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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highly efficient nanoscale surface corrugated light emitting diodes (LEDs) for
the enhancement of light extraction efficiency (LEE) of nitride semiconductor LEDs. Nanoscale indium tin oxide (ITO) surface
corrugations are fabricated by using the conformal nanoimprint technique; it was possible to observe an enhancement of LEE
for the ITO surface corrugated LEDs. By incorporating this novel method, we determined that the total output power of the
surface corrugated LEDs were enhanced by 45.6% for patterned sapphire substrate LEDs and by 41.9% for flat c-plane substrate
LEDs. The enhancement of LEE through nanoscale surface corrugations was studied using 3-dimensional Finite Different Time
Domain (FDTD) calculation. From the FDTD calculations, we were able to separate the light extraction from the top and
bottom sides of device. This process revealed that light extraction from the top and bottom sides of a device strongly depends
on the substrate and the surface corrugation. We found that enhanced LEE could be understood through the mechanism of
enhanced light transmission due to refractive index matching and the increase of light scattering from the corrugated surface.
LEE calculations for the encapsulated LEDs devices also revealed that low LEE enhancement is expected after encapsulation
due to the reduction of the refractive index contrast.
Key words light emitting diodes, surface corrugation, nanoimprint, light extraction efficiency, Finite-Different TimeDomain(FDTD).

1. 서

론

다. LED의 광효율인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은 내부양자효율(internal quantum efficiency)과 광
추출효율(LEE, light extraction efficiency)의 곱으로 정
의 된다. 일반적으로 내부양자 효율은 사용된 반도체 박
막의 에피 성장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광추출효
율은 빛을 소자 외부로 방출하는 능력으로 소자의 구조
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소자내부 다중양자우물(MQW,
multiple quantum well)에서 발생된 빛은 반도체와 공기
의 굴절률 차이에 의하여 전반사 현상으로 소자 내부에
빛이 머물게 되며, 반도체의 굴절률이 높아 질수록 빛
이 방출 될 수 있는 임계각이 감소하여 내부 전반사에
의한 광추출효율 감소를 발생 시킨다. 예를 들어 굴절
률이 2.4 인 GaN와 굴절률이 1인 공기의 경우 GaN 내
부에서 입사각이 23o 이하인 빛만 소자 외부 공기로 빠
져나올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이러한 광추출효율을 증

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s)는 pn
접합 반도체로서 전자와 정공의 발광결합으로 빛을 방
출하는 광소자이다. 기존 광원 대비 적은 에너지 사용
량, 긴 수명, 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료
사용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1970년대 적색 광원, 1990년대 녹색 광원,
최근에는 백색 광원을 가진 LED 소자가 개발되어 그 응
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1-4) 최근에는 LED를 차세대 조
명용 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LED의 양자효율(quantum
efficiency)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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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기 위해 flip chip, chip shaping, 광결정(photonic
crystals), PSS(patterned sapphire substrate), surface plasmon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LED
의 광추출효율을 80% 이상까지 올린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차세대 LED 조명에 요구되는 고효율, 고출력 특
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광추출효율의 지속적인 향상 연
구가 필요한 상황이다.5-9) 광추출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
한 연구 중에 최근에는 나노구조체를 LED 소자에 적용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0,11) LED 파장보
다 작은 dimension을 가지는 나노구조체는 LED 소자의
내부 및 표면에 위치하여 index matching 및 계면 산란
효과를 통해 LED 내부에서 생성된 빛이 외부에 추출되
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다
양한 나노구조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주
기적인 나노구조체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 광추출효율 향
상의 기제에 대하여 광결정 효과, 표면산란, index matching 등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제조되
는 나노구조체의 경우 2차원 보다는 3차원 형상을 가지
기 때문에 3차원 형상의 나노구조체 배열에 대해 정확한
산란기제를 연구할 수 있는 이론 및 계산방법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구조체에 의한
LED의 광추출효율 향상 및 향상 기제 연구, 특히 3차
원 형상을 가지는 나노구조체에 의한 광추출효율 향상
기제의 연구를 위하여 단면이 parabola 형태를 가지는 나
노크기의 3차원 ITO 표면요철을 GaN LED 표면에 형
성하고, 이러한 표면 요철이 LED의 광추출효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GaN LED 소자에서 나노
크기의 표면요철에 의한 광추출효율의 변화를 3차원 유
한차분 시간영역(Finite-Difference Time-Domain, FDTD)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2) 특히 flat LED, PSS LED
소자에 대하여 3차원 나노패턴에 의한 광추출효율 변화
를 분석하였으며, LED 소자 패키징시 사용되는 encapsulation에 따른 광추출효율의 변화를 굴절률의 변화를 통
해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에 본 연구에 사용된 GaN LED 소자의 개략도
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epi-up 평면형GaN LED
는 에피밸리(Epivalley,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제공된
LED 소자에 전류확산층(current spreading layer)으로 230
nm 두께의 ITO 층이 p-GaN 층위에, Au/Ni/Cr의 p 전
극이 ITO층위에 각각 증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임
프린트를 이용하여 3차원 나노구조체 배열을 제조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나노임프린트의 master는 120 nm
패턴 크기에, 270 nm 주기, 깊이 200 nm의 moth-eye 형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GaN LED device used in this
study. The inset shows the corrugated ITO surface.

