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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기판 위에 GaN의 성장은 Si이 사파이어보다 값이 저렴하고, 기존의 Si의 직접회로 공정에 GaN를 쉽게 접목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Si은 GaN와의 격자상수와 열팽창계수의 차이가 사파이어보
다 크며, 이로 인해 격자부정합에 의한 여러 결함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Si 기판 위에 고품질의 GaN를 얻기 위해
서는 AlN과 같은 완충층을 사용하여 격자부정합에 의한 결함을 줄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i (111) 기판 위에
MOCVD, 스퍼터링과 MOMBE의 3가지 방법으로 결정성이 다른 3가지 유형의 AlN 완충층을 얻은 후, MOCVD
법으로 GaN를 증착시켜 각각의 성장특성을 비교하였다. AlN 완충층과 GaN의 격자결합, 완충층의 표면 거칠기가
격자결함에 미치는 영향, 결정성, 성장방향, 결함(공공, 적층결함, 전위) 등을 TEM, XRD를 이용해 비교 분석하였
다. AlN 완충층의 결정성은 GaN의 성장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성장과정에
서 MOCVD과 MOMBE 법으로 성장시킨 AlN 완충층은 GaN 초기 성장에서 out-of-plane의 성장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감소시켜 주었다.

Abstract
The growth of GaN films on Si substrate has many advantages in that Si is less expensive than sapphire substrate
and that integration of GaN-based devices with Si substrate is easier. The difference of lattice constant an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between GaN and Si is larger than those between GaN and sapphire. However, which results in
many defects into the grown GaN. In order to obtain high quality GaN films on Si substrate, we need to reduce defects
using the buffer layer such as AlN. In this study, we prepared three types of AlN buffer layer with various crystallinity
on Si (111) substrate using MOCVD, Sputtering and MOMBE methods. GaN was grown by MOCVD on three types of
AlN/Si substrate. Using TEM and XRD, we carried out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growth and properties of GaN
deposited on the various AlN buffers by characterizing lattice coherency, crystallinity, growth orientation and defects
formed (voids, stacking faults, dislocations, etc). It is found that the crystallinity of AlN buffer layer has strong effects
on growth of GaN. The AlN buffer layers grown by MOCVD and MOMBE showed the reduction of out-of-plane
misorientation of GaN at the initial growth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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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Table 1에 비교해 보았다. Si은 GaN와 다른 입방정

론

GaN는 에너지 갭이 3.39 ev로 다른 반도체 화합

(diamond) 결정구조를 가지며 GaN와 격자부정합도
가 16.9%로 사파이어보다 다소 크다. 그럼에도 불

물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빛을 낼

구하고, GaN의 기판으로써 연구되는 이유는 값이

수 있으며 따라서, 광학적인 저장 매체(DVD, LD)의

싸고 기존의 Si의 직접회로 공정에 GaN를 쉽게 접

기록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청색 광소자에 응
용되어 디스플레이 장치(LED)에도 사용될 수 있다.

목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을 이루며 소자로 쓰이는 결정

에서 사파이어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열적, 전기적

구조는 wurtzite(hcp형태) 구조이다. 이미 GaN는 1930
년대부터 그 물성이 연구되었으며 [1] 1970년대에
는 넓은 에너지 갭에 따른 청색발광이 실험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지만 Si은 열 및 전기전도도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3]

이다. 또한, 전자소자 제작시 기판을 분리하는 과정

완충층은 GaN와 기판의 격자부정합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므로 GaN와 비슷한 결정구조를 가져야
하며 기판의 결정성을 이어받는 성장을 해야 한다.

확인되었다. [2] 이러한 광학적 특성을 가짐에도 불
구하고 1990년도 초반까지 소자로써 기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결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불가능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ZnO, AlN 완충층은 기판
의 결정성을 이어받아 기판에 수직한 일방향 정렬
을 형성하며, 완충층 없이 직접 GaN를 성장시키는

했기 때문이다.
GaN는 녹는점과 질소의 해리압이 높기 때문에
Si 등 다른 반도체처럼 벌크로 성장시켜 얻는 것이

방법에 비해 많은 GaN seeds를 형성시켜 균일도를
높여준다고 보고 되었다. [4] 또한, 사파이어 기판 위
에 ZnO, AlN 완충층을 사용하여 성장시킨 GaN는

