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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grown AlN nanorods and AlN films using plasma-assisted molecular beam epitaxy by changing the Al

source flux. Plasma-assisted molecular beam epitaxy of AlN was performed on c-plane Al2O3 substrates with different levels

of aluminum (Al) flux but with the same nitrogen flux. Growth behavior of AlN was strongly affected by Al flux, as determined

by in-situ reflection high energy electron diffraction. Prior to the growth, nitridation of the Al2O3 substrate was performed and

a two-dimensionally grown AlN layer was formed by the nitridation process, in which the epitaxial relationship was determined

to be [11-20]AlN//[10-10]Al2O3, and [10-10]AlN//[11-20]Al2O3. In the growth of AlN films after nitridation, vertically aligned

nanorod-structured AlN was grown with a growth rate of 1.6 µm/h, in which the growth direction was <0001>, for low Al

flux. However, with high Al flux, Al droplets with diameters of about 8 µm were found, which implies an Al-rich growth

environment. With moderate Al flux conditions, epitaxial AlN films were grown. Growth was maintained in two-dimensional

or three-dimensional growth mode depending on the Al flux during the growth; however, final growth occurred in three-

dimensional growth mode. A lowest root mean square roughness of 0.6 nm (for 2 µm × 2 µm area) was obtained, which

indicates a very fla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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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기율표 상의 III족원소와 V족 질소와의 결합으로 이

루어진 물질인 질화인듐(InN), 질화갈륨(GaN), 질화알루

미늄(AlN)은 동일한 우르짜이트 구조를 가지는 직접천이

형 화합물반도체이다. 이 물질들의 에너지띠간격은 상온

에서 각각 0.7eV, 3.2eV, 6.3eV에 해당하므로1-3) 이 세

물질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삼성분계(InXGa1-XN,

AlXGa1-XN) 혹은 사성분계(InXAlYGa1-X-YN) 화합물은 인

듐 또는 알루미늄의 조성 변화에 따라 0.7~6.3eV의 광

범위한 에너지띠간격을 가질 수 있어 적외선에서 가시

광선, 자외선에 해당하는 다양한 파장을 갖는 발광다이

오드의 제작에 응용이 가능하다. 그 중 가장 높은 6.3eV

의 에너지띠간격을 갖는 질화알루미늄은 파장이 200 nm

에 해당되는 깊은 자외선 발광다이오드로의 응용이 가

능하여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4-8) 이러한

이유는 깊은 자외선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정화, 살

균, 세정 작용 등의 의료, 환경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9-10) 

깊은 자외선 발광다이오드로의 응용을 위한 질화알루

미늄의 성장은 통상적으로 유기금속화학증착법을 이용하

여 c-면 Al2O3 기판에 성장하나 기판과의 격자 부정합,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한 높은 구조결함의 생성의 원

인으로 막의 결정특성이 좋지 못하여 발광다이오드의 발

광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양자효율이 작아 질화

갈륨/질화인듐갈륨 구조에 기초한 청색 발광다이오드에 비

하여 발광효율이 극히 저조하다.11)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는 또 다른 성장방법인 분자선빔에피탁시법을 이용하여

과잉의 알루미늄 플럭스 조건에 양질의 박막을 성장하

여 내부양자효율의 증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c-면 Al2O3 기판에 분자선빔에피탁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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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질화알루미늄을 성장하는데 있어서 알루미늄

플럭스의 변화에 따른 질화알루미늄의 성장 거동 및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질화알루미늄은 상용 c-면 Al2O3 기판에 분자선빔에피

