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DOI: 10.3740/MRSK.2008.18.10.535
Kor. J. Mater. Res.

Vol. 18, No. 10 (2008)

535

†Corresponding author

 E-Mail : wgjung@kookmin.ac.kr (W. G. Jung)

* 장재민: 현 소속은 매그나칩 반도체.

* 최승규: 현 소속은 서울반도체.

유기금속기상증착법에 의한 InGaN/GaN 양자점 구조의 성장거동

정우광
†
·장재민*·최승규*·김진열

국민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국민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Growth Behavior of InGaN/GaN Quantum Dots Structure Via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Woo-Gwang Jung†, Jae-Min Jang*, Seung-Kyu Choi* and Jin-Yeol Kim

School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861-1, Jeongneung-dong Seongbuk-gu,

Seoul, 136-702, Korea

*The Graduate School at Kookmin University, 861-1, Jeongneung-dong Seongbuk-gu, Seoul, 136-702, Korea

(2008년 8월 24일 접수 : 2008년 10월 5일 최종수정 : 2008년 10월 7일 채택)

Abstract Growth behavior of InGaN/GaN self-assembled quantum dots (QDs) was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different growth parameters in low pressure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Locally formed

examples of three dimensional InGaN islands were confirmed from the surface observation image with

increasing indium source ratio and growth time. The InGaN/GaN QDs were formed in Stranski-Krastanow (S-

K) growth mode by the continuous supply of metalorganic (MO) sources, whereas they were formed in the

Volmer-Weber (V-W) growth mode by the periodic interruption of the MO sources. High density InGaN QDs

with 1~2 nm height and 40~50 nm diameter were formed by the S-K growth mode. Dome shape InGaN dots

with 200~400 nm diameter were formed by the V-W growth mode. InN content in InGaN QDs was estimated

to be reduced with the increase of growth temperature. A strong peak between 420-460 nm (2.96-2.70 eV) was

observed for the InGaN QDs grown by S-K growth mode in photoluminescence spectrum together with the

GaN buffer layer peak at 362.2 nm (3.41 eV).

Key words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indium gallium nitride (InGaN), quantum

dots, self-assembling, photoluminescence.

1. 서  론

현대 사회가 점차 정보통신 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전달

매체인 멀티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과

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속, 고온, 고전력 소자의 개

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디스

플레이 표시소자와 광기록 소자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

으며,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범용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 실리콘(Si)을 이용한 소자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자특성의 구현에 제한이 있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기능을 가지는 소자를 제

조하기 위하여 화합물 반도체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의 대표적인 소재로서

광소자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III족 질화물반도체를 들

수 있으며, III족 질화물반도체는 광학소자의 응용뿐만 아

니라, 열적, 화학적, 기계적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고온, 고출력의 전계소자 등으로 응용이 가능하다.1-3)

III-V족 질화물은 GaN, AlN, InN이 대표적이며, 1.9

eV (InN)에서 6.2 eV (AlN)에 이르기까지 넓은 밴드갭

을 가지는 직접천이형 반도체이며, 상호간의 완전고용 특

성을 가지므로 고용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자외선에서 근

적외선 영역에 걸쳐 폭넓은 발광대역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휘도 발광소자(RGB-LED), 자외선 검출기, 레

이저소자(LD) 등의 광소자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광소자에서는 밴드갭 조절을 통한 양자효

과를 응용하고 있으며, 양자점(quantum dots, QDs)이나

양자우물(quantum well) 구조, 또는 나노선 및 나노막대

등과 같이 일반 벌크나 박막소재에서와 다른 특이한 특

성을 나타내는 저차원 구조의 소재를 응용하고자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 동경대의 Y. Arakawa 연

구팀에서 수십나노 크기를 가지는 저차원 질화물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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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물리적 현상과 광학특성의 향상을 보고한 뒤, 저

차원 구조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4-6)

일반적으로 GaN계 반도체 소자에서 양자구속효과는 소

자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InGaN계 질화물 양자구조의 소자에서는 GaAs계 기반의

소자에 비해 낮은 문턱전압을 얻을 수 있다. 특히 InGaN

질화물의 양자점 구조는 매우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나

타내는 저차원의 구속구조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발

광소자 및 레이저소자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9,10)