곤란하다. 따라서, 대체되는 방법 중에 주목 받고
있는 것이 Si이나 사파이어 기판 위에 완충층을 성
장시킨 후, 다른 결정 성장방법에 비해 성장속도가

우수한 품질로써 성장된다고 보고되었다. [5]
AlN는 Ⅲ-Ⅴ족 nitride 화합물 반도체중의 하나로

빠른 HVPE법으로 GaN를 두껍게 성장시키는 후막
성장 방법이다. 그러나, 완충층을 사용하여 HVPE법
으로 GaN 후막을 성장시킨 결과, 격자부정합에 의한

써 2000℃ 이상의 융점을 가진 단결정 성장이 매우
어려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GaN와 마찬가
지로 hcp의 결정구조를 가지며 GaN와 격자부정합
도가 2.7%로 매우 작다. 1986년 Akasaki는 사파이어

높은 결함 밀도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에는 완충층 위에 MOMBE, MOCVD 법으로
고품질의 GaN를 1㎛ 정도로 얇게 성장시킨 후, HVPE

기판 위에 비정질 AlN 완충층을 사용하여 GaN 성
장을 시도하였다. [6-7] 한편, Si 기판 위에 Chubachi
등은 MOCVD 법, Meng 등은 Reactive sputtering 법[8],

법으로 두껍게 성장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MOCVD 법으로 고품질
의 GaN를 얻기 위하여 AlN 완충층의 특성이 GaN

Bourret 등은 MOMBE 법을 이용하여 AlN (0001) 단
결정을 성장시켰으며 [9] 최근에 H.M.Liaw 등은 3C-SiC
(111) 완충층이 증착된 Si (111) 기판 위에 MOCVD

성장에 있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알아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각 층의 물리적 특성을

법을 이용하여 2H-AlN 완충층을 성장시켜 GaN를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

Crystal
structure

(a)

Lattice constant
Å
(c)

GaN

Hexagonal

3.18

5.18

AIN

Hexagonal

3.104

4.966

4.2

-2.7

Si

Cubic

5.43

5.43

3.59

16.9

Al2O3

Hexagonal

4.758

12.9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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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mismatch
(c)
(a)
10-6/K
5.59

3.17

8.5

Lattice
mismatch
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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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으로 성장시켰다고 보고하였다. [10] AlN 완

을 가진 Si 기판 위에 각각 MOCVD 법으로 GaN를

충층 위에 생성된 GaN seeds는 초기 성장과정에서

성장시켰다. 우선 112초 동안 525℃에서 LT-GaN를

다양한 결정방위를 갖는다. 따라서, 격자부정합에

성장시켰고, 이어서 5분 동안 1060℃로 온도를 서

의해 AlN 완충층과 GaN의 계면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서히 상승시킨 후 그 온도에서 GaN를 성장시켰다. 성

되며 이것은 많은 결함을 가진 천이 영역(transition

장 시간은 60 min 이며 성장 압력은 740 Torr로 하였다.

region)을 형성시킨다. [11] 이 영역에 관해서는 현
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초기성장에서 발

질소와 갈륨의 소스로 각각 암모니아와 trimethygallium
(TMGa)이 사용되었으며, 암모니아와 TMGa 유동속

생한 큰 계면 에너지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GaN가 성장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즉, 기판에

도는 각각 5.6 slm 와 36 sccm 로 하였다. 반응기내
에서 반응가스의 유속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N2

수직한 방향인 GaN (0001) 면의 우선성장이 계면

를 14 slm 의 속도로 사용하였다. AlN 완충충 위에

에너지를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다.
본 연구를 통해, 격자부정합에 의한 AlN 완충층과

525℃에서 LT-GaN를 112초간 성장시키는 이유는
GaN 핵생성을 고르게 잘 일어나게 하고 AlN 완충
층의 거친 굴곡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

GaN의 계면의 혼란스러운 상태는 천이 영역을 형
성시키고 이 영역을 통해서 격자부정합이 완화되어
그 위로 결함이 거의 없는 고품질의 GaN가 성장되

문이다. 따라서, 격자부정합에 의한 전위를 감소시
킬 수 있다. 또한, GaN의 성장 온도인 1060℃이기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GaN 단결정 성장
에 있어 초기조건은 매우 중요하며 이 초기조건을
제어하기 위해 고품질의 AlN 완충층의 사용이 필

