마지막 시기

에 사다리꼴 모양을 갖게 되며 c-면 (0001)과 r-면 

(10-12)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각각의 결정면에 대해 

InGaN 박막의 두께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r-면은 

m-면 (10-10)과 비교하여 성장 속도가 3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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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됨을 확인하였다. 나노 프레임을 통해 충진된 질화

물의 결정 성장면에 대해 Fig. 4에 제시되어져 있다. 나

노 기둥의 측면에서는 평면 구조에서 유발되는 c-면에 

따른 분극 현상의 발생이 없는 m-면이 주요한 결정 성

장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노 캐비티를 채우는 마

무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r-면은 나노 구조의 전체적인 

발광 면적과 비교하여 비중이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r-면을 통한 발광다

이오드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Sapphire

n-GaN

SiO2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nano cavities filling 

of nitrides.

a1

a2

a3

c

m-plane

c-plane

r-plane

Fig. 4. Crystallographic planes of the wurtzite structure 

of nitrides, colored areas indicate the polar 

c-plane {0001}, non-polar m-plane {1-100} and 

semi-polar r-plane {1-102}.

3.3 나노 프레임을 통한 3차원 나노 구조

나노 기둥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나노 프레임을 

형성하는 산화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진행하였다. 나노 

프레임의 제작을 위해 나노 캐비티 내부에 질화물이 성

장 되었으며, 산화물의 제거를 통해 나노 기둥 구조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나노 프레임을 구성하는 산화물의 

제거를 위해 습식 식각이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Buffered Oxide Etchant와 Dilute HF (10:1) 용액이 

적용되었다. 산화물의 식각을 통해 형성된 나노 기둥 

형상이 Fig. 5에 제시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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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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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nano pillar fabrication 

using the nano frame, and wavelength 

changes with nano pillar pitch sizes.

또한, 나노 기둥 형성을 위한 산화물의 식각을 통한 

패턴 이미지가 Fig. 6에 제시되어져 있다. 나노 기둥의 

어레이 구조를 위한 패턴 이미지를 통해 나노 프레임을 

통해 구현된 나노 기둥 구조가 균일한 모양으로 제작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러한 균일성의 확보는 나

노 기둥 구조를 적용하여 조명 및 디스플레이의 광원으

로 활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확보 요건이다. 또한, 나

노 프레임 구조 및 공정 적용에 따른 나노 기둥의 구현

을 통해 나노 구조의 균일한 재현도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µm

500nm

2µm

500nm

300nm

Fig. 6. Nano pattern image for nano frame by optical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나노 프레임 구조를 통해 형성된 나노 기둥 측면에 

발광층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광층의 성장을 

통해 나노 기둥 측면에 다이오드 구조를 가지는 나노 

발광층을 형성할 수 있다 [15]. 나노 기둥에 성장된 발

광층과 전극 물질을 통해 발광다이오드를 구현할 수 있

으며, 전산모사에 의하면 나노 기둥의 피치를 변경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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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광 파장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Fig. 5에서 나노 기둥의 피치 간격이 1.4, 2.4 및 2.8 

㎛ 변화됨에 따라 파장 특성이 각각 450, 515 및 540 

nm까지 변경시킬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나노 기둥의 

피치에 따른 파장의 변화는 다중양자우물층의 인듐 조

성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치가 증가함에 따

라 인듐 주입도 증가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인듐 주입

의 변화는 나노 기둥의 피치 간격에 따라 인듐이 증착

되는 전체 표면 넓이의 변동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나노 기둥의 간격이 벌어짐에 따라 인듐의 주입 넓이가 

작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양자우물층에서의 인듐의 주

입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나노 기둥의 피치가 벌어

짐에 따라 장파장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나노 기둥의 

피치 간격에 따른 파장의 변경은 단일 소자에서 복수의 

파장을 만들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형광체

에 의한 발광 효율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

노 캐비티 구조를 통한 나노 기둥 구조가 제시될 수 있

다. 또한, 나노 기둥 구조가 적용된 소자에서 복수의 피

치 간격 설계를 통해 색온도를 포함하는 광학적 특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3차원 나노 

구조를 통해 비극성 성장면에서 빛을 방출하는 광원 구

조를 구현할 수 있으며, 광원을 마이크로 크기 이하로 

제작할 수 있음에 따라 나노 구조와 발광 기술이 융합

될 수 있다. 또한, 3차원 나노 기술은 플렉서블 디스플

레이에서 요구되는 유연 기판 기술과 아울러 초소형 광

원의 구현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과도 융합되어 차세

대 디스플레이를 위한 주요한 광원 기술로서 기대될 수 

있다 [16]. 

4. 결론 

반도체 광원의 적용을 위하여 산화물과 식각 공정이 

적용된 나노 프레임 구조를 제작하여 나노 기둥 구조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공정을 통하여 나노 캐비티가 형성

되었으며, 질화물을 나노 패턴으로 에칭된 캐비티에 성

장하여 충진하였다. 나노 캐비티 구조를 통해 나노 기

둥이 균일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었으며, 나노 기둥의 측

면을 통해 m-면 질화물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

라 다중양자우물층 구조를 가지는 발광층을 비극성 면

에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나노 구조의 기둥을 피

치 크기별로 배치할 수 있으며, 피치에 따른 파장 특성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나노 기둥의 간

격에 따른 인듐의 주입 특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나노 크기의 광원 제작과 아울러 나노 기둥의 배치에 

따른 파장의 변화는 나노 구조 설계를 통해 흰색의 발

광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한 나노 프레임을 통한 나노 기둥 기술이 디

스플레이 또는 조명 분야에서 기존과 구별된 반도체 광

원 기술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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