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3호 (2016년 3월)   3

S p e c i a l 
T h e m a

김자연 선임연구원 (한국광기술원 LED소자연구센터) 

고효율 LED 개발 기술

1. 발광다이오드 개요

LED는 고효율, 고속응답, 장수명, 소형화, 

경량, 저소비 전력에 의한 에너지 절감 등의 

장점과 함께, 일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고 

무수은 광원이므로 폐기물 처리가 간편한 친

환경 광원 등의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 조명의 대체조명, 핸드폰, 신호등, 인포

메이션, LCD, 자동차 등 많은 용도에 응용되

고 있다. 

LED의 한계였던 휘도(밝기)문제가 최근 크게 

개선되면서 기존 LED display, Backlight 시장

을 넘어 일반 조명 등의 산업 전반으로 확산, 본

격적인 LED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 조명 이외에도 그림 2와 같이 살균, 

정화, UV Curing, 가시광 통신, 인지 및 감

성조명, 농수산업용 재배(양식), 건축, 도로, 

자용차용 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 발광다이오드의 특징 

2.1 LED의 특징 

(1) LED는 소형이며 점광원이다. 

LED의 가장 큰 장점은 형광등, 백열등과 달

이 소형이라는 점이다. 보통 LED 칩의 크기는 

저출력의 경우 300×300 μm2이고 고출력의 그림 1. LED의 효율 향상 및 응용 분야. 

그림 2. LED의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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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1 mm2으로 패키지 후에도 손톱 크

기보다 작게 되는 점광원의 형태를 갖게 된

다. 기존 조명들과 달리 필라멘트와 밸브 형

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상 많은 자유

도를 가지게 된다. 대면적의 광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LED를 배열하는 구조를 사용하기

도 한다. 

(2) LED는 단일파장을 갖는다. 

그림 3을 보게 되면 백열등, 형광등 등 기존 

조명의 경우 넓은 파장에 대해 광세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LED의 경우 청색, 녹

색, 적색, 적외선, UV 등 매우 짧은 파장대역

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LED

는 반도체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

갭을 가지게 되며 LED의 기본 구조인 p-n 접

합에 전류를 주입하게 되면 전자가 전도대에

서 정공이 있는 가전자대로 밴드갭의 에너지

를 잃어버리며 그 크기만큼의 빛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3)  LED는 낮은 전압

에서 동작한다. 

LED의 경우 밴드

갭 이상 (E = qV) 이상

의 순방향 전기에너지

를 인가하면 빛이 발생

하게 된다. 다른 일반

적인 다이오드와 동일하게 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캐소드 음극에서 애노드 (양극)로 정전

압을 가해서 사용한다. 전압이 낮은 동안은 전

압을 올려도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발광도 

하지 않는다. 어느 전압 이상이 되면 전압 상

승에 대하여 전류가 빠르게 흘러서, 전류량에 

비례해서 빛이 발생된다. 이 전압을 순방향 강

하전압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다이오드와 비

교해서 발광 다이오드는 순방향 강하전압이 

높다. 발광색에 따라 다르지만, 빨간색 (610 < 

λ < 760), 오렌지색(590 < λ < 610), 노란색

(570 < λ < 590), 초록색 (500 < λ < 570)에

서는 2.1V 정도이다. 빨간빛을 내지 않는 것은 

1.4 V 정도이다. 백색 (Broad Spectrum)과 

파란색 (450 < λ < 500)은 3.5 V 정도이다. 

고출력 제품의 경의 칩을 여러개의 직·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칩의 개수에 따라 전압이 달

라지기도 한다. 

(4) LED는 소비전력이 낮다. 

