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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comprehensive structural characterization methods for the commercial blue light emitting

diodes(LEDs). By using the Z-contrast intensity profile of Cs-corrected high-angle annular dark field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HAADF-STEM) images from a commercial lateral GaN-based blue light emitting diode, we obtained

important structural information on the epilayer structure of the LED, which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obtain by conventional

analysis. This method was simple but very powerful to obtain structural and chemical information on epi-structures in a

nanometer-scale resolution. One of the examples was that we could determine whether the barrier in the multi-quantum

well(MQW) was GaN or InGaN. Plan-view TEM observations were performed from the commercial blue LED to characterize

the threading dislocations(TDs) and the related V-pit defects. Each TD observed in the region with the total LED epilayer

structure including the MQW showed V-pit defects for almost of TDs independent of the TD types: edge-, screw-, mixed TDs.

The total TD density from the region with the total LED epilayer structure including the MQW was about 3.6 × 108 cm−2 with

a relative ratio of Edge- : Screw- : Mixed-TD portion as 80 % : 7 % : 13 %. However, in the mesa-etched region without the

MQW total TD density was about 2.5 × 108 cm−2 with a relative ratio of Edge- : Screw- : Mixed-TD portion of 86 % : 5 % : 9 %.

The higher TD density in the total LED epilayer structure implied new generation of TDs mostly from the MQW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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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 초에 일본 니치아 화학의 질화갈륨 기반 청

색 발광다이오드의 상온 동작 발표1-2) 이후 질화갈륨 기

반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성능은 매우 빨리 발전하였으며,

현재 국내외 여러 업체에서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청색 발광다이오드 발광성능의 향상을 위

하여 발광소자의 전체적인 구조는 변화해 왔으며, 현재

발광소자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층들, 예를 들면 n-형 전

도성 에피층, p-형 전도성 에피층, 다중양자우물층 이외

에도 다중양자우물층을 지난 전자들이 p-형 전도성 에피

층으로 넘쳐 흐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전자차단층,3-6)

응력에 의한 에피층의 휨과 변형 조절을 위한 초격자층

및 중간층 등이7-9) 발광소자의 에피구조에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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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발광소자에서 발광소자의 핵심 구조를 이루

는 에피층들은 기본적으로 갈륨, 인듐, 알루미늄의 질화

물로 구성된 다층 구조이며 각 층의 두께는 수 나노미

터이다. 또한, 업체에 따라서는 다중양자우물층 성장 시

인위적으로 전파되는 전파 전위에 V자 형태의 구덩이를

제작함으로써 전자와 공공과 같은 운반자가 전파 전위

쪽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도 도입되기도 한

다.10) 이러한 에피층에 더하여 발광소자의 제작을 위해

서는 전류의 주입을 위한 전극층이 필요하며 전극접촉

성능의 개선을 위하여 p-전극 및 n-전극 모두 다층 구

조의 금속층들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전극층으로부터 발

광소자 전체 면적으로의 전류의 흐름을 돕기 위하여 전

류전파층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

광소자 내부에서 발생된 광자의 외부 추출효율을 높이

기 위하여 다양한 모습의 요철 형태가 새겨진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질화갈륨 기반 청색 및 백색 발광

다이오드는 최대의 발광성능을 얻고자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구성되는 각 층의 조성이 매우 미

세하게 변하며 그 두께도 나노미터 수준에서 조절되고

있다. 질화갈륨 기반 청색 및 백색 발광다이오드의 시

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연구개

발 및 제조공정에서의 성능향상과 제조된 청색 발광다

이오드의 구조 형성과 성능 평가 결과의 연계성 해석,

그리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경쟁회사의 청색 발광다이

오드에 대한 구조 분석은 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성능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전

파 전위와 같은 구조결함의 해석은 에피층-기판 레벨에

서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실제 동작하는 상용 청색 발광

다이오드에서의 전파 전위에 대한 결함분석은 청색 발

광다이오드의 연구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이슈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알려진 또는 알려지

