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Vol. 50, No. 6, pp.  551~556,  2013.

−551−

http://dx.doi.org/10.4191/kcers.2013.50.6.551

Characterization of AlN Thin Films Grown by Pulsed Laser Deposition 

on Sapphire Substrate

Eun-Hee Jeong*, Jun-Ki Chung**, Rae-Young Jung**, Sung-Jin Kim**, and Sang-Yeup Park**
,†

*Advanced Ceramic Materials Engineering, Gangn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ung 210-702, Korea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for Fine Ceramics, Gangn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ung 210-702, Korea

(Received September 17, 2013; Revised November 14, 2013; Accepted November 16, 2013)

사파이어 기판에 펄스 레이저 증착법으로 성장된 AlN 박막의 특성

정은희*· 정준기**· 정래영**· 김성진**· 박상엽**
,†

*강릉원주대학교 세라믹신소재공학과

**강릉원주대학교 파인세라믹기술혁신센타(FCRIC)

(2013년 9월 17일 접수 ; 2013년 11월 14일 수정 ; 2013년 11월 16일 채택)

ABSTRACT

AlN films with c-axis orientation and thermal conductivity characteristics were deposited by using Pulsed Laser Deposition and the
films were characterized by changing the deposition conditions.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a heat sinking plane AlN thin film. Epitaxial AlN films were deposited on sapphire (c-Al2O3) single crystals by pulsed laser
deposition (PLD) with an AlN target. AlN films were deposited at a fixed pressure of 2 × 10

−5 
Torr, while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varied from 500 to 700
o
C.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growth temperature of the thin film, AlN thin films were

confirmed with a highly c-axis orientation, maximum grain size, and high thermal conductivity at 650
o
C.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AlN thin film was found to increase compared to bulk AlN near the band gap value of 6.2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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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회로 기판상에 탑재

되어 있는 각종 부품은 고집적화로 이어졌지만 전자부품

소자의 높은 발열로 인한 수명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발

생하면서 부품이 열에 의해 단락 또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되는 열을 가능한 빠르게 방열

시켜주는 기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lN은 III-V족 화합물 반도체로 Hexagonal Wurzite 결

정 구조를 가지며 열적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비교적 큰

압전 상수 및 높은 압전상수 등의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론적으로 320 W/mK의 열전도도값을 가지고 있

다. 그 중 AlN 박막은 고출력 전기 소자 및 LED (Light

Emitting Diode), LD (Laser Diode) 소자 등의 광범위한

응용성을 가진 물질로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AlN의 난소결성과 불순물 영향으로

인한 열전도도 저하 문제를 개선할 기술개발이 필요하

다.1) AlN 박막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결정면의 c-축 배향

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특성은 AlN 박막의 증착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2-4) AlN 박막의 증착 방법으로는 크

게 화학적기상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법

과 물리적기상증착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법

등이 사용되며, PVD법은 증착 속도가 CVD에 비하여 느

리지만 우수한 표면 상태를 가진 박막 제조가 가능하며

타겟 물질의 조성이 비교적 쉽게 박막에 구현된다는 장

점이 있다.5-7) PVD법에는 magnetron sputtering,5) RF

sputtering,6) 펄스레이저법 (Pulsed Laser Deposition:
PLD,8) molecular beam epitaxy (MBE),9) and reactive ion

beam coating (RIBC)10) 등 다양한 종류의 증착 방법이 사

용되고 있다. PVD법 중의 하나인 PLD법은 순수한 단일

원소 물질에서부터 복잡한 다성분계 물질에 이르기까지

재현성이 있고, 화학양론이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간단한

공정법으로 박막을 증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PLD법으로 AlN 박막을 제조함에 있어 박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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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온도, 공정압력, 기판-타겟 간의 거리 등의 증착 조건

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LED와 같은 전력 소자등에 사용

되는 방열 기판에서의 AlN 박막의 열전도도 특성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c축 결정면으로 배향된 사파이

어 기판에 PLD법으로 AlN 타겟을 이용하여 온도변수에

따른 AlN 박막 성장 조건을 연구하였으며, AlN 박막의

c-축 결정배향성 및 미세구조, 밴드갭, 열전도도 등의 특

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열전도도

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PLD법을 이용하여 c-Al2O3 단결정 기판

에 AlN 박막을 증착하였다. AlN 박막을 증착에 이용된

타켓은 고순도 AlN 분말 (Tokuyama AlN; H grade, 산소

함유량 0.8 wt%)을 가압소결법으로 소결하여 2인치급으로

제작하였다.

