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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um nitride, a compound semiconductor, has a Wurtzite structure; good material properties such as high

thermal conductivity, great electric conductivity, high dielectric breakdown strength, a wide energy band gap (6.2eV), a fast

elastic wave speed; and excellent in thermal and chemical stability. Furthermore,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the

aluminum nitride is similar to those of Si and GaA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aluminum nitride can be applied to electric

packaging components, dielectric materials, SAW (surface acoustic wave) devices, and photoelectric devices.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crystallization and preferred orientation of AlN thin films with an X-ray diffractometer. To fabricate the AlN thin

film, we used the magnetron sputtering method with N2, NH3 and Ar. According to an increase in the partial pressures of N2

and NH3, Al was nitrified and deposited onto a substrate in a molecular form. When AlN was fabricated with N2, it showed

a c-axis orientation and tended toward a high orientation with an increase in the temperature. On the other hand, when AlN

was fabricated with NH3, it showed a-axis orientation. This result is coincident with the proposed mechanism. We fabricated

AlN thin films with an a-axis orientation by controlling the sputtering electric power, NH3 pressure, deposition speed, and

substrat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proposed mechanism, we also fabricated AlN thin films which demonstrated high a-

axis and c-axis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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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화알루미늄(AlN)은 Wurtzite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반도체로서 높은 열전도도, Si, GaAs 등과 유사한 열팽

창계수, 매우 큰 전기저항 및 높은 절연파괴강도, 우수

한 열적, 화학적 안정성, 넓은 에너지 밴드갭(6.2 eV), 빠

른 탄성파 속도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므로 전자부품

패키지, 절연재료, 유전재료, SAW(surface acoustic wave)

소자, 광전소자 등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1-3) AlN 박막

을 SAW 소자에 응용하려면 국부적인 속도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압전 상수와 평탄

한 표면을 만족하기 위해 c-축의 고배향성이 요구된다.4,5) 

Bang 등은 Ar과 N2의 혼합 가스비와 기판 온도를 변

화시키면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AlN 박막을 제작하여 c-축 배향성을 검토하였다.6)
 일반

적으로, N2를 이용하여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에 의해 제

작된 AlN 박막은 대부분 c축 배향성을 나타낸다. N2를

반응성가스로서 이용하여 a축 배향 AlN 박막을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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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ion beam assist deposition,7) ion plating,8) 전자샤

워법,9)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10) 등이 있다. 그러나 Takeda

등은 NH3를 이용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a축 배향성을 나타내는 AlN 박막을 제작하였

으며,11) 이후, H(수소)의 영향을 고려하여 H2와 N2의 혼

합가스를 이용하여 역시 a축 배향성을 나타내는 AlN 박

막을 제작하였다.12) 또한, Yumoto 등은 N2가스를 이용하

여 전자샤워법,9)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10) 등을 이용하여

a축 및 c축 배향성을 나타내는 AlN 박막을 제작하였다.

AlN 박막을 c축으로 배향하면 최조밀면이 나타나기 때

문에 다른 면보다 계면에너지를 가장 낮게 할 수 있으

며, c축으로 배향한 AlN 박막은 극성이 존재하지만, a

축으로 배향한 AlN 박막에는 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13)

기 보고한 것과 같이 저자들은 NH3를 이용한 반응성

증착법에 의해 a축 배향성을 나타내는 AlN 박막을 제

작하였다.13) a축 배향성을 나타내는 AlN 박막의 원인으

로는 스퍼터링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나 기판 쪽의

바이어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실

험에 사용한 장치에서는 Al과 NH3가 기판 위에서만 반

응하여 AlN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스

퍼터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a축 배향성만을 나타낸다

고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ng 등

이 보고한6) N2, Ar가스 이외에 NH3가스를 스퍼터링 가

스로서 이용하여 AlN 박막을 제작하였으며, 또한 기 보

고한 바와 같이, NH3를 이용한 반응성 증착법에 의해 제

안한 a축 배향성을 나타내는 AlN 박막의 제작 메커니

즘이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에서도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DC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비를 사용

하여 N2, NH3, Ar 반응성 스퍼터링법으로 AlN 박막을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의 개략적인 구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증착타겟은 순도 99.99 %, 두께 1.2 mm