본 연구에서는 수평형 반응관 형태의 유기금속화학기

상증착(MOCVD) 장치를 이용하여 자기조립 InGaN/GaN

양자점 구조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조건을 제시하기 위하

여 성장온도 및 소스공급 유량 등의 다양한 성장변수들

이 양자점의 성장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특

성을 비교,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자기조립 InGaN/GaN 양자점은 수평형 반응기로 설계된

MOCVD (VTS Corp. VCV-304MO)를 이용하여 성장시

켰다. III족 원료로 사용된 Ga과 In의 유기금속 원료로서

는 각각 trimethylgallium (TMG), trimethylindium (TMI)

를 사용하였으며, V족 질소의 원료로는 초고순도 암모

니아(NH3)가스를 사용하였다. TMG와 TMI는 냉각조에서

각각 −10oC와 10oC로 유지하였다. 이송가스로는 GaN 제

조시에는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였으며 InGaN 제조시에는

고순도 질소를 사용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은 200 torr로 유

지하였다.

실험과정은 세척을 거친 c-plane (0001) 사파이어 기

판을 MOCVD의 반응관내 서셉터에 장착하여, 1050oC의

수소(H2) 분위기에서 10분간 열처리한 후 200 torr의 반응

기 압력하에서 GaN 핵생성층(nucleation layer)을 520oC에

서 6분간 성장시키고, 다시 1035oC로 반응기의 온도를

올려 50분간 GaN 에피층을 성장시켰다. 그 다음으로 성

장 온도를 730oC~630oC 범위로 내린 후 각각 성장 시간

및 압력, V/III 비율 및 In 소스 혼합비율을 다르게 하

여 자기조립 InGaN/GaN 질화물 양자점의 성장을 유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MOCVD에서의 GaN 버퍼

층 및 InGaN/GaN 양자점 성장조건을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나타낸다.

성장된 InGaN/GaN 양자점의 표면구조는 atomic force

microscopy (AFM, SEIKO, SPA-400)을 이용하여 비접촉방

법으로 측정하였으며,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JEOL, JSM-7401F, 가속전압 10 kV)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InGaN/GaN 양자점 구조

의 결정특성은 고분해능 X선분석(HR-XRD, Bruker, D8,

Cu-K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광학적 특성의 파

악을 위하여 실온에서 발광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RT-

PL, Accent, RPM 2000, 여기광원: 파장 266 nm Nd-

YAG laser)

3. 결과 및 고찰

질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광학소자에서 고품질의 GaN

에피층의 제조는 매우 중요하다. 양자점제조를 위하여 균

일한 거울면 형태의 GaN 에피 버퍼층을 사파이어 기판

위에 Table 1의 조건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의 증착속도는 53.3 nm/min로 확인되었다. AFM으로

관찰한 GaN 에피층 표면은 threading dislocation으로부

터 기인하는 핀홀결함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물결

무늬의 테라스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면 거칠기는 0.24 nm로 측정되었다. Fig. 1은 제조한

GaN 에피 버퍼층의 상온 PL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결함으로부터 기인하는 yellow emission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

Table 1. Growth condition of undoped GaN nucleation and epitaxial layer on c-plane (0001) sapphire substrate

Parameter GaN Nucleation layer GaN Epitaxial layer

TMG flowrate (µmol/min) 17.8 38.0

Growth time (sec) 360 3000

Thickness (nm) 30 2500

Growth temperature (oC) 520 1035

NH3 flowrate (slm) 2.20 1.10

Reactor pressure (torr) 200

H2 flowrate (slm) 3.50

Table 2. Growth condition of self-assembled InGaN/GaN

quantum dots structure on GaN epitaxial layer

Parameter InGaN/GaN quantum dots 

TMG flowrate (µmol/min) 13.2~17.8

TMI flowrate (µmol/min) 16.7~38.6

Growth time (sec) 3~60

Growth temperature (
o
C) 630~730

NH3 flowrate (slm) 2.0~4.0

Reactor pressure (torr) 200

N2 flowrate (slm) 0.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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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의 GaN 에피층을 제조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였다.