초기 진공도는 2 × 10−7 Torr까지 형성하였으며, 레이저

원으로는 248 nm 파장을 갖는 KrF eximer 레이저를 사용

하였으며 펄스당 200 mJ 이상의 레이저 에너지와 20 Hz

의 반복 주기로 타겟에 조사되었다. 타겟과 기판간의 거

리는 4.5 cm로 유지하고 박막 두께의 균일성을 위하여 타

겟과 기판을 회전시키면서 증착하였다. 이와 같은 증착조

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AlN 박막의 결정성 분석을 위해 High resolution X-
ray diffraction (HR-XRD, Bruker AXS, D8 discover), 2-

Dimensional X-ray diffraction (2D-XRD, Bruker AXS)를 이

용하였고, Atomic Force Microscope (AFM, SEIKO, SPA-

400)를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 및 미세구조를 관찰 하였다.

또한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TACHI, S-4700)를 이용하여 박막의 표면 형태 및 결정 방

향을 관찰하였으며, 광학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Shimazu, UV-2550)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Laser Flash Analysis (LFA, NETZSCH, LFA457 Micro-

flashTM)를 통하여 박막의 열전도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박막의 결정성 분석

Fig. 1은 2D-XRD를 이용하여 550 ~ 750oC 증착온도 범

위에서 증착된 AlN 박막의 결정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Fig. 1의 (a)는 XRD를 통한 기판과 박막에 대한 이미지

를 나타낸 것으로 사파이어 단결정 기판은 높은 결정성

에 의하여 작고 뚜렷한 형상(spot)으로 나타나며, 증착온

도에 따라 AlN 박막의 c축 즉 (002) 결정면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550oC에서 증착된 AlN 박막은 결정면이 성

장되지 않음을 관찰 수 있었고 650oC에서 증착된 AlN 박

막의 spot이 다른 온도에 비해 둥글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 out of plane의 결정성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의 (b)는 Fig. 1의 (a)를 θ-2θ XRD 피

크 패턴으로 나타낸 것으로 650oC에서 (002) 결정면의 결

정성 강도가 가장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의 (a)는 650oC에서 증착된 AlN 박막의 pole

figure를 나타낸 이미지이다. AlN 박막의 (101) in-plane 측

정 시에는 60o 간격으로 6-fold 대칭성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길고 뾰족한 형태의 pole 구조로 보

아 에피탁시 박막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결정성을 통하여 박막의 결정성을 나타내는 반

치폭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값을 in-

plane과 out of plane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2의 (b)에

나타내었다. AlN 박막의 성장온도가 550oC일 때는 에피

택셜 성장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650oC 박막성장온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었고, 이보다 높은 성장 온도에서는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실험에서 최적의 박막성장 온

도는 650oC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판의 온도증가는 입자의 표면 이동도를 향상시켜 기

판에서 수직 방향인 결정의 성장을 향상시키게 되고, 공

공 (vacancy) 형성을 억제하며, 입자와 기판과의 접합력을

향상시켜 AlN 박막의 (002) 우선 배향성을 증가 시킨다

Table 1. The Deposition Conditions of AlN Thin Films Fabricated

by PLD Method

Deposition parameter Conditions

Target Materials AlN(φ = 2 inch)

Substrates c-Sapphire (10 × 10 mm)

Target to Substrate Distance 45 mm

Substrate Temp. 550 ~ 750
o
C

Base Pressure 2.00E-07 Torr

Working Pressure 2.00E-05 Torr

Deposition Time 30 min

Laser energy > 200 mJ

Fig. 1. (a) 2D-XRD imagesand (b) θ-2θ XRD patterns of AlN

thin film deposited on c-Al2O3 substrate with depo-

si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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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도한 기판 온도의 상승은 진공