지 않은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흔

히 가속된 이온을 사용하여 표면에서부터 깊이 방향으

로 스퍼터링 식각하여 가면서 이차이온질량분광기를 사

용하여 성분을 검출하는 깊이 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

여 존재하는 층의 성분을 조사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스퍼터링 식각 시 층

간의 섞임 현상과 물질에 따른 스퍼터링 식각속도의 차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수 나노미터 수준의 두께를 가

지는 다층구조의 정확한 두께정보를 산출하기 어렵다. 다

른 방법으로는 투과전자현미경기법을 사용하여 직접 구

조를 단면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투과전자

현미경기법에서의 상은 기본적으로 시편을 투과하는 전

자회절의 강도를 형상화하는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시편

준비나 관찰 중의 손상이나 국소변형에 의한 상 콘트라

스트의 왜곡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11) 이와 달리 고각

환형 암시야 주사투과전자현미경기법을 이용한 상의 경

우는 시편으로부터 고각으로 산란된 전자의 강도를 형

상화하는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시편에 존재하는 물질의

원자번호의 크고 작음에 따른 콘트라스트를 보여주어 흔

히 원자번호 콘트라스트라고 알려져 있다.12-13) 특히, 최

근에는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을 떨어뜨리는 구면수차를 보

정한 구면수차 보정 전자현미경의 보급으로 분해능이 나

노미터 이하로 개선되었다.12)

본 논문에서는 구면수차 보정 주사투과전자현미경의 고

각 환형 암시야 주사투과전자현미경기법을 기본으로 하

여 최근의 상용 질화갈륨 기반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구

조를 분석하는 간단하고 강력한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

였다. 즉, 원자번호 콘트라스트에 기초하여 고각 환형 주

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의 간단한 콘트라스트 프로파

일을 통하여 기존의 다른 방법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발

광소자의 구조와 조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상용 발광소자의 기판에서부터 에피층, 전

극까지의 전체적인 구조, 조성, 두께를 분석함은 물론 투

과전자현미경기법을 사용하여 상용 발광소자 내 존재하

는 전파 전위의 종류와 밀도 분석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구조분석기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거의 보고되

지 않은 상용 청색 발광다이오드에서의 전파 전위와 V-

형 구덩이의 형성 여부, 다중양자우물층을 포함하는 p-

형 에피층과 다중양자우물층이 없는 n-형 에피층에서의

전파 전위의 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질화갈륨 기반 중심파장 약 450 nm의 수평형 상용 청

색 발광다이오드를 선택하였다. 패키지 되어 있는 상용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패키지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

후 칩 형태의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준비하였다. 청색 발

광다이오드의 전체적인 구조분석을 하기 위하여 집속이

온빔장치를 사용하여 p-전극 지역에서 폭 약 10 μm, 깊

이 약 10 μm로 단면 시편을 제작하였다. 

주사투과전자현미경은 200 kV로 동작하는 구면수차 보

정 현미경(JEOL JEM-ARM 200F)을 사용하였으며, 고각

환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 촬영은 탐침 크기 0.5

nm를 사용하였다. 전자빔 집속각도는 약 22 mrad로 고

정하였고 고각 환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 촬영

시 안쪽 및 바깥쪽 반각은 각각 67과 170 mrad이었다.

전극의 원소지도와 성분에 대한 선 프로파일을 얻기 위

하여 에너지 분산분광기를 사용하였다. 고각 환형 주사

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의 원자번호 콘트라스트 상으로

부터 콘트라스트 프로파일은 Gatan사의 Digital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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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소프트웨어(Ver. 3.7.4)를 사용하였다. 

전파 전위의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하여 청색 발광

다이오드 칩의 전극을 화학적 식각 방법으로 선택적으

로 제거한 후 기판과 에피층만으로 구성된 칩을 가지고

쐐기형 연마법과 아르곤 이온 연마법으로 전자가 투과

가능한 평면 투과전자현미경 시편을 제조하였다. 전파 전

위의 관찰 및 종류 결정은 Follstaedt 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14) 300 kV로 동작하는 투과전자현미경(JEOL

JEM 301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는 패키지가 제거된 상용 청색 발광다이오드