인 Al판을 사용하였으며, 표면이 산화되어 있다고 판단

되어 증착 전에는 매회 수분 동안 예비스퍼터링을 실시

하여 깨끗한 표면상태 하에서 증착을 실시하였다. 질화

물에 대한 질소소스로는 NH3 (99.9 %)와 N2 (99.9999 %),

스퍼터링 가스로서는 Ar (99.9999 %), 기판은 Si (111)

표면산화기판을 사용하였다. 기판의 오염은 AlN 박막 성

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제

거하기 위하여 DI water, 아세톤, 알코올, DI water 순

서로 각각 10분간 초음파세척을 실시하였으며, 증착조건

은 Table 1과 같다. 제작된 AlN 박막의 결정성 및 우선

배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ometer(JEOL

JDX-35-HS)를 이용하였으며, 박막두께는 Dektak3ST(Veeco

사)로 측정하였고, 탐촉침 하중은 10 mg 이다. 투과율측

정은 분광광도계(SHIMADZU UV-3100PC)로 측정하였

고, 측정파장은 190~1000 nm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스퍼터링 현상의 검증

반응성 스퍼터링 활용 시에는 반드시 활성가스가 필요

하므로 질화물 제작에 대한 활성가스로서 N2 또는 NH3

를 사용하였으며, 증착율을 고려하여 불활성가스인 Ar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사용한 가스는 Ar+N2 및 Ar+NH3의

혼합가스이며, 이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스퍼터링을 실시

할 때 AlN의 2가지 형성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1)

기판 위에서 Al과 가스의 반응에 의해 AlN이 형성될 가

능성이며, (2) Al타겟이 플라즈마에 의해 AlN으로 질화

되어 Ar에 의해서 스퍼터링된 분자형태인 AlN이 기판

에 퇴적되어 형성될 가능성이다. Fig. 2는 RF 마그네트

론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였을 때의 N2 분압과 증착속도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Table 1. Deposition condition of AlN film.

Deposition parameter Condition

Substrate Temp. (K) R.T., 823~873

Gas Ar, N2, NH3

Source Al plate

Back pressure (Pa) 2.0 × 10
−4

Pressure (Pa) 3.0 × 10
−1

Deposition rate (nm/s) 0.06~0.2

Thickness (nm) 300~1500

Sputtering power (W) 1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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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이다. 스퍼터링 전력은 150W, Ar은 2.5 × 10−1

Pa이다. Fig. 3은 NH3 분압과 증착속도와의 관계이며, 스

퍼터링 전력은 120W, Ar은 2.5 × 10−1 Pa이다. 여기에서,

사용한 활성가스 종류에 따라 최적의 증착속도를 얻기

위하여 스퍼터링 전력을 각각 150W 및 120W로 인가

하였다. Fig. 2 및 Fig. 3으로부터 N2, NH3의 분압이

5 × 10−3 Pa 정도까지는 빠른 증착속도를 보이지만, 분압

이 1 × 10−1 Pa 정도에서 급격히 증착속도가 저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낮은 N2, NH3 분압

일 때는 타겟 위에서 Al이 금속상태로 Ar에 의해 스퍼

터링 되지만, N2, NH3 분압이 1 × 10−1 Pa 정도로 되면

Al타겟 표면이 질화에 의해 AlN으로 되어, AlN이 Ar에

의해 스퍼터링 된다. 따라서 Al과 AlN의 스퍼터율의 차

이가 증착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N2,

NH3 분압이 5 × 10−3 Pa 이하, 기판온도가 상온인 조건에

서 스퍼터링을 실시하면 대부분 금속적인 막이 형성되

었다. 그러나 N2, NH3 분압이 1 × 10−1 Pa 정도에서 스

퍼터링을 실시하면 기판온도가 상온이라도 투명한 AlN

막이 형성되었다. 한편,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는 증착속도를 거의 얻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표면이

절연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Al타겟 표면이 질화되었

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따라서 Fig. 2 및 Fig. 3과 같

이 좌측영역에서 Al타겟은 거의 질화되지 않고 Al이 스

퍼터링 되었으며, 중간영역에서는 Al과 질화된 AlN이 스

퍼터링 되어 급격히 증착속도가 감소하며, 우측영역에서

는 Al타겟이 완전히 질화되어 분자형태인 AlN이 스퍼

터링 되어 기판에 증착되었다고 판단된다.