LED의 발광 메커니즘은 가열발광이 아니

므로 입력한 전기에너지 즉 효율이 100%라고 

가정하면 전자 1개가 광자 1개를 형성하기 때

문에 이상적으론 100%에 가까운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광원이다. 6~10 

W LED 가 기존 60~100 W 백열등과 같은 밝

기를 가지게 때문에 약 10배의 효율을 가지며 

이미 형광등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현

재까지 LED의 광효율은 1와트당 130 lm으로 

이론치의 약 30~40%에 그치고 있는 만큼 향

표 1. 기존 조명 대비 LED의 특징.

그림 3. 다양한 광원들의 파장에 따른 광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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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전력이 낮아질 수 있

는 가능성이 큰 광원이다. 

(5) 수명이 길다. 

LED는 전기에너지가 바로 빛으로 변환되

는 광원이기 때문에 백열등과 같이 가열 발광

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 의한 필라멘트 손상에 

의한 수명 감소 및 형광등과 같이 형광 도료

가 변성되고, 필라멘트 부분의 수은 침착에 의

한 자외선 방출 감소 등의 문제점이 없다. 백

열 전구의 수명은 보통 1,000시간, 형광등의 

경우 3,000~5,000시간으로 매우 짧은 반면 

LED의 경우 10년 이상의 긴 수명을 갖는다. 

(6) 빠른 응답 속도 

LED의 경우 주입된 전자가 바로 광자로 방

출되기 때문에 10 ns 이상의 빠른 응답속도를 

갖는다. 이러한 빠른 응답속도는 LED가 빛을 

이용한 무선통신인 Li-Fi의 광원으로 활용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7) 파장 제어에 의한 감성 조명 구현 

LED는 색 재현성이 뛰어나 감성조명을 연

출해낸다. 감성조명은 실제 자연처럼 시간이

나 사람의 생체리듬에 따라 빛의 색과 밝기가 

변하는 조명을 말한다. 햇빛의 색은 하루 중에

도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 새벽에는 푸른빛

이 강하고 동이 트면 붉은색이 강해지고, 한낮

에는 흰색을 띠며 저녁이 되면 다시 붉어진다. 

LED는 단파장을 가진 점광원이기 때문에 여

러 파장의 광원의 조합 (일반적으로 빨강, 노

랑, 파랑, 녹색)으로 태양광을 비롯해 수많은 

형형색색의 빛을 연출해낼 수 있다. 파장을 조

절함과 함께 광원의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색온도란 광원의 색을 절대온도를 이용해 숫

자로 표시한 것이다. 붉은색 계통의 광원일수

록 색온도가 낮고, 푸른색 계통의 광원일수록 

색온도가 높다. 

(8) 고연색 광원 

광원이 이러한 물체의 색감에 영향을 미

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연색성 (color 

rendering)이다. 즉, 특정 조명이 사물의 

색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지를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조명의 연색지수 (color 

rendering index, CRI)가 높은 램프일수

록 사물 색상 표현력이 높다. 이 지수는 색상

이 각기 다른 광원 아래서 얼마만큼 색상이 

차이가 나는지 측정하는 평가지수이다.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에서 선택한 8개의 특정 파스

텔 색상에 대하여 동일한 색온도의 기준광원

이 비춘 것과 다른 광원이 비춘 것을 비교하였

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치적으로 비교하

는 것이다. (이 비교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나

지 않으면, 주어진 광원의 연색지수 (CRI)의 

값은 100이다. 2,000 K에서 5,000 K 사이의 

기준 광원은 흑체 복사체 (온도와 무관한 백열 

물체)이며, 5,000 K 이상일 경우에는 주광 (태

양광)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림 4는 다양한 연

색지수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연

색지수가 100에 가까워질수록 태양광의 색재

그림 4. 연색성에 따른 이미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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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을 낼 수 있다. 

한편 백열등은 연색지수의 정의에 따르면 그 

값은 100에 가깝다. 하지만 백열등이 완벽한 

연색성을 지닌 광원이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로도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백열 조명은 파

란색의 수치가 매우 낮아, 백열 조명 아래서는 

네이비 블루 (Navy Blue)와 로얄 블루 (Royal 

Blue) 그리고 블랙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 반

대로 7,500 K 아래의 야외 북쪽 하늘의 주광

도 빨간색 수치가 낮아서 완벽한 연색 광원이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연색지수 (CRI) 100을 

지닌다고 한다. 