위해 성장시킨다.
분석장비는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과 XRD(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였다. TEM은

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면과 column에서 원자단위의 결정결함을 밝혀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 동안 공공(void), 적층
결함, nanopipe, threading dislocation, inversion domain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Si (111) 기판 위에 결정성이 다른
3가지 유형의 AlN 완충층을 얻기 위하여 MOCVD,
스퍼터링과 MOMBE의 3가지 방법으로 성장시켰다.
첫번째, MOCVD 법으로 성장시킨 AlN 완충층
의 성장온도는 1020℃, 성장 압력은 55 mbar 이며,
질소와 알루미늄의 소스로 각각 암모니아 (NH3)와
trimethyaluminum(TMAL)이 사용되었다. 암모니아와
TMAL 유동속도는 각각 2 slm와 40 sccm로 하였고,
반응기내에서 반응가스의 유속을 일정하게 하기 위
해서 H2를 12 slm 의 속도로 사용하였다. 두번째,
스퍼터링 법으로 성장시킨 AlN 완충층의 성장온도
는 350℃, 성장 압력은 6 mTorr (9.3×10-3 mbar)이며,
아르곤과 질소의 비율을 5 : 0.7로 하였고 플라즈마

때문에 기판, 완충층과의 열팽창계수 차이를 줄이기

boundary 등의 결함이 TEM을 통해 밝혀졌다. 본 연
구에서는 고분해능 기법으로 계면에서의 나노 단위의
미세구조와 격자부정합을, 암시야상 기법으로 전위,
전위밀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회절도형(diffraction
pattern)을 통해 결정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XRD를 통해 결정성과 성장방향을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AlN 완충층과 GaN의 계면
Figure. 1(a)는 Si 기판 위에 MOCVD 법으로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후, MOCVD 법으로 GaN를 성

력은 1 mTorr 이며 질소와 알루미늄의 소스로 각각

장시킨 시편의 계면 부근의 TEM 사진이다. AlN 완
충층 위에 넓은 지역에 걸쳐 공공이 형성되었으며
그 위로 많은 결함을 가진 천이 영역이 형성되었다.

암모니아와 trimethyaluminum이 사용되었다. Ⅴ/Ш 비
는 66으로 하였다. 위의 3가지 종류의 AlN 완충층

(b)의 확대사진을 통해 전위가 (0001) 면에 놓여 있는
것이 관찰되며, (c)에서는 coalescence boundary 즉,

파워를 300 W로 하였다. 세번째, MOMBE 법으로
성장시킨 AlN 완충층의 성장온도는 830℃, 성장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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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gh resolution TEM images of GaN/LT-GaN/
AlN(MOCVD)/Si specimen; (a) Overall image
showing GaN/LT-GaN/AlN/Si structure, (b) Dislocation, (c) Coalescence boundary, (d) Lattice
mismatch

Fig. 3 High resolution TEM images of GaN/LT-GaN/
AlN(MOMBE)/Si specimen; (a) Overall image
showing GaN/LT-GaN/AlN/Si structure, (b)
High quality AlN (c),(d) Good consolidation of
lattice

column 간의 계면이 형성된 것으로 볼 때 AlN 완충
층의 결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d)에서는

위에 비정질의 GaN seeds가 많이 생성되었다. 그림 오
른편에는 격자영상을 띄는 결정성을 가진 GaN

AlN 완충층과 GaN의 격자부정합, 격자변형의 모습
이 관찰된다. 이것은 전위생성의 가장 큰 원인이다.
Fig. 2(a)는 Si 기판 위에 스퍼터링 법으로 AlN 완충

seeds가 생성되어 C-축에서 틀어진 방향으로 성장
하는 것이 관찰된다. 또한, GaN 영역에서 천이 영
역과 결정립계가 형성되었다. (b)의 확대사진을 통

층을 성장시킨 후, MOCVD 법으로 GaN를 성장시
킨 시편의 계면 부근의 TEM 사진이다. AlN 완충층

해 AlN 완충층의 결정성이 나쁘다고 판단되며, (c)
에서는 천이 영역이 관찰된다. 또한, (d)에서는 AlN
완충층과 GaN의 격자부정합, 격자변형의 모습이 관