칩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Fig. 1(a)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칩의 크기는 450 μm × 1000 μm 이며 p-전극과

n-전극을 볼 수 있다. Fig. 1(b)는 집속이온빔장치를 사

용하여 Fig. 1(a)의 검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제작

한 단면 시편의 고각 환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

상으로서 맨 아래에 사파이어 기판의 모습과 에피층 그

리고 p-형 전극의 모습을 보여준다. Fig. 1(b)에서 광자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 패턴된 사파이어 기

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사용된 패턴의 모

양과 크기도 알 수 있다. Fig. 1(c)는 Fig. 1(b)의 에피

층에서 투과전자현미경 제한시야 전자회절도형으로서 우

르짜이트 구조 질화갈륨의 <11-20> 정대축에서 얻어지

는 전형적인 회절 패턴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Fig. 1(a)

의 직사각형 칩의 긴 변의 방향이 질화갈륨의 <11-20>

방향임을 알 수 있다. 

Fig. 2는 청색 발광다이오드 칩의 p-전극 구조를 분석

하기 위하여 수행된 에너지 분산분광기 원소지도 결과

이다. Fig. 2(b)~2(h)는 각각 각 층에서 나오는 특성 X-

선으로부터 금 Lα선, 백금 Lβ선, 크롬 Kα선, 인듐 Lα

선, 실리콘 Kα선, 산소 Kα선, 갈륨 L선을 사용하여 얻

은 원소지도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Fig. 2(i)는 위의

전체 원소에 대한 원소지도 결과이다. 여기서 실리콘 Kα

선은 금과 백금의 M선과 인접하여 Fig. 2(f)의 실리콘

지도의 경우 맨 위의 금 및 백금층과 중복되어 나타남

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Fig. 2로부터 p-전극층은 위

에서부터 각각 금, 백금, 크롬 금속층으로 구성되어 있

고 그 아래에 나오는 인듐은 투명 전도막인 인듐주석산

화물로 전류전파층으로 쓰인 것이다. 그 아래 나오는 실

리콘은 산화실리콘으로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전류차단층으로 쓰인 것이다. 그 아래 나타

나는 갈륨은 질화갈륨에피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청

색 발광다이오드 칩의 경우 p-전극층 맨 위부터 질화갈

륨에피층까지 금/백금/크롬/산화인듐주석/산화실리콘의 다

층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Fig. 3은 산화실리콘 아래의 전체적인 에피층의 구조

를 보여주는 고각 환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이

다. Fig. 3에 보이는 각 층은 각각 전자차단층, 다중양

자우물, 초격자층, 중간층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질화

갈륨 기반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에피층은 갈륨, 인듐, 알

루미늄의 질화물로 구성된 이성분계 (예를 들면 질화갈

륨 또는 질화알루미늄) 또는 삼성분계 (예를 들면 질화

인듐갈륨) 합금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Fig. 4에 다층 구조의 에피층에 대한 에너지분산

분광기 선 프로파일의 스펙트라를 나타내었다. Fig. 4에

삽입된 상에 대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선 프로파일

의 스펙트라에서 보듯이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에피층은

갈륨, 인듐, 알루미늄을 주요 구성 원소로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갈륨, 인듐, 알루미늄의 원자번

호가 각각 31, 49, 13번으로 차이가 크므로 원자번호의

1.7승에 비례하는 콘트라스트를 보여주는15) Fig. 3의 고

각 환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은 원자번호가 큰

원소가 들어있는 층, 즉 인듐이 들어가 있는 합금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밝은 콘트라스트를 나타내고 반대로 원

자번호가 작은 원소가 들어있는 층, 즉 알루미늄이 들

어가 있는 합금층이 가장 어두운 콘트라스트를 나타내

고, 갈륨, 인듐, 알루미늄 중 원자번호가 중간 정도인 갈

Fig. 1. (a) Optical microscope image for the de-capped commercial

blue light emitting diode. The position at which was prepared by

using focused ion beam(FIB) instrument was marked by the black

bar on p-pad region. (b) HAADF-STEM image for the prepared

cross-sectional TEM sample. Shape of p-pad, epilayers, and

substrate are shown. Shape of the patterned sapphire substrate is

clearly shown. (c)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obtained from the epilayers region from the TEM specimen. Zone

axis is the GaN <11-20>, which means the vertical axis of the

rectangular chip is parallel to the GaN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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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이 주요 구성 원소인 층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간 정