앞에서 제조한 GaN 에피 버퍼층 위에 공정변수를 적

절하게 변화시키면서 InGaN/GaN 양자점 구조를 제조하

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Fig. 2는 InGaN 양자점을 생

성할 때 갈륨과 인듐 소스의 혼합비율을 변화시켜 성장

된 시편 표면의 AFM 관찰상을 나타낸다. Fig. 2의 (b),

(c), (d)의 시편은 모두 60초동안 성장시켰다. Fig. 2 (b)

의 TMG만을 공급하여 제조한 시편에서는 2차원의 초격

자형태의 박막(wetting layer)이 GaN의 테라스를 따라 형

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TMI만을 공급하여 제

조한 시편에서는 Fig. 2 (d)에 나타낸 것처럼 하부 GaN

에피층보다 더 미세하고 가는 테라스가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이는 TMI의 공급에 의해 GaN과의 부정합이 증

대되어 기인하는 현상으로, Fig. 2 (c)에서 TMG와 TMI

의 공급비율을 40 : 60으로 유지하였을 때 InGaN의 양자

점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MG와 TMI가 동

시에 반응관내로 공급되면, GaN 버퍼층위에 InGaN 고

용체가 형성되며, TMI의 혼합양을 증대시키면, 하부의

GaN과의 격자부정합이 증가하게 되고 InGaN 층의 형성에

따라 내부응력이 증가하고, 따라서 변형에너지가 증가하

게 된다. 이때 국부적으로 이러한 변형에너지가 완화되

면서 돔형태의 InGaN 양자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 연

구의 공정조건에서는 Stranski-Krastanow (S-K) 성장거동에

따라 InGaN 양자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11,12) 따

라서 이와같은 성장기구를 응용하기 위한 적절한 TMI의

공급량과 성장시간 및 온도 등의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고

밀도 양자점 구조의 제조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InGaN 양자점을 제조할 때의 성장시간에 따

른 표면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S-

K 성장거동에서는 초기 일정 시간 동안은 Frank-van der

Merwe (F-M) 성장거동을 보이며 2차원 형태의 초격자

박막으로 형성이 되다가 순간적으로 내부에 생긴 큰 변

형에너지를 완화하기 위해 수십 nm 크기의 3차원(3D)의

islands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성장시간을 더욱 늘릴 경

우 형성된 미세한 3D islands간의 결합(coalescence)이

발생하며 더욱 큰 크기의 islands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

서 0차원 준위를 가지는 양자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형

Fig. 2. AFM images of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InGaN/GaN QDs structure at different TMG and TMI mixing ratios. (a)

GaN buffer layer (b) TMG 100% (c) TMG : TMI = 40 : 60 in mol% (d) TMI 100%.

Fig. 1. Photoluminescence spectrum from GaN epitaxial layer

grown at flowrates of TMG 4.5 sccm and NH3 1.10 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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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양자점간의 결합이 시작되기 전에 성장을 중지하여

야 하며, 또한 F-M 성장거동에서 S-K 성장거동으로 전

환되는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13,14)

본 연구에서와 같이 TMG와 TMI 간의 몰 비를 약 1 : 2

로 유지하고 암모니아를 2.50 slm의 유량으로 공급한 상

태에서 성장시간을 다르게 하였을 때, 약 10초간의 성

장시간에서는 아직까지 S-K 성장거동은 보이지 않았으

며, GaN 테라스를 따라 2차원 형태의 초격자가 점차 성

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3 (a)). 성장시간을 20

초로 늘려주었을 때, 비로소 매우 작은 크기의 islands들이

조금씩 생성되었다(Fig.3 (b)). 이때 주목할 점은 초기

GaN terrace에 비해 더욱 촘촘한 terrace를 형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GaN 테라스의 side edge 부분에서 우선적

으로 InGaN의 성장이 시작되며, 2차원 형태의 wetting

layer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wetting layer가 얇게 형

성될수록 이러한 terrace 조직이 더욱 치밀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적으로 약 30초간의 성장시간을 유