 

(9) 친환경 

형광등과 같이 인체와 동물에 영향을 주는 

독극성 물질 중 하나인 수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고효율

화합물 반도체인 LED의 역사는 1907년 영

국의 라이도 엔지니어인 헨리 조셉 라운드가 

진공 다이오드의 대체물질로서 금속-반도체 

탄화규소 (SiC) 정류기의 전기적 특성을 조사

하던 중, 고체상 재료에서 빛이 방출되는 현

상을 발견함으로 시작되었다. 라운드 이후의 

LED 연구는 반도체 내부의 결함을 줄임으로 

많은 광자 (photon)

를  생 성 해  내 고 ,  그 

광자를 가능한 많이 

밖으로 추출 ( l i gh t 

extraction)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

다. 또한, LED는 화합

물 에너지 차이에 따라 

발광하는 빛의 색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화합물을 어떻게 조합

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다양

한 가시광 영역 중 적색~노란색의 장파장 영

역에 대한 연구에서가장 먼저 성과를 냈으며 

Nick Holonyak Jr.는 Ga(As1-xPx) 1962년 적

색 발광 다이오드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80

년대 접어들면서 적색~노란색의 장파장 영역

의 고효율 발광 소재로 AlGaInP 화합물 반도

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청색~

자색의 가시광선 단파장 영역 발광소자에 대

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고품질의 반도체 박막을 성장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GaN 기

반의 재료를 이용한 청색 LED 개발에 성공했

다. 이를 바탕으로 청색 LED에 노란색 형광

체를 도포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 백색 LED

가 개발되었다. 이후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됨으로 광효율이 기존 조명을 대체할 만

큼 급속히 향상되고 이미 상용화에 성공하였

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노벨물리

학상은 고효율 청색 발광다이오드 (LED)를 개

발해 조명기술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온 아

카사키 이사무 (일본, 왼쪽부터), 아마노 히로

시 (일본), 나카무라 슈지(미국)가 받기도 하였

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광원들의 효

율들은 백열전구의 경우 열에 의한 발광으로 

인해 손실이 매우 커서 거의 증가가 되지 않는

다. 형광등의 경우도 형광체의 효율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그림 5.  여러가지 광원 및 LED (solid-state lighting) 들의 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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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LED의 경우 전자가 바로 광자로 

변환 되는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성장에 의한 결함 또는 형성된 광자가 반도체 

내부에 갇히지 않는 구조의 개발 등을 통해 효

율을 이론적으론 100%까지 증가 시킬 수 있

기 때문에 매년 그 효율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고 이미 형광등을 뛰어 넘고 있다. 

(11) LED의 단점 

-  높은 가격 : 다른 조명들 대비 같은 광량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이 3~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존 조명을 완전히 대체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내열성 취약 : LED의 경우 열이 나게 되

면 효율 감소, 전기적 변화, 색온도 및 연색

성 변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

라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및 방열 설

계가 중요하다. LED 전구를 예로 보면 칩

의 크기는 손톱보다 작지만 방열 구조까지 

포함하면 백열등과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2 LED의 구조 

(1) 수평형 LED

수평형 LED 칩의 구조는 빛을 발광하는 하

나의 InGaN/GaN MQW 활성층과 이를 둘러

싼 p-type GaN와 n-type GaN으로 이루어진 

기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Conventional 

LED라고 말하기도 한다. 전극에 접한 클래딩

층은 각각 n-doping 되거나 p-doping 되

어 있는데, 주로 기판 (Sapphire)과 접한 부

분이 n-doping된-GaN가 있고, MQW 위쪽

이 p doping되어 있어 p-GaN가 된다. 극성

에 맞게 전극을 통하여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

면 n-type GaN층에서는 전자 (electron)를, 

p-type GaN층에서는 정공 (hole)을 공급하

여 전류가 흐르면서 이들 전자와 정공이 가운

데 활성층에서 결합하여 빛을 발광한다. p형 

질화갈륨층을 통해 빛을 발산하는 epi-side 

up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투

명전극 (Transparent electrode)과 전극패드

(Metal pad)에서 흡수 되는 빛의 손실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립칩 또는 수

직형 LED가 개발되었다.