탁시법을 이용하여 성장하였다. C-면 Al2O3 기판은 아

세톤, 메탄올, 초순수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상온에서 각

각 10분씩 초음파 세척을 하였다. 그 후 황산과 인산(3:1

부피 비) 혼합액을 사용하여 160oC에서 15분간 화학적 세

척 과정을 하였고 초순수에 세척 후 질소가스를 이용하

여 건조시켰다. 건조된 기판은 분자선빔에피탁시 장치의

도입 챔버에 장착된 후 진공상태에서 성장챔버로 이송

되어 장착된 후 900oC에서 30분간 열적세척이 진행되었

다. 질화알루미늄성장에 사용된 소스는 99.9999% 순도

의 고체알루미늄을 방출 셀(effusion cell)을 이용하여 공

급하였고 질소 소스로는 라디오주파수 질소 플라즈마 셀

을 사용하였다. 질화알루미늄 성장을 진행하기 전에 c-면

Al2O3 기판의 질화처리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다. 질화처

리는 860oC에서 질소의 유량 0.76sccm, 플라즈마 파워

150W를 사용하여 15분간 하였다. 질화처리가 끝난 후 질

화알루미늄은 동일온도, 동일 질소 플라즈마 조건에서 알

루미늄 소스를 공급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알루미늄 소스

의 플럭스는 두께모니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알루

미늄의 플럭스는 2.0, 3.0, 4.0, 5.0 Å/s로 변화하여 성장

하였다. 성장 전 챔버의 진공도는 약 7.2 × 10−9 torr 였

으며, 성장중의 진공도는 약 2.4 × 10−5 torr 이었다. 자세

한 실험 조건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질화알루미늄 성장 중의 성장 거동은 반사고에너지전

자회절(reflection high energy electron diffraction, RHEED)

를 통하여 in-situ 관찰하였다. 성장된 시료의 표면은 원

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을 사용하여 관

찰하였다. 성장속도는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사용하여 단

면의 두께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c)는 질화처리 전, 처리 중, 처리 후의 RHEED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1(a)를 보면 질화처리 전에

는 Al2O3 기판의 [11-20] 및 [10-10] azimuth에서 관찰 할

수 있는 회절 패턴을 보여준다. RHEED 패턴이 streaky

한 것을 보면 기판의 세정상태가 양호하며 표면이 매우 평

탄함을 알 수 있다. Fig. 1(b)의 질화처리 중의 RHEED

패턴을 보면 Al2O3 기판에서 얻어지는 회절 패턴에 더

불어 새로운 회절(화살표로 표시)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질

화처리가 완료된 후의 Fig. 1(c)를 보면 Al2O3 기판의

[11-20] 및 [10-10] azimuth에서 얻어지는 회절 패턴과

전혀 다른 회절 패턴이 관찰되는데 새로운 패턴은 질화

알루미늄의 [10-10] 과 [11-20] azimuth에서 얻어지는 단

결정 회절 패턴이다. 이로부터 Al2O3 기판과 질화처리 되

어 생성된 질화알루미늄과의 에피탁시 방향관계는 [11-

20]AlN//[10-10]Al2O3과 [10-10]AlN//[11-20]Al2O3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질화알루미늄이 결정학적으로 Al2O3 기

판에 대하여 <0001> 축을 기준으로 30도 회전하여 생

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30도 회전은 c-Al2O3 기판

에 질화갈륨을 성장하는 경우에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기

판과의 격자부정합을 줄이기 위한 결과이다.13) 

Fig. 2(a)~(d)는 알루미늄 플럭스에 변화를 주어 성장한

Fig. 1. In-situ observed RHEED patterns obtained before, during,
and after the nitridation of Al2O3 substrate.

Table 1. Summary of growth conditions for AlN growth by PAMBE.

Sample name Al Flux (Å/S) N2 flow rate (sccm) /power  (W) Growth temp   (oC) Growth time  (min)

A1 2.0 0.76 /150 860 60

A2 3.0 0.76 /150 860 60

A3 4.0 0.76 /150 860 60

A4 5.0 0.76 /150 8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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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알루미늄 시료의 성장 중(30 min)및 성장 후(60 min)

의 RHEED 패턴을 보여준다. 알루미늄 플럭스가 2.0 Å/

s인 시료 A1의 경우 Fig. 2(a)에서 보듯이 성장 중 및

성장 후 모두 spotty 한 RHEED 패턴을 보여준다. 특히

회절점들의 모습을 보면 가로로 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이것은 성장방향이 정확히 <0001> 방향에 일치하지

않고 <0001> 방향에 대하여 사방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알루미늄 플럭스가 3.0 Å/s인 시료 A2의 경우

는 Fig. 2(b)에서 보듯이 A1시료에 비하여 회절점들의 모

습이 전형적인 spotty한 RHEED패턴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장 중 및 성장 후 모두 spotty 한 패턴인 것을 보면

질화알루미늄의 성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 내내 3차

원 성장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알루미늄 플럭스가 4.0 Å/

s인 시료 A3의 경우는 Fig. 2(c)에서 보듯이 30분 성장

까지도 streaky 한 패턴을 보여주나 성장이 종료된 시점

에서는 streaky 한 패턴에 spotty 한 패턴이 섞여 나타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성장이 2차원 성장으로 진