도의 콘트라스트를 나타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

서 전자차단층을 보면 단일층이 아니고 밝은 콘트라스

트와 어두운 콘트라스트가 반복되는 다층 구조임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Fig. 4의 에너지분산분광기 선

프로파일의 스펙트라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서 알루미늄

이 검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층구조의 전자차단

층에서 상대적으로 밝은 콘트라스트를 주는 층의 경우

Fig. 4의 인듐에 대한 스펙트럼을 보면 인듐이 들어있

지 않은 이성분계 질화갈륨층인 것으로 보여진다. 마찬

가지로 Fig. 3과 Fig. 4로부터 다중양자우물층의 경우 콘

트라스트가 밝은층은 인듐이 들어간 질화인듐갈륨층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중양자우물층에서 우물층에 해당

한다. 그러나 다중양자우물층의 상대적으로 어두운 콘트

라스트를 나타내는 장벽층이 질화갈륨층인지 아니면 인

듐이 조금 섞인 질화인듐갈륨층인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Fig. 5에서 다시 논의하기

로 한다. 다음에 초격자층의 경우 Fig. 3과 4로부터 밝

은 콘트라스트를 나타내는 얇은층은 인듐이 들어간 질

화인듐갈륨층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어두운 콘트라스트를 나타내는 중간층은 Fig. 3과 4로부

터 질화알루미늄층임을 예상할 수 있다.

Fig. 3의 고각 환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이 원

자번호 콘트라스트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Fig. 2. EDS mapping images from the HAADF-STEM image of (a). EDS mapping images were obtained using X-ray peaks of (b) Au-

Lα, (c) Pt-Lβ, (d) Cr-Kα, (e) In-Lα, (f) Si-Kα, (g) O-Kα, (h) Ga-L and (i) overlapped image with all the mentioned peaks. Because the

M peaks from Au and Pt are close to the Si-Kα, upper region of the Si-map image revealed notable intensity, which corresponding to

Au and Pt regions. The results mean that the structure for the p-pad region in this commercial blue light emitting diode corresponds to

“Au/Pt/Cr/ITO/SiO2/GaN epi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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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에피층 구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고각 환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의 콘트라스

트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5(a)에 표시된 직

사각형 지역에 대하여 수직 화살표 방향에 대한 상대적

인 콘트라스트 강도를 거리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 Fig.

5(b)이다. 우선 Fig. 5(b)를 보면 위치에 따라서 콘트라

스트 강도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검은색

점선은 갈륨, 인듐, 알루미늄의 존재로 인한 콘트라스트

의 변화를 보기 위한 상대적인 기준선 이다. 이 기준선

에 해당하는 콘트라스트 강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

에 따라 즉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집속이온빔장치

로 만든 폭 약 10 μm, 깊이 약 10 μm의 단면 시편이

깊이 방향으로 균일한 시편 두께를 가지도록 제작되지

못하고 깊이 방향으로 갈수록 시편의 두께가 감소하게

제작된 결과 깊이에 따라 시편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시

편 부피의 감소로 인하여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

의 콘트라스트 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5(b)의 콘

트라스트 강도 프로파일 결과는 다음에 논의하는 바와

같이 화살표 번호 1~9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 우선 Fig. 5(a)의 지역1은 일반

적인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에피층 구조를 고려하면 질

화갈륨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Fig. 4

의 에너지분산분광기 선 프로파일의 스펙트럼에서도 질

화갈륨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질화갈륨층에 해당하는 지

Fig. 3. HAADF-STEM image showing the main structure of

epilayers, where epilayers-structure including the so called electron

blocking layer(EBL), multi-quantum well(MQW), suppelattice

layer(SL), and interlayer(IL).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atomic

numbers of Ga (31), In (49), Al (13), contrast difference for each

layer is clearly shown from the HAADF-STEM image.

Fig. 4. EDS line profile spectra obtained from the epilayers. The

inset shows image for the scanned region. Relative intensities for

Ga, In, and Al for each layer, which are main elements constituting

the epilayers, are shown.