(2) 플립칩 LED

플립칩형 LED는 사실 일반형 LED를 거꾸로 

뒤집어 실리콘 서브마운트 위에 stud bump를 

통하여 고정한 형태로, 발광의 기본 구조면에

서 보면 수평형 LED와 동일하다. 기판인 사파

이어 (Al2O3)를 통해 빛이 방출되기 때문에 수

평형 LED에서 일어날 수 있는 투명전극이나 

패드, 전극 연결부에서 빛의 흡수손실을 최대

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사파이어 (sapphire)와 

공기 (Air)의 굴절률이 각각 1.7과 1로써 기존

의 일반형 방식과 비교하여 빛의 임계각을 크

게 하여 내부 전반사를 줄일 수 있다.뿐만 아

니라 은 (Ag), 알루미늄 (Al) 등의 반사율이 높

은 금속을 사용함으로써 빛을 사파이어 쪽으

로 대부분 반사시켜 광 추출 효율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플립칩 방식

그림 6. 수평형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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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플립칩형 LED의 칩 구조.

에 기판을 제거하여 얇은 박막층만 남긴 TFFC 

(thin-film flim chip) LED를 제작하여 기존

의 플립칩보다 2배에서 3배 효율을 향상시킨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3) 수직형 LED

수직형 LED도 일반형 LED와 같은 발광

의 기본 구조에서 식각에 의해 적층된 일부

분을 제거하지 않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

다. 통상적으로 적층된 윗부분의 클래딩층에 

bonding/reflector와 서브마운트 기판을 차

례로 부착한 후, 전극을 형성하고 반대편의 기

판을 분리한다. 반대편의 사파이어 기판과 질

화갈륨층 사이는 LLO (laser lift off) 방법을 

통해 분리하고 전류를 수직으로 주입하는 방

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류 주입 방식은 일

반형 LED의 전류 밀집 현상을 극복할 수 있

다. 완성된 수직형 LED의 활성층에서 발광

된 빛은 아래 면의 반사판에서 수직으로 반사

되어 윗부분으로 방출되며, 방열 특성과 고출

력 특성이 우수하다. 또한 밖으로 노출된 표면 

n-GaN을 일반형 LED와 달리 노출시키기 위

한 식각 공정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형 구조는 n형 질화갈륨층

의 요철 및 p형 금속 오믹전극을 통한 빛의 반

사를 이용하여 광 추출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2.3 LED의 효율 

LED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중의 하나

가 효율이다. 즉, LED에 공급된 전기적 전력

이 얼마만큼의 광 에너지로 발산하는가를 나

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에서는 LED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효율 전체에서 내부 

양자 효율과 빛 추출 효율의 곱은 따로 외부 

양자 효율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주입된 전자

의 개수 대비 출력된 광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다음의 식은 외부양자 효율의 식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I는 전류, V는 전압, h는 Plank 상

수, ν는 광 주파수, e는 전자의 에너지를 나

타낸다.

(1)  내부 양자 효율

     (Internal Quantum Efficiency)

내부 양자 효율은 LED 내로 주입된 전자가 

정공과 만나서 재결합을 이루어 활성영역에

서 방출되어지는 광자수를 의미 한다. 이상적

인 LED의 활성층 역역은 주입된 전자 하나당 

하나의 광자를 방출한다. 이상적인 LED의 경

우 100% 내부 양자 효율을 갖는다. 하지만, 실

제 LED에서는 결함에 의한 손실, 전류 주입의 

문제점 등에 의해 내부 양자 효율은 낮은 편이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8. LED 효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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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aN 와 Air 에서의 반사 관계를 나타내는 탈
출 콘과 임계각 및 LED 일반적인 구조에서의 
다양한 탈출 모드. 