행되다가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3차원 성장으로 바뀌어

표면의 평탄성이 나빠짐을 의미한다. 알루미늄 플럭스가

5.0 Å/s인 시료 A4의 경우는 Fig. 2(d)에서 보듯이 streaky

한 패턴을 보여주나 다른 시료에 비하여 RHEED 패턴의

회절 강도가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이것은 시료의

결정성이나 표면 상태가 다른 시료들과 매우 다름을 의

미한다. 이처럼 Fig. 2의 in-situ RHEED 회절패턴관찰 결

과를 보면 알루미늄 플럭스의 공급량에 따라서 질화알

루미늄의 성장거동이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질소 플럭스의 공급량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알루미늄 플

럭스를 달리하여 성장한 A1~A4 시료는 공급한 알루미늄

플럭스의 차이에 의하여 성장속도가 변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면 FESEM관찰을 통하여 두께를 확

인하고 성장속도를 구하였다. Fig. 3(a)는 동일 배율로 촬

영한 A1~A4 시료의 단면 모습을 보여준다. 알루미늄 플

럭스가 2.0 Å/s인 시료 A1의 경우 두께가 약 1.6 µm로

매우 두꺼운데 성장시간이 60min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Fig. 2. RHEED patterns observed during (30 min) and after (60
min) the AlN growth with different Al flux; A1: 2.0 Å/sec, A2: 3.0
Å/sec, A3: 4.0 Å/sec, A4: 5.0 Å/sec. All the RHEED patterns are
obtained along with AlN [11-20] azimuth. 

Fig. 3. (a)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the AlN samples grown
with different Al flux. (b) Plot of the growth rate for each sample
determined from th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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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장 속도임을 알 수 있다. 알루미늄 플럭스가 3.0 Å/

s인 A2 시료의 경우는 동일 시간 성장에 두께가 약 630

nm 이며 알루미늄 플럭스가 4.0 Å/s인 A3시료는 약 890

nm, 알루미늄 플럭스가 5.0 Å/s인 A4시료는 970 nm 이

다. A1 시료의 단면 SEM 사진을 보면 직경 약 100 nm

정도의 나노로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알

루미늄 플럭스가 가장 작은 2.0 Å/s 조건에서는 정상적

인 박막형태가 아닌 나노로드 형태로 성장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로 다른 시료에 비하여 성장속도가 큼을 알

수 있다. 알루미늄 플럭스가 3.0 Å/s인 A2시료의 경우는

나노로드 형태의 모습이 아닌 정상적인 연속적인 박막의

형태를 보여주며 막의 두께가 630 nm로 크게 감소하여

성장속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알루미늄 플럭스가

4.0 Å/s으로 증가함에 따라 막의 두께는 890 nm로 알루

미늄 플럭스가 3.0 Å/s인 A2시료에 비하여 막의 두께가

260 nm 증가하여 성장속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알루미늄 플럭스가 5.0 Å/s인 A4 시료의 경우 막 두께

가 970 nm로 알루미늄 플럭스가 4.0 Å/s인 A3시료에 비

하여 막의 두께가 80 nm 증가하여 알루미늄 플럭스가 증

가함에 따라 질화알루미늄박막의 성장속도가 계속하여 증

가하나 그 증가속도가 둔화됨을 보여준다. Fig. 3(b)는 알

루미늄 플럭스에 따른 질화알루미늄의 성장속도의 변화

를 보여준다. 나노로드 형태로 성장된 A1 시료를 제외

하고 박막형태로 성장된 시료의 경우 알루미늄 플럭스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속도가 증가하다. 이러한 것은 A2~A3

시료의 경우 모두 공급되는 알루미늄 플럭스에 비하여

공급되는 질소의 양이 과잉 된 성장조건이며, 이러한 이

유로 동일한 질소 공급량에서 알루미늄 플럭스를 늘림에

따라 성장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

러나 Fig. 3(b)에서 보듯이 알루미늄 플럭스 양이 증가

함에 따라 성장속도가 증가하다 점점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은 A4 시료의 경우 stoichiometric 조건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4) 나노로드 형태로 성장된 A1

시료의 평면 FESEM 이미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듯이 직경 약 100 nm 정도의 육각형의 단면 모

양을 가지는 나노로드가 성장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플라즈마 분자선빔에피탁시 방법으로도 공급되는 플

럭스 조건에 따라서 질화알루미늄 나노로드가 성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A1 시료의 경우 <0001> 방향으

로 수직 성장된 나노로드의 양상을 보여주므로 Fig. 2(a)

에서 관찰된 RHEED 패턴에서 회절점들이 가로 방향으

로 길게 늘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원인이 모든 나노로드

가 정확히 <0001> 방향에 평행하지 않고 약간씩 기울

어진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Fig. 5(a)는 성장된 시료의 AFM 이미지를 보여준다.