지한 시료에서는 표면 전체에 걸쳐 균일한 크기의 양자

점이 약 8 × 1010 cm−2의 밀도로 형성되었으며, 이때, 형

성된 양자점의 크기는 약 40~45 nm의 직경과 2~3 nm의

높이를 가지는 납작한 형태로 확인되었다(Fig. 3 (c)). 또

한, 각각의 양자점이 마치 일렬로 배열된 형상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wetting layer에서 형성된 치밀하면서 낮은

굴곡을 가지는 terrace의 표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S-K 성장모드와는 다르게 wetting layer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성장 모드인 Volmer-Weber (V-W) 성장

모드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연속적인 제조방법과는 달리

유기금속원료를 주기적으로 중단하여 InGaN의 성장시 비

교적 큰 stress의 발생을 유도하는 시도를 하였다(periodic

MO source interruption, PMI). 본 연구에서는 MO 소스의

공급과 중단을 5초 주기로 반복하여 성장시켰다. Fig. 4

는 V-W 성장모드에 의한 InGaN 양자점 형성거동을

AFM과 FE-SEM을 통해 관찰한 결과이며, 이때 형성된

양자점은 약 200~400 nm의 직경과 100~150 nm의 높이

를 가지는 비교적 큰 dot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dot 밀

도는 매우 낮았다. S-K 성장모드에서 얻은 양자점이 미

세한 피라미드 형상이었던 것에 비해 둥그스름한 돔 형

태로 성장되었다. 또한 성장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크기까지 성장한 dot 주변에 새로운 핵생성이 일어나며

더 이상의 크기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보다 미세한 양

자점의 형성을 위해서는 MO 소스 공급/정지 주기를 더욱

작게 하거나, MO 소스의 공급량을 훨씬 작게 하는 등

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nGaN/GaN 양자점 구조의 조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나, 본 연구의 S-K 모드에 의해 형성된 양자

점의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조성을 직접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Fig. 5는 다른 온도에서 성장한 InGaN/

GaN 양자점의 AFM 관찰상을 나타낸다. Fig. 5에서 다

른 온도에서 InGaN/GaN 양자점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성장온도에 따른 AFM 관찰상의 현저한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온도에 따른 InGaN 자

기조립 양자점 구조의 InN의 함유량과 결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HR-XRD를 이용하여 (0002) 방향의 ω/2θ rocking

curve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

Fig. 3. AFM images of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InGaN/GaN QDs at different growth times. (a) 10 sec (b) 20 sec and (c) 3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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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측정결과 InGaN (0002)를 나타내는 피크는 GaN

(0002) 좌측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약

200 nm의 InN를 650oC에서 성장한 시편에서는 약 15.7o

위치에서 다른 시료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세기와

좁은 반치폭을 가지는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동시에 17o

부근에서 작은 피크도 함께 관찰되었다. 이 작은 피크는

GaN 에피층 위에 InN가 형성되면서 두 접합계면에서 확

산효과에 의해 미세한 두께의 InGaN 층의 형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이 피크의 위치

가 InN 피크쪽으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장온도를 점차 낮춤에 따라서 InGaN층의 InN 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650oC에서 성

장한 InGaN 내에서는 약 40%가 넘는 InN 조성을 가지는

InGaN QD가 성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650oC에

서 성장한 InGaN의 경우 680oC에서 성장한 경우에 비해

넓은 반치폭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낮은 온도에서 성

장이 됨으로써 저품위의 질화물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이와는 반대로 730oC에서 성장한 InGaN

양자점은 매우 낮은 InN의 함유량과 낮은 피크 세기를

나타내었는데, 이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In의 확산이

활발해지고, InN의 상해리 현상이 촉진됨으로써 InGaN내

에 낮은 InN 함량을 갖는다는 것과 잘 일치한다. Fig.

7은 XRD 측정에 의해 계산된 각각의 성장온도에서 도

출한 InN 함유량을 그래프로 도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높은 InN 조성을 가지는

InGaN QD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현저히 낮춤으

Fig. 4. AFM images ((a)-(c)) and FE-SEM photographs ((e), (f)) of the InGaN/GaN QDs with respect to the growth time, which

was grown by periodic MO source interruption method. (a) 20 sec (b) 40 sec (c) 60 sec (d) 40 sec and (e) 60 sec.