(2) 광 추출 효율 (Extraction Efficiency)

실제 LED 칩으로부터 빛이 발광할 때, 그

림 9과 같이 LED 반도체 소재 (GaN)와 공기 

(Air)의 굴절률 차이로 인하여 활성층 내부에

서 발광된 빛이 일정 각도 (임계각 = 23.6℃) 

이상이 되면 공기와의 경계 면에서 내부로 전

반사 (Total internal reflection) 되어 칩 밖

으로 발광이 되지 않는다. 광 추출 효율은 방

출된 광자들이 자유공간 속으로 다시 방출되

는 것을 의미 한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광자가 

빠져나와야 하지만, 역시 실제 LED에서는 모

든 광자가 자유공간 속으로 빠져 나가지 못한

다. 기판으로의 흡수, 전극 표면이나 투명전극

에서의 흡수, 활성층 내부로의 흡수 (도핑된 

에피층 및 다중양자우물구조층), 반도체 내부

에서의 내부 전반사에 의해서 빛이 갇히게 됨

으로 광추출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3) 전류주입 효율 (Injection Efficiency)

LED 에피 박막 성장 시 p-GaN의 도핑 원

료인 Mg이 운반 가스인 수소와 반응하여 

Mg-H 복합물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Mg

의 이온화를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MOCVD 

에피 성장에서는 정공농도를 ~1018 cm-3 이

상 높이기가 매우 힘들다. p-GaN 박막은 n형 

GaN 박막의 전자 농도에 비해 보통 10배 정

도 낮은 전공 농도를 갖는다. 또한 전자에 비

해 전공은 5배이상 크기 때문에 이동도가 낮

아지고 이는 전도도가 감소되는 원인 된다. 이

외에도 p형 GaN의 일함수가 6.5 eV 이상으

로 이보다 큰 일함수를 갖는 금속이 존재하지 

않아 높은 쇼트키 장벽을 형성하게 된다. 그

러므로 이론적으로는 p-GaN에 대한 Ohmic 

contact 형성이 거의 불가하다. 이러한 문제점

들로 인해 p-GaN 박막으로 전공이 주입시 높

은 저항을 느끼게 되어 Current crowding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효율 및 수명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그림 10은 전류 퍼짐과 금속 접

합 시 밴드 구조를 보여준다. 

 

(4) 외부양자효율 

외부 양자효율은 입력된 전자가 공기 중에 

광자로 얼마나 방출 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로 내부양자효율과 광추출 효율의 곱으로 표

현된다. 

그림 10.  LED 내부의 전류 흐름 및 금속 접합 시 밴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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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광추출 효율 향상 기술 

(1) Patterned Sapphire Substrate(PSS)

PSS 표면 가공 기술은 사파이어 기판 표면

에 일정한 형태의 형상과 깊이로 패터닝을 식

각하여 사파이어 기판 쪽으로 진행하는 빛을 

산란시킴으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꿔 효율을 

향상 시키는 기술이다. 보통 30~50% 이상의 

광추출 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PSS 기

술은 또한 PSS 패턴 위쪽으로 수평 성장을 촉

진함으로 결함을 억제할 수도 있다. 

(2) p-GaN & n-GaN roughness 

p-GaN Roughness 성장 기술은 LED 

p-GaN 표면 쪽에서 반사되어 내부로 재반사

되는 광손실을 제거하여 외부로 빛을 방출시

키는 기술이다. 이때 습식 식각이나 건식 식각

을 이용한다. 또한 표면을 패턴을 형성함으로 

일정하게 하거나 또는 랜덤한 패턴을 만들기

도 한다. 수직형의 경우에도 n형 GaN 박막을 

KOH 용액을 이용하여 삼각뿔 형태로 만들어 

휘도가 30~40%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

였다. 