G

찰된다.
Figure. 3(a)는 Si 기판 위에 MOMBE 법으로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후, MOCVD 법으로 GaN를 성
장시킨 시편의 계면 부근의 TEM 사진이다. AlN 완
충층 위에 공공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으며 그림 오
른편에 비정질의 GaN seeds도 생성되었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천이 영역이 형성되지 않았
다. (b)의 확대사진을 통해 AlN 완충층의 결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c),(d)에서는 AlN 완충층
과 GaN의 격자결합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때 전
위생성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2 High resolution TEM images of GaN/LT-GaN/
AlN(Sputtering)/Si specimen; (a) Overall image
showing GaN/LT-GaN/AlN/Si structure, (b) Poor
crystalline AlN, (c) Transition region, (d) Lattice
mismatch
Journal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Vol.11, No.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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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위, 전위 밀도
GaN는 Wurtzite 구조로써 hcp 격자점에 Ga와 N
의 두 개의 원자가 배치된 형태이기 때문에 hcp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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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조와 비슷한 격자결함과 슬립계를 갖는다. 전
위의 발생 원인은 완충층과의 격자부정합, 완충층
의 표면상태, GaN column의 성장방향, 기판 원소의
확산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초기 핵생성 과정
중에 결정질의 GaN seeds와 비정질의 GaN seeds가
생성되는데 이 seeds들이 성장하면서 격자부정합을
일으키는 것도 전위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Seeds
중에서 기판에 수직인 (0001) GaN column들이 우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column 간의 구조
적인 차이가 칼날 유형의 <0001> 전위를 형성한다.
그리고, 각 column들은 작은 각도의 결정 방위차
(in-plane misorientation)가 있는데 이는 나선전위의
원인이 되어 칼날전위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50nm

(a) GaN/LT-GaN/AlN(MOCVD)/Si

대분분의 전위들은 column 위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계면에서 발생되어 막의 표면까
지 영향을 미치는 전위인 threading dislocation은 소
자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다.
Figure. 4는 (0002)를 사용한 TEM의 암시야상 사진
이다. (a)는 MOCVD 법으로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후, MOCVD 법으로 GaN를 성장시킨 시편의 사진이
다. 성장 높이는 약 500nm이며 계면 부근에는 상당
히 많은 전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
하고 표면으로부터 아래쪽으로 400nm 범위에서 측
정한 전위 밀도는 약 5.12×109/cm2로 나타났다. 전워
밀도의 측정에는 Keh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12]
(b)는 스퍼터링 법으로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후, MOCVD 법으로 GaN를 성장시킨 시편의 사진

50nm

(b) GaN/LT-GaN/AlN(Sputtering)/Si

이다. 성장 높이는 약 400 nm이고 결정립계가 확연
하게 존재하며, GaN의 결정성이 매우 나쁘기 때문
에 TEM 기법인 two-beam 조건(specimen-tilt)으로 전
위 밀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c)는 MOMBE 법으로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후,
MOCVD 법으로 GaN를 성장시킨 시편의 사진이다.
성장 높이는 약 500 nm이며 전위가 계면 부근에는
일부 존재하지만 표면까지 성장한 전위는 관찰할
수 없다. 전위 밀도는 표면부터 아래쪽으로400nm
를 측정한 결과, 2.35×106/cm2로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전위 밀도는 1010/㎠ 이하여야 소자로 사용이
가능한데 [13] (a)와 (c)의 경우, 다른 조건을 제외하
고 전위 밀도 값으로만 판단할 때 소자로써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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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nm

(c) GaN/LT-GaN/AlN(MOMBE)/Si

Fig. 4 TEM dark field images using beam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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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XRD 분석

G(a)

Si(111)
GaN(0002)

Figure. 5(a)에서 (A)는 Si 기판 위에 MOCVD 법으
로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시편의 XRD pattern이며

GaN(0004)

(G)는 (A)시편 위에 MOCVD 법으로 GaN를 성장시킨
시편의 XRD pattern이다. (A)에서 28.3°의 Si (111),
59.3°의 Si (222) 피크와 36.2°의 AlN (0002) 피크를
얻었다. 이 결과로 볼 때 AlN 완충층이 C-축 방향

(G)
AIN(0002)

Si(222)

을 가지고 우선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G)에서는
34.7°의 GaN (0002), 72.9°의 GaN (0004) 피크를 얻
었다. 따라서, GaN도 C-축 방향을 가지고 우선 성
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b)에서 (A)는 Si 기판 위에
스퍼터링 법으로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시편의 XRD
pattern이며 (G)는 (A)시편 위에 MOCVD 법으로 GaN