3.2 N2를 이용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제

작한 AlN 박막

반응가스로는 N2와 Ar을 이용하였고, 최적의 증착속도

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퍼터링 전력을 150W 정도 인가

하였으며,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Ar가스 압력을

2.5 × 10−1 Pa으로 유지하였다. Fig. 2에서 N2 압력은 1 ×

10−1 Pa 정도면 충분히 타겟이 질화되어 AlN 박막의 제

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N2 압력을 1 × 10−1 Pa로 설정하

였고, 증착속도는 0.06~0.08 nm/s, 박막두께는 500~1000

nm 정도로 하였다. Fig. 4는 XRD 측정결과로 실온인 기

판온도에서도 충분히 AlN 박막이 형성되며 c축 배향성

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c축 배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최조밀면이며, 계면에너지를 낮게하기 위하여

다른 배향방향보다 핵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AlN 박

막 전체가 c축 배향막으로 되었다. 기판온도를 823K까

지 올리면 c축 배향성이 대폭적으로 상승하며, 에피텍셜

성장 정도는 아니지만 양호한 c축 배향성인 박막이 제

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판온도가 상승

함에 따라 전체적인 핵발생 빈도가 낮아져 결정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a

Fig. 2. Relation between N2 pressures and deposition rates.

Fig. 3. Relation between NH3 pressures and deposition rates.

Fig. 4. XRD patterns for substrates temperatures in use N2 as

sp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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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배향 AlN 박막제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H(수

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의 AlN은 계면에너지가 작은 최

조밀면인 c축 배향성을 갖는 AlN 박막을 제작할 수 있

다. 이 결과는 기 보고한13) a, c축 배향 AlN 박막의 성

장 메커니즘과 일치한다.

3.3 NH3를 이용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제작한 AlN 박막

H(수소)와 N(질소)을 공급원으로서 작용하는 NH3를 이

용하여 스퍼터링을 실시하였다. Shiosaki 등은 H의 공급

원으로서 H2를 이용하고, N2와 H2의 혼합가스로 스퍼터

링을 실시하였으며,14) 기판온도는 실온 및 773K 이상의

온도에서 제작하였다. 기판부근에서 열분해 하여 H의 공

급원이 되는 가스를 고려하면 H2 보다는 NH3가 분해되

기 쉽고, 취급이 용이한 가스이기 때문에 H의 공급원으

로서 NH3를 이용하였다. NH3는 스퍼터율이 낮기 때문

에 Ar을 스퍼터링 가스로서 2.5 × 10−1 Pa로 흘렸으며,

NH3는 1 × 10−1 Pa로 흘려 타겟이 질화되어 AlN이 스퍼

터링 되는 환경을 만들었다. 스퍼터링 전력은 120W로 인

가하였으며, 이때의 증착속도는 N2를 이용하였을 때보다

약간 느린 0.05~0.07 nm/s이었으며, 박막두께는 N2를 이

용하였을 때와 동일한 500~1000 nm 정도로 하였다. Fig.

5는 XRD 측정결과이다. 기판온도가 실온일 때 제작한

박막은 Fig. 4와 같이 (002)피크는 나타나지 않았고, 강

도가 약한 (100)과 (110)피크만이 확인되었다. 기판온도

가 873K일 때에는 뚜렷한 (100)과 (110)피크가 나타나

며, 이것은 NH3를 이용한 반응성 증착법으로 제작한

AlN 박막의 결과13)와 동일하며, a축으로 배향된 AlN 박

막이다. NH3를 이용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는 기

판온도가 실온에서도 AlN은 타겟 위에서 형성되어 Ar

에 의해 스퍼터링 되어 분자형태로 기판까지 날아와 AlN

박막이 형성되었으며, 증착된 AlN 박막은 NH3의 분해

에 의해 공급되는 H의 영향을 받아 c축 배향으로 성장

이 억제되어13) Fig. 5와 같은 비교적 미세결정이며, 다결

정인 AlN 박막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판온도를 올리

면 기판 위에서 더욱 NH3가 분해되어 a축 배향성을 갖

는 AlN만이 성장하기에 유효한 H양이 공급된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Fig. 5와 같이 기판온도를 올리면 (100)과

(110)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a축으로 배향된 AlN 박

막을 제작할 수 있다.