태의 광결정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ITO 층위에 나노
임프린트 방법을 이용하여 ZnO 패턴을 형성한 결과 주
기 270 nm, 깊이 75 nm의 ZnO 표면 요철을 얻을 수 있
었다. ZnO 층 형성 후 ZnO 층을 쉐도우 마스크(shadow
mask)로 사용하여 ITO층을 ICP-RIE(inducted coupled
plasma-reactive ion etching)로 식각하여 최종적으로 나
노 패턴을 형성하였다.13-15) 이때 식각시간을 조정하면 주
기는 270 nm로 고정되고 ITO 패턴의 패턴 깊이는 045 nm까지 변화가 가능하다. 나노패턴된 LED의 광추출
효율 향상 기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차
원 FDTD 방법을 이용하여 LED의 광추출효율을 계산하
였다. 본 계산에서는 TE 편광된 electric point dipole를
다중양자우물 층에 위치하여 광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때 광원의 중심파장은 440 nm,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은 10 nm로 설정하였다. ITO 패턴에 의한 광추
출효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ML(Perfect Matched
Layer) 경계 조건을 바탕으로, mesh size는 ITO 패턴 영
역에서 x, y 는 20 nm, z 는 10 nm 가 되도록 설정 하였
다. 소자 외부로 추출되는 광추출효율은 소자 표면에서
수직한 성분의 포인팅 벡터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LED의 광추출효율에 미치는 나노패턴의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판에 패턴이 없는 flat cplane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한 flat LED와 PSS를 사용한
PSS LED 두 가지 LED 소자에 각각 ITO 나노패턴을 형
성하였다. Fig. 2(a)는 LED 표면에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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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AFM image of the corrugated ITO surface after ICP-RIE
process. (b) Optical microscope image of the PSS. (c) Normalized
LEE enhancement of the ITO nanopatterned flat LED and PSS
LED.

Fig. 4. (a) The emission energies as a function of time for flat
reference LED and flat nanopatterned LED. (b) Integrated emission
energies for flat reference LED and flat nanopatterned LED.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3-dimensional FDTD calculation
structures.