Fig. 5. AFM images of InGaN/GaN QDs grown at different growth temperatures. (a) 650oC (b) 680oC and (c) 73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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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능하지만, 낮은 성장온도에 의해 저품위의 InGaN

층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nN의 함량을 유

지하면서 결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의 도입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윤의준 교수

연구진에 의해 In을 70%이상 높게 넣은 In-rich InGaN

양자점의 성장에 대한 보고사례가 있다.15,16) 이들은 높

은 조성의 In을 유입함으로써 매우 높은 변형율을 기판

에 유도하고, 높은 밀도의 양자점이 일렬로 배열하는 구

조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InGaN 양자점의 배열원인으

로는 높은 In 조성에 의한 큰 격자부정합의 조건에 의해

2차원 박막에서 3차원 island로 전이하는 임계두께가 매우

얇아서 하부의 GaN 에피층의 테라스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Fig. 8은 650oC에서 60초의 성장시간으로 S-K 성장모

드에 의해 제조된 InGaN/GaN 양자점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66 nm의 파장을 가지는 Nd-YAG laser를

이용하여 PL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위에서 AF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S-K 성장모드에 의해 형

성된 양자점은 고밀도로 표면에 제조되었으며, 수십 nm

크기의 직경을 가지는 미세한 dot으로 형성되었다. Fig.

8에서 GaN 버퍼층의 피크는 362.2 nm (3.41 eV)에서 나타

났으며, 약 420~470 nm (2.96~2.70 eV)에 걸쳐 InGaN

양자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강한 여기 피크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매우 작은 InGaN/GaN 양자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PL 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 Jetter 등은 MOVPE

방법으로 제조한 InGaN 양자점의 PL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PL 측정결과와 유사한 2.7 eV에서 3.1 eV의

발광피크를 보고하고 있다.17) 한편, Fig. 8에서 550 nm

대역에서 낮고 넓은 여기 피크가 나타났는데, 이 550 nm

대역의 peak가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defect에 의한 yellow

emission 인지, wetting layer에서 기인하는 peak 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Fig. 1의 PL 측정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조한 GaN 에피층이 defect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Fig. 8의 550 nm 부근의 넓은 피크는

wetting layer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평형 저압 MOCVD를 이용하여 InN의

조성과 성장온도 등의 성장모드 변수에 따른 자기조립

InGaN/GaN 양자점의 형성거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InN 조성에 따른 InGaN 층의 표면변화를 관찰한 결과

InN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합도 함께 증가하면서

국부적으로 미세한 크기의 3차원 island가 성장되는 것

을 확인하였고, 성장시간의 변화에 따라 2차원 박막형태

의 성장거동에서 3차원 성장거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반응변수의 조절에 의해 초기 InGaN 층

의 성장과정에서 격자부정합의 정도를 다르게 유도함으

로써 S-K 성장모드와 V-W 성장모드에 의한 양자점 구

Fig. 6. ω/2θ rocking curves of the InGaN/GaN QDs grown at

different growth temperatures. The pattern for the InN layer is

also shown as a reference.

Fig. 7. Change in InN ratio in InGaN layer grown at different

growth temperatures.

Fig. 8. RT-PL spectrum for InGaN/GaN QDs grown by S-K

grow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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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제조할 수 있었다. S-K 성장모드에서는 약 1~2 nm

의 높이와 40~50 nm의 직경을 가지는 고밀도의 양자점

이 형성되었으며, 최적화된 성장조건을 통해 표면전체에

비교적 균일한 크기를 가지는 양자점이 형성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반면, V-W 성장모드에서는 약 200~400 nm의

직경을 가지는 돔 형태의 비교적 큰 dot이 제조되었으

며, 성장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크기까지 성장한 dot

주변에 새로운 핵생성이 일어나며 dot이 일정 크기 이상

성장하지 않았다. InGaN/GaN 양자점의 제조시, 성장온

도를 낮춤에 따라 동일한 유량의 TMI의 공급에도 불구

하고 InGaN층 내부의 InN 조성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

을 나타냈으나, 결정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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