(3) Chip shaping 기술 

GaN LED의 측면 모양을 사각형이 아닌 삼

각형 등의 다양한 다각형을 적용함으로 효율

을 향상하는 기술이다. 사각형의 경우 빛의 경

로가 일정하기 때문에 빛이 갇히는 문제점이 

있지만 다각형의 경우 빛이 다른 경계면으로 

진행하는 동안 입사각이 계속 바꾸기 때문에 

효율이 향상되는 현상이다. 

(4) Photonic Bandgap Crystal

PBC 기술은 p-GaN 표면에 Photonic 

Band gap이 있는 Photonic Crystal에 의해 

광추출 효율을 증가시

키는 기술이다. 포토

닉 밴드갭이란 굴절률

이 다른 물질을 주기적

으로 반복하게 되면 빛

이 느끼는 금지된 에너

지 상태를 말한다. 쉽

게 말하면 빛을 벡터라

로 했을 때 수직 성분

과 수평 성분 중 수평 

성분이 없게 되어 빛

이 모두 방출되게 된

다. 따라서 LED의 광

추출 효율을 획기적으

로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다. 보통 p-GaN 박

막을 홀로그램 등의 나

노 패터닝을 이용하

여 주기적으로 에칭하그림 11. LED칩 안에서 광추출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의 요약.

201603학회지-1.indd‥‥‥10 2016-03-22‥‥‥오전‥5:27:18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3호 (2016년 3월)   11

테마기획  _ 화합물 반도체 응용기술
S p e c i a l 
T h e m a

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12는 p-GaN에 형

성된 Photonic Bandgap Crystal 표면 및 측

면 SEM 이미지 및 PL 세기를 보여준다. 여기

서 PCWG 는 Photonic Bandgap Crystal 이 

형성된 구조이고 PCLG와 PCHG는 표면에 

texturing 구조는 있지만 Photonic Bandgap 

Crystal이 없는 구조를 말한다. LG와 HG는 

나노구조의 밀도 차이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Photonic Bandgap Crystal의 형성과 

함께 광세기가 크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4 전류 주입 향상 기술 

LED 에피 박막 성장 시 p-GaN의 도핑 원

료인 Mg이 운반 가스인 수소와 반응하여 

Mg-H 복합물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Mg

의 이온화를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MOCVD 

에피 성장에서는 정공농도를 ~1018 cm-3 이

상 높이기가 매우 힘들다. p-GaN 박막은 n형 

GaN 박막의 전자 농도에 비해 보통 10배 정

도 낮은 전공 농도를 갖는다. 또한 전자에 비

해 전공은 5배이상 크기 때문에 이동도가 낮

아지고 이는 전도도가 감소되는 원인 된다. 이

외에도 p형 GaN의 일함수가 6.5 eV 이상으

로 이보다 큰 일함수를 갖는 금속이 존재하지 

않아 높은 쇼트키 장벽을 형성하게 된다. 그

러므로 이론적으로는 p-GaN에 대한 Ohmic 

contact 형성이 거의 불가하다. 이러한 문제점

들로 인해 p-GaN 박막으로 전공이 주입시 높

은 저항을 느끼게 되어 Current crowding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효율 및 수명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p형 GaN 박막이 비해 저항이 낮

아 전류를 잘 퍼지게 할 수 있는 구조의 도입

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많은 연구 그룹에서 p형 GaN 상부에 투명 

전극층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전극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면저항이 103 Ω/□ 이하

로 전기 전도도가 우수하고 투과율이 80% 이

상이며 비접촉 저항이 10-4 Ωcm 이하로 낮아

야 한다. 