챔버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를

포함한 불순물의 방출을 유도한다. 이러한 불순물은 AlN

박막 증착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플룸 (plume)된 입

자의 산란을 유발하며 에너지를 감소시켜 out of plane 결

정면의 우선 배향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3.2. 박막의 미세구조 분석

기판 온도변화에 따라 제작한 AlN 박막의 SEM 표면

형상을 Fig. 3에 나타내었다. 550oC에서 증착한 경우 표

면에 결정 입자가 거의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600oC에서 형성된 입자는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

자의 크기도 점점 커지면서 650oC에서 가장 큰 입자 크

기를 보여주었고 700oC에서는 다시 입자의 크기가 줄어

들었다. 입자의 평균크기는 크기는 XRD 결과에서 AlN

(002) 결정면으로 Scherrer formular11)
를 이용하여 구하였

으며, 600oC, 650oC, 700oC의 온도에서 증착된 입자크기

는 각각 0.618 Å, 1.143 Å, 0.327 Å였다. XRD 결과와 미

세구조 관찰을 통해서 증착온도에 따라 AlN (002) 결정

립의 성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기판온도 변화에 따른 AlN 박막의 표면 형상

을 AF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FE-SEM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기판온도 변화에 따른 AlN 박

막의 표면 거칠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면의 거칠기는

550oC, 600oC, 650oC, 700oC에서 관찰 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RMS값은 각각 1.468E-05 nm, 7.004E-04 nm, 1.905E-

04 nm, 2.034E-03 nm의 값을 가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

한 거칠기 값은 550oC의 온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

은 결정립이 성장하지 않은 요인으로 여겨지며, 600oC에

서 거칠기가 가장 큰 것은 AlN 결정립들이 성장되는 단

계이기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결정립들이 존재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Fig. 2. (a) AlN (101) plane Pole figure of AlN films deposited at 650
o
C, (b) FWHM values of in-plane and out of plane for AlN film

deposited on c-Al2O3 substrate with growth temperature.

Fig. 3. Surface images of AlN thin films when c-Al2O3

substrate temperature of (a) 550
o
C, (b) 600

o
C, (c)

650
o
C, and (d) 700

o
C.

Fig. 4. AFM images of AlN thin films deposited at substrate

temperature of (a) 550
o
C, (b) 600

o
C, (c) 650

o
C, and (d)

7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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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D 분석을 통해 650oC에서 AlN 박막의 c-축 결정면

에 대한 우선 배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650oC에서 사파이어 기판에 증착된 AlN 박막의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을 통해서 전형적인 c-축 배향된 AlN

박막의 성장 형태인 columnar로 성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5). AlN 박막의 두께는 630 nm였고 로드 형

태로 성장된 것을 관찰 수 있었다.

3.3. 박막의 광학적 특성 분석

광흡수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하여 AlN 박막에 관한 정

량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광흡수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어진 광흡수 계수를 이용하여 박막의 광학적 에너지 밴

드갭의 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AlN 박막의 증착온도에 따라 밴드갭 값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증착온도가 가장 높은 700oC에서 밴드갭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650oC에서 5.9 eV로 밴드갭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700oC, 600oC, 650oC의 밴드갭 값은

각각 5.4 eV, 5.8 eV, 5.9 eV로 에너지 밴드갭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박막의 증착 온도가 에너지 밴드갭 값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AlN 박막의 c축 결정면에 대한 우

수 배향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판과 박

막간의 격자 상수와 열팽창계수와의 차이로 인하여 박막

내에 많은 결함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함들은

물질 내에서 전기적, 구조적, 광학적 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박막 내부의 격자결

함은 시료의 결정화 조건 등에 따라 민감하게 증감하므

로 밴드갭 값의 변화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박막의 성장온도와 배향성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3.4. 박막의 열전도도 분석