Fig. 5. Z-contrast intensity profile analysis result for the epilayers of the commercial blue light emitting diode. (a) HAADF-STEM image.

Z-contrast intensity profile was obtained from rectangular region from the top to the bottom through the arrow. Interesting points were

mentioned by numbers from 1 to 9. (b) The obtained Z-contrast intensity profile from the rectangular region in (a). The numbered positions

correspond to the same numbered region in (a). The dotted line indicates reference contrast intensity level for the binary GaN compound

at the position 1. Decreased intensity of the dotted line with distance implied decreased thickness of the FIB prepared TEM specimen.

Basically, intensity level above the dotted line means brighter HAADF-STEM intensity than that of GaN, which implies addition of In.

On the other hand intensity level below the dotted line means darker HAADF-STEM intensity than that of GaN, which implies addition

of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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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1의 콘트라스트 강도가 중요한데 Fig. 5(b)의 점선으

로 표시한 기준선 강도에 해당하는 콘트라스트 보다 콘

트라스트 강도가 크면, 즉 콘트라스트가 밝으면 이는 질

화갈륨보다 원자번호가 큰 원소인 인듐이 포함된 층을

의미하고 반대로 기준선 강도에 해당하는 콘트라스트 보

다 콘트라스트 강도가 작으면, 즉 콘트라스트가 어두우

면 이는 질화갈륨보다 원자번호가 작은 원소인 알루미

늄이 포함된 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지역 2는 기준선 강도보다 콘트

라스트가 작으므로 알루미늄이 포함된 질화알루미늄 중

간층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중간층이 이성분계 질화알

루미늄층인지 아니면 삼성분계 질화알루미늄갈륨층인지에

대한 판단은 Fig. 5(b)의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

러나 Fig. 4의 에너지분산분광기 선 프로파일의 스펙트

라를 고려하면 이성분계 질화알루미늄층으로 판단하는 것

이 타당하다. Fig. 5(b)의 지역 3에서 콘트라스트 강도

가 증가한 3개의 피크는 인듐이 들어간 질화인듐갈륨층

을 나타내며 그 3개의 피크 사이의 콘트라스트 강도가

기준선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질화갈륨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격자층은 3쌍의 질화갈륨/질화인듐갈륨층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4와 5는 다중

양자우물에 해당하는데 우물층은 콘트라스트 강도가 기

준선보다 큰 질화인듐갈륨층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

역 4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질화인듐갈륨 우물층은 나머

지 우물층에 비하여 콘트라스트 강도가 작으므로 인듐

이 적게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지역 5의 다중양자우

물에서 질화인듐갈륨 우물층 사이의 장벽층은 기준선 강

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질화갈륨층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청색 발광다이오드 칩의 경우 총 18쌍의

질화갈륨/질화인듐갈륨층으로 구성된 다중양자우물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5의 질화인듐갈륨층의 강

도와 지역 3의 질화인듐갈륨층 강도를 비교하면 초격자

층 내 질화인듐갈륨층이 우물층보다 인듐이 적게 들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5의 다중양자우물구조가 끝

나고 지역 6에서 보듯이 콘트라스트 강도가 기준선 아

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알루미늄이 들어

간 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 위에 다시 질화갈륨

층이 존재하고 (지역 7), 지역 8에서 다층 구조로 전자

차단층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역 8의 전자

차단층은 기준선 아래의 강도를 나타내는 10개의 질화

알루미늄층과 기준선 강도에 거의 일치하는 10개의 질

화갈륨층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첫

번째 질화알루미늄층의 두께가 나머지 9개 층보다 두꺼

운 것도 나타난다. 다음의 지역 9는 다시 기준선 강도

와 일치하는 질화갈륨층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

기서 각 층의 조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본 콘트라

스트 강도 프로파일 결과 하나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기

본적으로 조성을 아는 표준시료가 있거나, 고각 환형 주

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의 콘트라스트 강도에 대한 시

뮬레이션 해석이 병행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a) Optical microscope image for the plane-view TEM specimen prepared from the commercial blue light emitting diode. The region

marked by I indicates mesa etched “n-GaN” layer without MQW layer, while the region marked by II indicates “p-GaN+n-GaN” layer

with total LED structure including MQW layer. (b) TEM micrograph showing the threading dislocations observed from the region I (“n-