A1 시료의 경우 Fig. 3과 4의 FESEM 이미지에서 보는

Fig. 4. Plane view FESEM image of  the A1 sample showing the
AlN nanorods.

Fig. 5. (a) AFM images for the grown AlN samples with different
Al flux (b) Plot of the RMS roughness values for the eac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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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나노로드의 모습을 보여준다. A2 시료의 경

우는 전형적인 3차원 성장된 표면의 모습을 보여주며 50~

80 nm 정도의 뚜렷한 입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Fig. 2(b)에서 관찰된 전형적인 3차원 성장의

RHEED 패턴이 관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A3시료의 경

우는 A2 시료와 달리 평탄한 바탕에 약간의 불명확한

입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이유로 Fig. 2(b)에서

관찰된 streaky한 패턴에 spotty 특성이 약간 RHEED 패

턴이 관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A4시료의 경우는 Fig.

5의 AFM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 10 µm 인데 매우 평

탄한 바탕에 직경 약 8 µm의 알루미늄 덩어리가 놓여

져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관찰된 알루미늄 덩어리의 모

습은 앞서 본 연구그룹에서 Lee 등이 발표한 논문1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본 실험에서는 조성분석을 통

한 확인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알루미늄 플럭스가

5.0 Å/s인 조건의 경우 실제로는 알루미늄 과잉의 성장

조건이었음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성장 온도가 860oC

이므로 성장 중에는 과잉의 알루미늄이 표면에 액상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액상 알루미늄이 성

장 후 상온으로 냉각되어 알루미늄 덩어리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Fig. 2(d)의 RHEED 패턴이

streaky 하나 회절패턴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Fig. 5(b)는 A1~A4 시료의 root mean square

(RMS) 조도를 보여준다. A1 시료와 A4 시료의 경우는

각각 나노로드 형태의 표면과 알루미늄 덩어리의 영향으

로 RMS 조도가 66.3 nm와 212.5 nm로 매우 크게 나타

나나, 정상적인 박막형태로 성장한 A2시료와 A3 시료의

경우는 RMS 조도가 3.2 nm와 0.6 nm로 매우 평탄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면 Al2O3 기판에 분자선빔에피탁시법

을 이용하여 질화알루미늄을 성장하는데 있어서 알루미

늄 플럭스의 변화에 따른 질화알루미늄의 성장 거동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성장 전 Al2O3 기판의 질소 플라즈

마 처리를 통하여 매우 얇은 질화알루미늄 박막이 생성

됨을 In-situ RHEED 패턴 관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 때 streaky 한 RHEED 패턴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매우 평탄한 질화알루미늄이 생성됨을 알 수 있으며, 생

성된 질화알루미늄과 기판과의 에피탁시 방향관계는 [11-

20]AlN//[10-10]Al2O3과 [10-10]AlN//[11-20]Al2O3임을 알

수 있었다. 질소 플라즈마 플럭스가 150w, 0.76sccm으로

고정된 조건에서 알루미늄 플럭스를 2, 3, 4, 5 Å/s으로

변화하여 성장한 질화알루미늄의 경우 알루미늄 플럭스

2 Å/s 인 경우는 나노로드 형태로 성장하였으며, 3, 4 Å/

s인 경우 RMS 조도가 3.2 nm와 0.6 nm로 매우 평탄한

표면을 가지는 박막형태로 성장하였다. 알루미늄 플럭스

가 5 Å/s 인 경우는 평탄한 표면에 직경 약 8 µm의 알

루미늄 덩어리가 존재하며 이는 성장이 알루미늄 과잉

상태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In-situ RHEED 패턴 관

찰에 기초하면 알루미늄 플럭스가 4 Å/s인 경우는 성장

30min까지는 2차원 성장으로 진행되었으나 성장이 진행

됨에 따라 3차원 성장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알루미늄 플럭스 조건에서는 성장초기부터 3차원 성장 거

동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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