3.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마이크로 엘이디 개발기술

미래 IT 환경진화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플

렉시블/웨어러블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고 

있다. 주거 및 업무 환경이 자연스럽게 융합되

고,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기기간에 상호교감

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자 및 환경 상태를 

감지·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디스플레이 시스

템은 안락하고 쾌적한 IT 환경을 제공할 것으

로 예상이 된다. 기존의 LED는 LCD의 Back 

light unit으로 주로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백라이트로 사용되어 빛을 투과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높은 소비 전력과 많은 구성 

그림 12.  p-GaN에 형성된 Photonic Bandgap 
Crystal 표면 및 측면 SEM 이미지 및 PL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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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 포함됨. 하지만 LCD의 경우 유리 기

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렉시블 소자에 적합

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기

업 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등 기판에 자유롭

게 증착 가능한 OLED 기반 플렉시블/웨어러

블 디스플레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OLED는 소자 하나하나가 빛을 내는 발

광형으로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달리 주어 

빛을 조절할 수 있어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 이

에 따라 구성요소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OLED는 낮은 효율, 생산성이 떨어지

고 신뢰성에서 LCD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다. 

최근 그 기술격차를 줄여가고 있지만 발광 원

리에 의해 특성 향상에 한계점이 있다. 최근 

OLED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LED를 자

체 발광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LED를 픽셀화

한 자발광방식의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

플레이 기술로 최근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로 

LED는 기존의 광원으로 쓰이는 LED 보다 반

응속도가 빠르며 저전력, 고효율이 가능하며,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경우 슬림화, 고신뢰성, 

대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

라 최근 선진국, 선진사 등을 중심으로 마이크

로 LED 기반 디스플레이의 개발 및 제품 출시

를 앞당기고 있다. 애플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업체인 LuxVue Technology를 2014년

에 인수하여 관련 특허를 선점하고 아이워치 

(iWatch) 등에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디스

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에 있다. 마이크로 LED

를 활용하면 안경없이도 3D 홀로그램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플은 이러한 기술

에 관해 미국 상표 및 특허청 (USPTO)에 ‘인

터렉티브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기’, ‘공간적 

상호작용 컴퓨팅 장치’ 등의 홀로그램 관련 특

허를 꾸준히 출원하고 있다. 대만 산업기술연

구소 (ITRI)가 선보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

레이”를 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로 주목

하여 개발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구글글라스 

2세대 제품에 쓰일 만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의 핵심으로 밝기와 전력소모량에서 기존 구

글 글라스를 월등히 앞선 마이크로 LED를 탑

재한 기술을 선보였다 (현재수준 15 lm/W, 

427×240 해상도, 1,500 nit, 2013). 

마이크로 LED개발의 현황을 알아보면 마이

크로 LED는 소자가 작아질수록 내부 스트레

인 감소에 의한 내부전계가 완화되고 이로인

해 recombination life time의 감소로 내부 

그림 13.  크기에 따른 마이크로 엘이디의 효율 변화와 
플렉시블 GaN 마이크로 LED.

그림 14.  Array타이의 마이크로 엘이디구조와 광학적/
전기적 특성 .

201603학회지-1.indd‥‥‥12 2016-03-22‥‥‥오전‥5:27:19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3호 (2016년 3월)   13

테마기획  _ 화합물 반도체 응용기술
S p e c i a l 
T h e m a

양자 효율이 증가 된다. 최근 미국의 Rogers 

그룹에서 칩이 작아질수록 발열 억제효과

로 인하여 고전류 주입 시 효율이 감소되는 

Droop효과가 개선이 되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IOP (Institute of Photonics)는 마이크로 

LED의 장점을 살려 이를 가시광 통신, 노광기 

등의 연구에 접목하여 연구하였고 GaN on Si 

에피를 이용하여 최근 100 마이크로 이하의 

싱글칩 개발에 성공하였다.

최근 John A. Rogers 그룹은 마이크로 칩

을 의료용 패치 및 In-Vivo용으로 치료 및 진

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등, 다양

한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

을 활발히 연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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