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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a p-type reflector based on indium tin oxide (ITO) for vertical-type ultraviolet light-emitting

diodes (UV LEDs). We investigated the reflectance properties with different deposition methods. An ITO layer with a thickness

of 50 nm was deposited by two different methods, sputtering and e-beam evaporation. From the measurement of the optical

reflection, we obtained 70 % reflectance at a wavelength of 382 nm by means of sputtering, while only 30 % reflectance resulted

when using the e-beam evaporation method. Also, the light output power of a 1 mm × 1 mm vertical chip created with the

sputtering method recorded a twofold increase over a chip created with e-beam evaporation method. From the measurement

of the root mean square (RMS), we obtained a RMS value 1.3 nm for the ITO layer using the sputtering method, while this

value was 5.6 nm for the ITO layer when using the e-beam evaporation method. These decreases in the reflectance and light

output power when using the e-beam evaporation method are thought to stem from the rough surface morphology of the ITO

layer, which leads to diffused reflection and the absorption of light. However, the turn-on voltage and operation voltage of the

two samples showed identical results of 2.42 V and 3.5 V, respectively. Given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two ITO layers

created by different deposition methods showed no differences in the electric properties of the ohmic contact and series

resistance.

Key words ITO, reflectance, p-type contact, UV LEDs, Vertical LEDs.

1. 서  론

지난 수십년 동안 GaN를 기반으로 하는 III-V족 반

도체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GaN은 InGaN 또는

AlGaN와 같은 형태로 다양한 파장의 광원을 구현 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GaN는 light emitting diode(LED)

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 주요 이유는 높은 광 변

환 효율, 소형화, 반영구적 수명, 친환경적인 물질이기 때

문이다. 특히, AlGaN를 기반으로 하는 자외선(UV)영역

의 LED는 의료, 광, water purification, 신호, 센서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

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AlGaN를

기반으로 하는 UV LED는 매우 낮은 효율을 갖고 있

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에피층(epi-layer)의

낮은 품질과, 최적화 되지 않은 LED칩(chip)구조가 낮

은 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pi-layer는 GaN와

AlGaN의 성장조건이 달라 양질의 박막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생성된 결함은 내

부 양자 효율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

품질의 AlGaN epi-layer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많이 연

구되고 있다.1-8) 또한, LED칩 구조의 최적화를 위하여 수

직형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수직형

구조는 전자와 정공이 서로 수직방향으로 이동하여 활

성층에서 재결합 하기 때문에 기존 수평형 구조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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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류밀집현상이 감소되어,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수직형 LED의 광 추출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n-GaN표면 teuxturing, 높은 반사율

을 갖는 반사막 증착, 낮은 접촉 저항을 갖는 오믹 컨택

층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9-11) 수직형

LED는 높은 반사율을 갖는 반사막을 포함하고 있어 광

추출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데, 기존 청색 영역에서

널리 사용하는 반사막은 UV 파장 영역에서 반사율이 현

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는 p-GaN과 반

사막 사이에 존재하는 오믹 컨택층이 광 흡수를 일으키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외선 수직형 LED의 반사율을 개

선하기 위하여 광 흡수를 줄이는 오믹 컨택층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투과율과 낮은 접촉 저항을 갖는

수직형 UV LED용 반사형 오믹 컨택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믹층으로서의 indium-tin-oxide(ITO)를 sput-

tering법과 e-beam evaporation 법에 의하여 각각 증착 한

후 반사형 전극을 형성, 이들의 UV 파장 영역에서의 표

면상태와 반사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이들 컨

택층을 실제 수직형 UV LED소자제작 적용하여 LED

device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

았다.

2. 실험 방법

Fig. 1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편들의 개략도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반사율 측정실험을 위하여 금속유기화학

기상증착(MOCVD)장치를 사용하여 양면 연마(Polishing)

된 c-면 사파이어 기판 위에 4 µm 두께의 GaN를 성장

하였다. Buffered oxide etcher(BOE)용액을 사용하여 GaN

표면에 남아있는 native oxide를 제거한 후 일반적인 유

기세척법인 아세톤, 메탄올, de-ionized(DI) water내에서

각각 5분간 초음파 세척을 실시하였다. 그 후 ITO 박

막 없이 직접 반사 막을 증착 한 시편 A (Fig. 1(a))와

sputtering법에 의하여 증착 된 ITO막 위에 반사 막이 증

착 된 시편 B (Fig. 1(b)), 그리고 e-beam 증착 법에

의하여 증착 된 ITO막 위에 반사 막이 증착 된 시편 C

(Fig. 1(c))를 제작하였다. 이 때, ITO두께는 일반적으로

LED의 p-type ohmic contact에 사용되는 두께인 50 nm

를 사용하였으며, 반사 막으로는 Ag의 계면에너지 제어

를 통한 뭉침 현상(agglomeration)을 억제하고 접착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AgCu합금을 사용하여 250 nm