일반적으로 박막 내에서의 열전도율은 벌크 (Bulk) 상

태에서의 값에 비해 작게 나타난다. 고체 내부에서 열에

너지는 포논 (Phonon), 전자와 같은 열수송자에 의해 전

달되는데, 박막의 경우 벌크 상태와 달리 미세구조와 불

순물의 함량이 제조 공정에 의존하므로 열수송자의 산란

이 공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산란 정도

는 박막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증가하며, 또한 공정에 따

른 박막의 구조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크기 효과 (Size

effect)가 나타난다. 박막의 경계는 열 수송자의 산란을 증

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박막은 열전도가 박막

의 두께에 비례하는 열전달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벌크

상태와 똑 같은 구조를 가진 박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박막 크기에 의한 산란의 증가 때문에 박막에서의 열전

도는 벌크 상태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 박막 내

열전도를 예측하기 위한 많은 이론들이 제안되었으나 정

량적인 수준에서 현상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박막의 열전도율이 박막의 종류뿐 아니라 불순물 수준,

계면 구조 등 제조 공정에 따라 변화하는 인자에 크게 의

존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박막의 열전도율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측정

기법들이 개발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법들은 특별

한 경우에만 효과적이며 모든 종류의 박막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벌크 재료의

열물성을 측정하는 장치가 이미 사용화 된 반면, 박막의

물성은 실험실 수준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문적인 서비스 기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판으로 사용한 사파이어의 열전도도를 측정

하였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증착온도에 따라 제조된 AlN

Fig. 5. FE-SEM cross-sectional images of AlN thin films

deposited at substrate temperature of 650
o
C.

Fig. 6. Plot of (αhv)
2
 vs photon energy hv for the AlN  thin

films grown at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 Inset

shows the bandgap energy as a function of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s of (a) 650
o
C, (b) 600

o
C, and (c)

7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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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의 열전도도 값을 측정하였다.

Fig. 7은 기판과 증착온도에 변수에 의해 증착된 AlN

박막의 열전도도를 측정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7의 (a)는 본 연구에 사용된 사파이어 기판의 열전도

도 데이터로 3.755 W/mK의 값을 가졌으며, 온도별로 증

착된 AlN 박막의 열전도도는 600oC, 650oC, 700oC에서

각각 25.405 W/mK, 33.471 W/mK, 28.252 W/mK로 사파

이어 기판의 열전도도 보다 향상된 수치를 나타냈다. 이

를 통해 AlN 박막이 열전도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에 있어 열전도도 인자는 자유전자이

고 세라믹에 있어서는 포논 (Phonon)이 열전달 역할을 하

기에 포논의 비열이 크고 산란이 적어야 높은 열전도도

를 가질 수 있다. 결정학적 및 미세구조상 전위, 격자결

함 등을 가지는 세라믹은 포논 산란이 크기에 열전도도

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XRD 분석에서 c축 우선 배향성으로 성장되고 상대적

으로 입자 크기가 큰 650oC AlN 박막시편에서 가장 높

은 열전도도 값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AlN 박막이 결정학

적으로 입자 배열성이 좋으며, 입계가 상대적으로 적어

포논 산란이 적어 열전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lN 박막을 열전도도가 필요한 소자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박막 내 존재하는 격자결함의 차이에 따라 열전

도도 차이가 일어날 수 있기에 박막의 배향성에 따른 결

정화의 향상은 박막의 열전도도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

여 AlN 박막을 제조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펄스레이저법을 이용하여 c축 사파이어

단결정 기판에 550 ~ 750oC의 증착온도 범위, P(O2) =

2 × 10−5 Torr의 증착 분위기에서 AlN 박막을 제조하였으

며, AlN 박막의 결정성과 미세구조가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기판 온도가 650oC에서 AlN 박막의 기판에 수직인

(002) 결정면의 피크 강도가 최대이면서 c축 배향성이 증

가하였으며 (101) 결정면의 in-plane 반폭치 값도 가장 적

어 에피탁시 성장이 향상되었다.