N2+Ar을 이용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는 a축 배

향성을 갖는 AlN을 제작하기에 필요한 H가 공급되지 않

기 때문에 배향은 핵발생 단계에서 결정되며, 결국 계

면에너지를 낮게 하기 위한 최조밀면인 c축 배향성을 갖

는 AlN의 핵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 결정이 성장하여

c축으로 배향된 AlN 박막이 형성된다. NH3+Ar을 이용

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는 실온의 기판온도에서도

c축 배향 AlN의 결정성장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H양을

공급할 수 있지만, 기판온도를 올리면 기판부근, 표면에

서 NH3가 열분해하여 다른 배향방향을 억제하여 a축 배

향 AlN결정의 성장을 도와주는데 유효한 H양을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의 배향성은 초기 핵발생

단계에서는 결정되지 않고, 결정성장이 빠른 a축 배향

AlN이 성장하여 결국 a축 배향성을 갖는 AlN 박막이 형

성되며, 이것은 기 보고한 결과에서13) 제시한 메커니즘

이다.

3.4 NH3를 이용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방법으

로 제작한 강한 a축 배향 AlN 박막

3.3절에서 NH3를 이용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

로 약한 a축 배향성을 나타내는 AlN 박막을 제작하였

다. 그러나 NH3를 이용한 반응성 증착법으로 제작한 a

축 배향 AlN 박막과는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기 보고

한13) a축 배향 AlN의 성장 메커니즘을 기초로 하여 강

한 a축 배향성을 갖는 AlN 박막을 스퍼터링법으로 제

작하였다. 우선, a축 배향 AlN 박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반응성 가스로서 NH3, 스퍼터링 가스로서는 Ar을 사용

하였고, 압력은 3 × 10−1 Pa로 하였다. 전절에서 제작한

AlN이 약한 a축 배향성을 나타낸 이유를 생각하면, NH3

를 이용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제작한 a축 배향

AlN은 Fig. 6과 같이 AlN이 분자형태로 날아와 증착되

는 것에 의해 박막이 형성되지만, NH3는 증착 시에 Al

에 흡착, 반응에 의해 a축 배향 AlN의 성장에 유효한

H를 공급한다. 따라서 스퍼터링법에서 NH3는 단순히 H

의 공급원이며 반응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기판온도를 올

려도 박막면 또는 부근에서 NH3는 열분해 하여 H를 공

Fig. 5. XRD patterns for substrates temperatures in use NH3 as

sp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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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뿐이다. 따라서 스퍼터링법에서는 NH3의 분압을 올

려도 박막면 위에서는 반응성증착이 유효한 H양을 압도

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a축 배향 AlN 박막을 제작할

때에는 AlN을 분자형태로 공급하는 것 보다 Al로 공급

하여 기판 위에서 NH3와 반응시키는 것이 더욱 유효한

H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Fig. 3에서

스퍼터링 전력이 120W일 때에는 NH3 압력이 1 × 10−

2 Pa 정도까지라면 스퍼터링 되어 날아오는 것은 대부분

Al이며, 증착속도는 0.22 nm/s 정도이다. 이 증착속도와

NH3 압력이라면 기판온도를 823K 이상으로 올리면 기

판 상에서 Al과 NH3가 반응하여 NH3가 반응하여 AlN

박막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응성증착의 결과로

부터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스

퍼터링으로 반응성증착에 가까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에 a축 배향 AlN 박막을 제작하기 위해 유

효한 H양을 더욱 많이 공급할 수 있다. Fig. 7처럼 AlN

(100)과 (110)의 피크가 나타났으며, Fig. 5에 비하여 배

향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퍼터링법으

로도 Al을 기판위에서 NH3와 반응시켜 AlN 박막을 제

작할 수 있으며, 유효한 H양을 충분히 공급한 결과 예

상대로 강한 a축 배향성을 갖는 AlN 박막을 제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반응성가스로서 N2와 NH3를 사용하여 스

퍼터링 되는 물질을 Al 및 AlN으로 제어하여 고배향성

을 나타내는 a축, c축 배향 AlN 박막을 완전히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배향 메커니즘을 해석하여

응용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게 배향성을 조절할 수 있다.