두께로 증착 하였다. 증착 후 ITO와 반사 막 사이의 접

촉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LED 제작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apid thermal process(RTP)장치로 1분 동안

500 oC 온도의 질소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UV/

VIS/NI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각각의 박막의 반사율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편의 표면 거칠기를

atomic force microscopy(AFM)로 측정하였다.

이들 반사막들이 device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실제 수직형 UV-LED에 적용해 보았다.

UV-LED Epi는 MOCVD장치에 의하여 380 nm 파장 영

역대로 성장되었다. 수직형 LED 제작은 현재 널리 사

용되고 있는 laser lift-off(LLO)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

였다. Mo 기판을 사용한 metal support bonding법을 사

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e-beam으로 증착된 Ti(100 nm)/

Ni(100 nm)/AuSn(300 nm)의 bonding metal을 사용하여

고온 고압 조건에서 wafer bonding 공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수로 하고 있는 p-contact 반사막과 더불

어 n-contact 물질로는 300 nm, 500 nm의 두께를 갖는

Cr/Au system을 사용 하였다. 그 외의 유도 결합 플라즈

마(inductively-coupled plasma) etching, passivation 공정

등은 일반적인 수직형 LED 제작법에 준하여 사용하였

다. 제작된 LED chip 크기는 1 mm × 1 mm 였다. 이렇게

제작된 LED device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I-V meter

와 적분구(LMS-2000)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Fig. 1에서와 같이 제작된 시편의 반사율 측

정 데이터이다. 측정 파장 범위는 200 nm에서 800 nm까

지 이다. GaN/ITO/반사막 구조와의 비교를 위하여 ITO

interlayer 없이 곧 바로 반사막을 증착 한 시편 A에 대

한 반사율 측정도 함께 진행하였다. 먼저 ITO막 없이 곧

Fig. 1. Schematic diagram for (a) sample A(direct reflector), (b) sample B(Sputter ITO/reflector) and (c) sample C(E-beam ITO/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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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증착 된 AgCu 막(시편 A)의 경우, 장파장 영역에

서 95 %이상의 반사율을 보이다가 청자색 영역인 420 nm

파장 영역 대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자외선 영역인 380

nm 파장에서 85 %의 반사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Sputtering 법에 의하여 ITO가 증착 된 후 반사

막을 증착 된 경우(시편 B)는 장파장 영역의 반사율로

부터 500 nm 청록색 파장 영역까지는 시편 A와 비슷한

반사율을 보이다가, 청색영역인 450 nm 파장에서부터 감

소하기 시작하였고, 380 nm 파장 대에서 70 %의 반사율

을 보였다. 이와 달리 e-beam evaporator를 사용하여 ITO

증착 후 반사 막을 형성한 경우(시편 C), 최초 800 nm

영역에서만이 다른 시편들과 비슷한 반사율을 갖지만, 파

장이 감소함에 따라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으

며, UV 파장인 380 nm에서는 30 %의 낮은 반사율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GaN와 반사막 사이에 중간층이

없는 경우가 반사율 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확실해 보

인다. 그러나 실제 LED device에서는 동작 전압의 증가

를 막기 위하여 p-type GaN와의 ohmic contact의 형성이

중요하며, ITO layer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이런 이유로 GaN층에 투명한 ITO층의 먼저 형성 후

반사막을 증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ITO

층의 증착을 sputter를 이용한 경우가 e-beam evaporator

를 사용한 경우보다 UV-LED를 위한 380 nm 파장에서 2

배 이상의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층의 표면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AFM을 측정하

였고 그 결과를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3은

각 시편의 AFM결과이다. Fig. 3(a)와 (b)는 e-beam 및

Fig. 2. Reflectance for sample A, Sample B and Sample C

measured by UV/VIS/NIR spectroscopy.

Fig. 3. AFM images for (a) ITO(e-beam)/GaN, (b) ITO(sputter)/GaN, (c) AgCu/ITO(e-beam)/GaN and (d) AgCu/ITO(sputter)/GaN.