2. 결정화가 형성되는 600oC 이상에서의 AlN 박막 표

면은 dot 형상을 보이고 파단면은 columnar 구조를 갖고

있으며, 650oC에서 증착된 AlN 박막이 입자 크기가 상대

적으로 가장 큰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3. 본 연구에 사용된 사파이어 단결정 기판의 열전도도

값이 3.755 W/mK였으며, 다른 증착 온도에 비하여 650oC

에서 성장한 AlN 박막의 열전도도는 33.471 W/mK로 상

대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박막의 결정이 좋

고 입자크기가 크기에 포논 산란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

단된다.

후막이나 벌크 형태에 의해 제조되는 AlN 기판은 파워

모듈의 열방출 기판으로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

만 마이크로 크기 소자의 열방출 기판에 대한 연구는 보

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와 같은 세라믹 박막

소재도 방열기판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J. H. Pee, J. K. Lee, and S. R. Kim, “Technology Status and

Trends of Application Products Market and AlN Powder,” J.

Kor. Ceram. Soc., 12 [2] 38-45 (2009).

2. A. Fathimulla and A. A. Lakhani, “Reactively rf Magnetron

Sputtered AlN Films as a Gate Dielectric,” J. Appl. Phys.,

54 [8] 4586-89 (1983).

3. H. P. Lobi, M. Klee, R. Milsom, R. Dekker, C. Metzmacher,

W. Brand, and P. Lok, “Materials for Bulk Acoustic Wave

(BAW) Resonator and Filters,” J. Eur. Ceram. Soc., 21 [15]

2633-40 (2001).

4. D. Y. Wang, Y. Nagahata, M. Masuda, and Y. Hayashi,

“Effect of Nonstoichiometry upon Optical Properties of

Radio Frequency Sputtered Al-N Thin Films Formed at Var-

ious Sputtering Pressures,” J. Vac. Sci. Technol. A, 14 [6]

3092-99 (1996).

5. R. S. Pessoa, G. Muarkami, M. Massi, H. S. Maciel, K. Grig-

orov, A. S. da Silva Sobrinh, G. Petraconi, and J. S. Mar-

cuzzo, “Off-Axis Growth of AlN Thin Films by Hollow

Cathode Magnetron Sputtering under Various Nitrogen Con-

centrations,” Diam. Relat. Mater., 16 [4-7] 1433-36 (2007).

6. H. -M. Kim, J. -S. Park, D. Kim, K. Bae, and S. Sohn,

“Characteristics of AlN Dielectric Layer for Metal PCB as

a Function of Nitrogen Partial Pressure Using RF-Mag-

netron Sputtering Method (in Korean),” J. Kieeme, 23 [10]

759-62 (2009).

7. J. C. Sánchez-L pez , L. Contreras, A. Fernández, A. R.

González-Elipe, J. M. Martin, and B. Vacher, “AlN Thin

Films Prepared by Ion Beam Induced Chemical Vapour

oó

Fig. 7. Thermal conductivity of AlN films prepared with various

temperature of (a) c-Al2O3, (b) 600
o
C, (c) 650

o
C, and

(d) 700
o
C.



556 정은희· 정준기· 정래영· 김성진· 박상엽

한국세라믹학회지

Deposition,” Thin Solid Films, 317 [1-2] 100-04 (1998).

8. R. D. Vispute, H. Wu, and J. Narayan, “High Quality Epi-

taxial Aluminum Nitride Layers on Sapphire by Pulsed

Laser Deposition,” J. Appl. Phys. Lett., 67 [11] 1549-51

(1995).

9. B. Liu, J. Gao, K. M. Wu, and C. Liu, “Preparation and

Rapid Thermal Annealing of AlN Thin Films Grown by

Molecular Beam Epitaxy,” Solid State Commun., 149 [17-18]

715-17 (2009).

10. J. J. Hantzpergue, Y. Pauleau, J. C. Remy, D. Roptin, and M.

Callier, “Electrical Properties of Sputtered AlN Films and

Interface Analyses by Auger Electron Spectroscopy,” Thin

Solid Films, 75 [2] 167-76 (1981)

11. H. Okano, Y. Takahshi, T. Tanaka, K Shibata, and S.

Nakono, “Orientation Control of AlN Film by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Ion Beam Sputtering,” Jpn. J. Appl.

Phys., 31 3017-20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