3.5 N2+NH3를 이용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

로 제작한 AlN 박막

반응가스로서 N2+NH3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혼합비 조

절에 의해 c축 배향 AlN 박막에서 a축 배향 AlN 박막

으로 변화시키기에 어느 정도의 NH3양, 유효한 H양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스퍼터 전력은

150W, 증착속도는 0.06~0.08 nm/s이다. 기판온도는 실온

이며, 박막두께는 500 nm 이상이다. 제작한 AlN 박막은

3종류이며, Table 2에 각각의 가스압력을 나타내었다.

Fig. 8의 XRD 측정결과로부터 NH3 압력을 2.5 × 10−3

Pa로 낮게 하여도 약하지만 a축 배향을 나타내는 AlN

박막이 형성되며, NH3 압력을 5 × 10−4 Pa까지 낮추면

AlN (100)과 (002)가 혼재된 AlN 박막이 형성된다. 따라

Fig. 6. Crystal growth model of a-axis oriented AlN film produc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Fig. 7. XRD pattern of high a-axis oriented AlN film produc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Table 2. Pressures of each samples.

Sample 
N2 pressure 

(Pa)

NH3 pressure 

(Pa)

Ar pressure 

(Pa)

X 1.0 × 10−1 5.0 × 10−3 2.0 × 10−1

Y 1.0 × 10
−1

2.5 × 10
−3

2.0 × 10
−1

Z 1.0 × 10−1 5.0 × 10−4 2.0 × 10−1

Fig. 8. XRD patterns for AlN films with NH3 pressure of (a)

5.0 × 10−3 Pa, (b) 2.5 × 10−3 Pa and (c) 5.0 × 10−4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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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4 Pa 정도의 낮은 NH3 압력에서도 a축 배향을 나

타내는 유효한 H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

구에서 분압 측정결과로부터 10−4~10−5 Pa 정도의 고진공

상태인 챔버 내에서는 잔류가스 내에 수증기가 다량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

지만 고진공상태인 다른 챔버 내에서도 동일한 상황으

로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N2를 반응성가스로서 이용한

경우에는 플라즈마 등 특수하게 에너지를 부가하여 N2

를 분해시킨다. 이와 같은 두가지 점을 추측하면, 조금

이라도 수증기가 혼입된 챔버 내에서 플라즈마 등을 발

생시키면 수증기가 분해되어 H가 형성되어 낮은 분압에

서도 a축 배향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H가 박막에 공

급되어 a축 배향성을 갖는 AlN 박막이 형성되었다고 판

단된다.

3.6 투과율 측정

Fig. 9는 실온 및 823K의 기판온도에서 제작한 a축 및

c축 배향 AlN 박막에 대한 투과율측정 결과이다. 모든

시료에서 높은 투과율을 나타내며, 양질의 AlN 박막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N2, NH3, Ar을 스퍼터링 가스로서 이용하여 마그네트

론 스퍼터링법으로 AlN 박막을 제작하고, 그 특성을 조

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에 의한 AlN 제작 시 N2,

NH3 분압을 올리면 타겟 위에서 Al이 질화되어 AlN의

분자형태로 기판에 증착된다.

2) N2를 이용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제작

된 AlN은 c축 배향성을 나타내며, 온도가 상승하면 고

배향성을 나타낸다. NH3를 이용하여 제작한 AlN은 a축

배향성을 나타내며, 온도가 상승하면 고배향성을 나타낸

다. 이것은 제안한 메카니즘과 일치한다.

3) NH3를 이용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에서는 스

퍼터링 전력, NH3 압력, 증착속도, 기판온도 등의 제어

에 의해 강한 a축 배향성을 나타내는 AlN 박막을 제작

할 수 있으며, 제안한 a축 배향 AlN의 메커니즘에 따라

고배향성을 나타내는 a축 및 c축 AlN 박막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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