이용하여 형성된 ZnO 패턴을 기반으로 ICP-RIE 식각을
통해 형성된 ITO 패턴의 AFM(atomic force microscope)
이미지이다. Fig. 2(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ICP-RIE
에 의해 형성된 ITO 패턴은 270 nm 주기에 corrugation

depth는 45 nm 이다. Fig. 2(b)는 PSS LED의 기판 패턴
의 광학현미경 이미지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3.8 µm 크기의 기판 패턴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패턴을 형성한 flat LED, PSS LED의 광추출
효율 변화를 Fig. 2(c)에 나타내었다. Flat LED의 경우
나노패턴의 형성에 따라 reference 소자 대비 약 41.9%
정도의 광추출효율 향상이 있었으며, PSS LED의 경우
최대 45.6%의 광추출효율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13) 또한 flat LED reference 대비 나노패턴된 PSS
LED의 광추출효율은 약 352% 정도로 크게 향상됨을 확
인할 수 있다.
나노패턴된 LED의 광추출효율 향상 기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차원 FDTD 방법을 이용하여
LED의 광추출효율을 계산하였다. Fig. 3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LED 소자의 계산 구조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본
계산에서는 소자의 상단과 하단에 광추출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를 위치하였으며, 소자 상단부 및 하단부 외
부에는 PML 경계조건을, 소자의 옆면에는 PM(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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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소자의 유한크기 효과를 고
려하고 계산면적을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GaN LED에
서 생성된 광자의 lifetime 은 320 fs 정도로 알려져 있으
며, 본 계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dipole source의 center
time인 150 fs 부터 320 fs 이후인 470 fs에서 광추출효율
을 계산하였다.16) 또한 GaN, 사파이어, ITO 층의 굴절률
은 450 nm 파장에서 각각 2.4, 1.78, 2.06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4에 3차원 FDTD계산을 통해 얻은 flat LED 소
자의 광추출효율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4(a)에는 LED
소자의 상부표면에서 시간에 따른 광추출량을 나타내었
으며, Fig. 4(b)는 Fig. 4(a)의 광추출량을 적분한 전체
광추출효율을 나타내었다. Fig. 4(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ITO 나노패턴이 소자표면에 형성된 경우 광
추출효율이 시간축에 대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는 Fig. 4(b)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
인할 수 있다. 시간축 전반에 걸쳐 향상된 광추출효율
은 나노패턴에 의해 소자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임
계각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나노패턴에 의한 빛
의 산란 및 corrugation에 의한 effective 굴절률의 변화
로 ITO/외부 계면에서 굴절률의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index matching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10) Fig. 4(b)에
서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ITO 나노패턴 소자의 경우
LED top 표면으로의 광추출효율 향상 보다 bottom 표
면으로의 광추출효율의 향상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GaN 층의 굴절률이 2.4로 ITO 층의 굴절률
에 비해 큰 것으로 인해 MQW에서 생성된 빛이 ITO
층이 아닌 주로 GaN 층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lat 사파이어 기판 대신
에 PSS 를 사용할 경우 PSS의 산란효과로 빛을 상단방
향으로 임계각보다 작게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판 상단방향으로의 광추출효율 향상을 예상할 수 있다.
ITO 나노패턴을 PSS LED 소자에 적용한 경우에 대
한 광추출효율 계산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PSS를 사용하는 경우 PSS에
의한 multiple reflection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
한 multiple reflection에 의해 flat LED 대비 광추출효율
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패턴을 적용한 경
우에는 flat LED와 마찬가지로 시간축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광추출효율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flat
LED 경우에 언급한 나노패턴에 의한 빛의 산란 및 index
matching 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Fig.
5(b)는 Fig. 5(a)의 시간에 따른 광추출량을 적분한 에너
지량을 나타내며, Fig. 5(b)에서도 Fig. 5(a)와 마찬가지
로 시간축에 대하여 전반적인 광추출효율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b)와 Fig. 5(b)를 비교하여, PSS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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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The emission energies as a function of time for PSS reference LED and PSS nanopatterned LED. (b) Integrated emission
energies for PSS reference LED and PSS nanopatterned LED.