GaN”). The letters “e”, “s”, and “m” indicate edge, screw, and mixed dislocations, respectively. (c) TEM micrograph showing the threading

dislocations observed from the region II (“p-GaN+n-GaN”). The letters “e”, “s”, and “m” indicate edge, screw, and mixed dislocations,

respectively. At the threading dislocations, hexagonal-shape contour was found which means V-pit formed at the threading dislocation. (d)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obtained from the plane view TEM specimen which corresponds to the GaN <0001> zone axi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iprocal and real space lattices, position of the (01-10) plane in the real space is illustrated, which is parallel to

the side plane of the hexagonal-shape contour from the V-pit as illustrated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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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용 청색 발광다이오드 칩에서의 전파 전위

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Fig. 6(a)는 평면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전파 전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르곤 이

온 연마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투과전자현미경 시

편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여기서 지역 I 지역

은 n-전극층 바로 옆 지역으로서 수평형 청색 발광다

이오드 칩에서 메사 형태로 식각 되어 다중양자우물층

등이 존재하지 않는 n-형 질화갈륨층이 존재하는 지역

이다. 여기서는 이 지역 I을 편의상 n-형 질화갈륨층이

라 부르기로 한다. 반면에 지역 2는 n-형 질화갈륨층과

다중양자우물층 등을 포함하고 p-형 질화갈륨층까지 전

체 에피층 구조가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편의상 이 지역

II를 n-형 + p-형 질화갈륨층이라 부르기로 하자. Fig.

6(b)는 지역 I, n-형 질화갈륨층에서 얻은 전파 전위를

보여주는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의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

e, s, m은 각각 버거스 벡터가 1/3<11-20>인 칼날 전위,

<0001>인 나선 전위, 1/3<11-23>인 혼합 전위를 의미한

다. 전파 전위의 종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ollstaedt

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따라14) 선의 형태로 보이는 것

(칼날 전위), 두 개의 점 형태로 보이는 것(나선 전위),

선과 선 양끝의 점의 형태로 보이는 것(혼합 전위)에 근

거하여 결정하였다. 약 70 μm2 의 면적에 대하여 존재하

는 전파 전위를 관찰한 결과 지역 I, n-형 질화갈륨층

에서의 총 전파 전위 밀도는 약 2.5 × 108 cm−2 이었으

며 칼날 전위 :나선 전위:혼합 전위의 분율은 86 % : 5 %

: 9 %로 나타났다. Fig. 6(c)는 지역 II, n-형 + p-형 질

화갈륨층에서 얻은 전파 전위를 보여주는 투과전자현미

경 사진의 예를 보여준다. Fig. 6(b)와 달리 관찰되는 전

파 전위에서 육각형의 윤곽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전

파 전위에서 V-형 구덩이가10) 생성되어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e, s, m은 각각 버거스 벡터가

1/3<11-20>인 칼날 전위, <0001>인 나선 전위, 1/3<11-

23>인 혼합 전위를 의미한다. 전파 전위의 종류와 관계

없이 관찰되는 거의 모든 전파 전위에 대하여 V-형 구

덩이 형성의 윤곽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파 전위의 종

류에 따른 V-형 구덩이의 평면 관찰 상에서의 모양이나

크기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은 찾기 어려웠다. 모든 V-

형 구덩이에 대하여 육각형 형태의 윤곽의 크기가 일정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다중양자우물층을 통과하여 성

장방향으로 전파하는 전파 전위에서 각 전파 전위 마다

V-형 구덩이가 생성되는 시작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V-형 구덩이의 생성이 일찍 시작된 전파

전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윤곽을 보여줄 것이다. Fig.