(A)

(A) AlN(MOCVD)/Si (G) GaN/LT-GaN/AlN(MOCVD)/Si
(b)
Si(111)

를 성장시킨 시편의 XRD pattern이다. (A)에서 28.3°의
Si (111), 59.3°의 Si (222) 피크를 얻었지만 AlN 피크
는 존재하지 않았다. TEM 사진에는 AlN 완충층이 부
분적으로 결정성을 띄는 영역을 볼 수 있지만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XRD 피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
단된다. TEM 회절도형에서 해당 회절점들을 전혀 관

GaN(0002)
(G)

찰할 수 없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결과로
볼 때 특별한 우선 성장이 없으며 결정성이 좋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G)에서는 34.7°의 GaN (0002)
피크를 얻었지만 다른 2가지의 (G)와 비교 해볼 때 그
높이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GaN가 일부 column들만 C-축 방향으로 우선 성장
했거나, 낮은 두께로 성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c)에서
(A)는 Si 기판 위에 MOMBE 법으로 AlN 완충층을 성
장시킨 시편의 XRD pattern이며 (G)는 (A)시편 위에

Si(222)
(A)

(A) AlN(Sputter)/Si (G) GaN/LT-GaN/AlN(Sputtering)/Si
G(c)

Si(111)

GaN(0002)

MOCVD 법으로 GaN를 성장시킨 시편의 XRD pattern
이다. (A)에서 (a)-(A)와 마찬가지로 28.3°의 Si (111)
피크와 36.2°의 AlN (0002), 75.9°의 AlN (0002) 피크
를 얻었다. 피크가 높으며, TEM 회절 도형의 결과로
볼 때 AlN 완충층이 C-축 방향을 가지고 에피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G)에서는 34.7°의 GaN (0002), 72.9°
의 GaN (0004) 피크를 얻었다. 따라서, GaN도 C-축
방향을 가지고 에피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AlN 완충층의 결정성에 따른 GaN 성장특성
Figure. 6(a)는 Si (111) 기판 위에 MOCVD 법으로
Journal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Vol.11, No.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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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0004)
(G)
AIN(0002)

AIN(0004)
(A)

(A) AlN(MOMBE)/Si (G) GaN/LT-GaN/AlN(MOMBE)/Si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시편(TEM 사진) 위에 MO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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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GaN를 성장시킬 경우 일어나는 과정을 도

성장하게 된다. GaN의 초기성장에서 AlN 완충층의

G

거친 표면이 GaN 성장에 영향을 주어 공공을 형성
시킨다. 또한, AlN 완충층의 다결정성과 거친 표면
에 의해 GaN 초기 성장방향이 C-축 방향에서 틀어
지면서 일어나는 AlN 완충층과 GaN의 격자부정합
은 전위를 발생시킨다. 한편, C-축 방향성을 가진
GaN seeds는 C-축 방향으로 성장한 AlN 완충층의
방향성을 이어받아 C-축 방향으로 잘 성장한다. 이
(a) Schematic growth mechanism of GaN on AlN/Si

G

것은 실제 GaN 영역의 TEM 사진인 (b)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으며 천이 영역 위로는 결함이 거의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격자부정합에 의해 AlN
완충층과 GaN의 계면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며
이것은 많은 결함을 가진 천이 영역을 형성시킨다.
이 영역을 통해서 격자부정합이 완화되고 그 위로
결함이 거의 없는 고품질의 GaN가 성장되는 것이
다. (c)는 Si 기판 위에 MOCVD 법으로 AlN 완충층
을 성장시킨 시편을 plan-view로 회절도형을 얻은
것이다. 정대축이 (111)-Si로 분석되었으며 단결정인
Si의 점도형과 AlN의 도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