함에 따라 flat LED 대비 상단 표면 광추출 효율 증가
율이 하단 표면의 광추출 효율 증가보다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PSS의 산란효과로 인하여 빛을 상단
표면으로 유도 하였으며, ITO와 공기의 전반사 임계각
이상인 빛을 전반사 임계각 이하로 산란시켜 나타나는
현상이다.
Fig. 6에 flat LED, PSS LED의 reference 소자와 나
노패턴된 소자의 광추출효율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ITO 나노패턴을 도입
하는 경우 flat LED, PSS LED 모두 광추출효율이 향상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flat LED의 경우 상단 표면과 하
단 표면으로의 광추출효율이 거의 일정한 것에 반하여,
PSS LED의 경우 bottom 표면보다 top 표면으로의 광추
출효율이 보다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PSS 기판 패턴에 의해 하단 표면으로 전파되는 빛
의 대부분이 재반사되어 LED 소자의 상단 표면으로 향
함으로써 상단 표면으로의 광추출효율이 하단 표면으로
의 광추출효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LED 실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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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lculated LEE enhancement of the ITO nanopatterned flat
LED and PSS LED.

자에서 하단 표면으로의 추출되는 빛은 reflector를 이용
하여 상단 표면으로 재전파 시킬 수 있으나, 소자 내부
에서 trap되어 손실되는 빛을 감안할 때, PSS 기판과 나
노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광추출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계산은 LED 소자의 외부 굴절률이 1인 공기
층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LED package
공정을 통해 epoxy등의 encapsulation을 하게 된다. 일
반적으로 encapsulation에 사용되는 epoxy resin등의 굴
절률이 1.4-1.5 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LED 소
자의 외부 굴절률을 1에서 1.5까지 변화시키며, 나노패
턴에 의한 광추출효율의 변화를 상단과 하단 표면에서
계산하였다. Fig. 7에 PSS LED 소자에 대하여 외부 굴
절률을 1에서 1.5까지 변화시켰을 때 광추출효율의 변화
를 나타내었다.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굴절률이 증
가하면서 LED 소자와의 index matching에 의해 광추출
효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자 전
체의 광추출효율 증가 대비 나노패턴에 의한 광추출효율
증가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
부 굴절률의 증가에 따라 표면 요철의 index contrast가
감소하게 되어 나노패턴에 의한 산란 및 index matching
효과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소자의 상
단 방향으로의 광추출효율은 하단 방향으로의 광추출효
율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나노구조체에 의한 표면산란 효과가 index contrast
및 빛의 입사각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되며, index contrast에 따른 표면산란 효과의 변화에

Fig. 7. (a) The emission energies at top monitors as a function of
time for various refractive index of external medium of LED device.
(b) The emission energies at bottom monitors as a function of time
for various refractive index of external medium of LED device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Index
contrast에 따른 광추출효율의 감소 현상은 광결정 LED
및 나노패턴 LED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차
세대 고효율 LED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air gap 등을 이용하여
index contrast를 유지시키면서 encapsulation을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패
키징 공정시 나노패턴의 index contrast를 유지할 수 있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FDTD 방법을 이용하여 GaN
LED 소자에서 270 nm 주기를 가지는 ITO 나노패턴에
의한 광추출효율 향상 및 효율 향상 기제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FDTD 계산을 통해 ITO 나노패턴이 소자표면
에 형성된 경우 flat LED, PSS LED 소자의 광추출효율
이 시간축에 대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나노크기 표면 요철을 이용한 GaN LED의 광추출효율 향상

었으며, 이는 나노패턴에 의한 빛의 산란 및 corrugation
에 의한 index matching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lat LED의 경우 상단 표면과 하단 표면으
로의 광추출효율이 거의 일정한 것에 반하여, PSS LED
의 경우 하단 표면보다 상단 표면으로의 광추출효율이
보다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ncapsulation 효과를 고려한 경우 나노패턴에 의한 광추출효율
증가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를 통해 나노패턴을 LED 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패
키징 공정시 index contrast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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