Fig. 4. RMS roughness values for each sample i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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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tter로 ITO증착, 열처리 후 표면의 AFM 결과이며, (c)

와 (d)는 ITO 층 위에 AgCu 반사막을 증착 한 후 측정

한 표면 거칠기 결과이다. Fig. 4는 측정된 거칠기를 root

mean square(RMS)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AFM mapping

결과와 RMS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e-beam에 의하

여 증착 된 ITO의 경우 5.6 nm로서 sputter로 증착 된

ITO의 1.3 nm에 비하여 약 4배 이상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면 거칠기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증착

중에 형성되는 ITO원자들 사이의 다공성 결정립 때문이

다. E-beam 증착법에 의하여 성장된 ITO 막과 sputter로

증착 된 ITO cluster의 grain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르

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의 형성 밀도 역시 sputter의 경우

가 훨씬 균일하게 증착 되게 되어 열처리 과정에서 더 미

세한 결정립계를 형성함으로써, 열처리 후에도 박막의 거

칠기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Fig. 3(c)와 (d)는 이렇게 형성된 ITO 상에 증착 된 AgCu

반사막의 표면 형상이다. 이들의 표면의 거칠기는 반사

막 증착 전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기저면의 ITO 표면 형태를 따라 반사막이 형

성됨으로써 동일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GaN 표면에 증착 되는 표면의 거칠기 변화

로 인하여 e-beam 증착에 의한 ITO/반사막의 경우 큰 표

면 거칠기 및 결정립계로 인한 난반사 및 빛의 흡수13) 에

의하여 반사율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증착한 ITO/반

사막 전극을 이용하여 실제 제작한 LED device의 I-V

그래프 이다. 일반적으로 ohmic contact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I-V 특성에서 turn on voltage가 3 V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데, 본 연구에서 제작된 두 종류의 시편 모두

에서 turn on voltage가 2.42 V로서 device 제작은 문제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면 거칠기가 컸던

e-beam ITO와 균일한 RMS 값을 보여 주었던 sputter

ITO 박막 모두 전기적 특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350 mA에서의 동작전압 또한 양 시편 모두 3.5 V

로 측정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5의 inset에

는 발생한 빛의 파장과 주입 전류에 따른 파장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Peak 파장은 382 nm 로서 UV 영역의 발

광임을 알 수 있었다. 전류 주입량의 변화에 따른 Blue

shift나 Red Shift는 발생하지 않았다. 

Fig. 6은 두 가지 방법으로 증착한 ITO와 반사막을 적

용하여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한 수직형 LED소자의 광

출력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동전류 350 mA에서의 광 출

력값이 sputter ITO박막을 갖는 LED소자는 100 mW인

반면 e-beam ITO박막에 의한 소자는 50 mW로서 sputter

ITO박막의 경우가 약 2배의 높은 광 출력 값을 얻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sputtering법에 의한 ITO/반사막 형성법이 e-beam의

경우보다 적은 광 흡수를 일으키며, Fig. 2에서 보여 준

것 과 같이 약 2배 이상 높은 반사율을 갖기 때문에 광

출력이 2배 정도 상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

된다. Fig. 6의 내부의 광학현미경 사진으로부터 두 시

편의 광 출력 차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GaN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형 UV

LED 제작을 위하여, 높은 반사율을 갖는 p-type ohmic

contact 반사막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put-

tering 법과 e-beam evaporation 법에 의한 ITO 박막의

형성과 반사막 증착을 통하여 증착 방법에 따른 반사율

Fig. 6. Optical output power-current(L-I) plots for each LED

devices with sputter ITO layer and e-beam ITO layer and pictures

of optical microscope. 

Fig. 5. Current-Voltage(I-V) plots for each LED devices with

sputter ITO layer and e-beam ITO layer, Optical spectrum with

increase of current injection(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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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작된 소자로부터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살펴보았

다. Sputtering 법에 의하여 형성된 ITO/반사막의 경우가

e-beam evaporation을 통한 ITO/반사막의 경우보다 382

nm UV 파장 영역 대에서 2배 이상 높은 반사율을 나

타내었다. 이들을 사용하여 제작된 광 소자의 광 출력

또한 350 mA 인가전류에서 각각 100 mW, 50 mW를 나

타냄으로써 반사율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광 출력의 차

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두 방법 모두 비슷한 turn-on voltage와 동작전압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 두 방법으로 형성된 ITO 박막의

ohmic contact 및 전기적 특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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