(b) High resolution TEM image of GaN region

G

다. AlN 완충층은 기판 표면에 대하여 약 ±3~4°
정도 회전하여(in-plane misorientation) C-축으로 성장
하는 즉, 선택적 방위를 갖는 다결정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i 층과 AlN 완충층의 간섭
으로 인한 다수의 이중회절도형이 얻어졌으며, 각
회절점에 대응되는 면지수는 (c)에 표시하였다.
Figure. 7(a)는 Si (111) 기판 위에 스퍼터링 법으로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시편(TEM 사진) 위에 MOCVD
법으로 GaN를 성장시킬 경우 일어나는 과정을 도
식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우선 AlN 완충층은 평균
40 nm의 성장 높이에 평탄한 표면을 가진다. 또한,
TEM의 회절도형을 통해 결정성이 좋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LT-GaN의 초기 핵생성 과정 중에
AlN 완충층의 결정성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지역
에서 비정질의 GaN seeds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성

(c)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of AlN/Si region(plan-view)

Fig. 6 Growth mechanism of GaN on AlN(MOCVD)/Si
식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우선 AlN 완충층은 평균
25 nm의 성장 높이에 굴곡이 있는 거친 표면을 가
진다. LT-GaN의 초기 핵생성 후 비정질의 GaN seeds
는 성장이 멈추고 결정성을 갖는 GaN seeds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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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멈추고 일부 결정성을 갖는 GaN seeds만 계속
성장한다. 또한, AlN 완충층은 C-축 방향성이 없으므
로 GaN의 초기 성장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해 GaN
는 C-축에서 틀어진 방향으로 성장한다. 그 위로 성
장방향이 비슷한 column들은 서로 결합하고 그렇지
못한 column들은 결정립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위 생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
한국진공학회지 제11권 제1호, 2002년

Si (111) 기판 위에 다양한 AlN 완충층을 이용한 GaN 성장과 특성 비교

쳐 높은 전위 밀도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nG G
GG


G

V

G

G

G

void

G

V

G

XWG

대부분의 결정성을 갖는 GaN seeds는 계속 성장하

GaN

GaN

Transition
Transition
Region
Region

No Transition
Region

LT-GaN
Amorphous
GaN
AlN
(MOCVD)
AlN
(Sputtering)

10nm Si

(a) Schematic growth mechanism of GaN on AlN/Si

a

a

LT-GaN

AlN
(MOMBE)
10nm

(a) Schematic growth mechanism of GaN on AlN/Si

G

G

(b) High resolution TEM image of GaN region

(b) High resolution TEM image of GaN region

Fig. 7 Growth mechanism of GaN on AlN(Sputtering)/Si

Fig. 8 Growth mechanism of GaN on AlN(MOMBE)/Si

립계의 모습은 실제 GaN 영역의 TEM 사진인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격자부정합에 의해 AlN
완충층과 GaN의 계면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며

여 AlN 완충층과 격자결합이 매우 잘 이루어진다.

이것은 각각의 결정에 많은 결함을 가진 천이 영역
을 형성시킨다. 이 영역을 통하여 격자부정합이 완
화되고 그 위로 결정립계를 가진 다결정의 GaN가
성장되는 것이다.
Figure. 8(a)는 Si (111) 기판 위에 MOMBE 법으로
AlN 완충층을 성장시킨 시편(TEM 사진) 위에 MOCVD
법으로 GaN를 성장시킬 경우 일어나는 과정을 도
식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우선 AlN 완충층은 평균
50 nm의 성장높이에 평탄한 표면을 가진다. 또한,

또한, 평탄한 표면과 epitaxial 성장한 AlN 완충층은
GaN의 성장방향에 영향을 주어 GaN를 epitaxial 성
장하게 하고 공공도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격자
결합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잘 이루어져 격자부정합
에 의한 전위 생성도 위의 두 가지 경우보다 훨씬
줄어든다. 또한, 천이 영역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
것은 실제 GaN 영역의 TEM 사진인 (b)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즉, AlN 완충층과 GaN의 계면의 안
정된 상태로 인해 천이 영역 없이 결함이 거의 없
는 고품질 GaN가 성장되는 것이다.

TEM의 회절도형을 통해 결정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T-GaN의 초기 핵생성 과정 중
에 AlN 완충층의 결정성이 매우 좋아 대부분의 지

4. 결

역에서 결정성의 GaN seeds가 발생하고 일부 영역
의 비정질의 GaN seeds는 성장이 멈춘다. 따라서,

가진 AlN 완충층을 사용하여 GaN의 성장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격자부정합에 의해 AlN 완충층과 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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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 연구에서는 Si (111) 기판 위에 다양한 특성을

57

신희연․이정욱․정성훈․유지범․양철웅

의 계면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며 이것은 많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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