6(d)는 Fig. 6(c)의 관찰 중 얻은 전자회절도형으로서

GaN (0001) 정대축을 가지는 전형적인 회절 도형을 보

여준다. Fig. 6(c)의 상과 6(d)의 회절 도형은 서로 실격

자와 역격자의 관계를 가지므로 역격자 공간을 나타내

는 Fig. 6(d)의 회절 도형에서 01-10 회절 점에 해당하

는 면은 점선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실격자 상에 존재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Fig. 6(c)의 평면상에서 육

각형 윤곽의 한 면이 GaN (01-10)면에 평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엎어진 육각뿔 형태를 가지는10)

V-형 구덩이의 옆면은 {01-1L}면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b)의 메사 식각 되어 다중양자우물층이 없

는 지역의 경우 V-형 구덩이 형성의 윤곽이 관찰되지 않

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V-형 구덩이를 다중양자우물

층에서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약 70 μm2 의 면적에 대하여 존재하는 전파 전

위를 관찰한 결과 지역 II, n-형 + p-형 질화갈륨층에서

의 총 전파 전위 밀도는 약 3.6 × 108 cm−2 이었으며 칼

날 전위 :나선 전위 :혼합 전위의 분율은 80 % : 7 %

: 13 %로 나타났다. 다중양자우물층 등을 포함하는 지역

II, n-형 + p-형 질화갈륨층에서 총 전파 전위 밀도가 지

역 I, n-형 질화갈륨층보다 44 %나 증가한 것은 다중양

자우물층 등을 성장 시 새롭게 전파 전위가 생성되었음

을 의미하며, 나선 전위와 혼합 전위의 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생성된 전파 전위가 주로 나선 전

위와 혼합 전위의 특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지역 I과 지

역 II를 합한 전체에 대한 총 전파 전위의 밀도는 2.8 ×

108 cm−2 이며, 칼날 전위:나선 전위:혼합 전위의 분율은

82 % : 7 % : 11 %로 전파 전위의 대부분은 칼날 전위임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구면수차 보정 주사투과전자현미경의 고

각 환형 암시야 주사투과전자현미경기법을 기본으로 하

여 최근의 상용 질화갈륨 기반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구

조를 분석하는 간단하고 강력한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

였다. 고각 환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암시야상의 콘트라

스트 강도 프로파일 분석으로부터 기존의 방법으로는 알

기 어려웠던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구조와 조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중양자우물층이 질

화갈륨 장벽층과 질화인듐갈륨 우물층으로 구성되어 있

는지 아니면 인듐 조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질화인듐갈

륨 장벽층과 질화인듐갈륨 우물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를 질화갈륨 콘트라스트 강도와 비교하여 알아내는 것

이 가능하였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기법을 사용하여 상용 발광소자 내

존재하는 전파 전위의 종류와 밀도, V-pit 구덩이의 형

성, 메사 식각 된 지역 (즉, p-형 질화갈륨층과 그 아래

에 있는 다중양자우물층 등이 제거되어 없는 지역)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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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양자우물층을 포함하여 전체 에피층 구조를 가지는 지

역을 구분하여 전파 전위의 종류와 밀도를 분석하여 상

용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기

범과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고각 환형 암시야 주사투과전자현미경상은 패턴된 사

파이어 기판의 모습을 포함하여 상용 청색 발광다이오

드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에너지 분산분광

기 원소지도를 통한 청색 발광다이오드 칩의 p-전극 (패

드) 지역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p-전극층 맨 위부터 질

화갈륨에피층까지 금/백금/크롬/산화인듐주석/산화실리콘의

다층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고각 환형 주사투과

전자현미경 암시야상의 콘트라스트 강도 프로파일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 분석한 상용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경

우는 질화갈륨 장벽층과 질화인듐갈륨 우물층으로 구성

된 다중양자우물층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상용 청색 발광다이오드 칩을 가지고 제작한 평면 평

면 투과전자현미경 시편으로부터 전파전위의 양상을 분

석한 결과, 메사 식각 되어 다중양자우물층이 없는 지

역의 경우 총 전파 전위 밀도는 약 2.5 × 108 cm−2 이었

으며 칼날 전위:나선 전위:혼합 전위의 분율은 86 % : 5 %

: 9 % 이었다. 반면에, 다중양자우물층을 포함하여 전체

에피층 구조를 가지는 지역의 경우 동일한 분석면적에

대하여 총 전파 전위 밀도는 약 3.6 × 108 cm−2 이었으며

칼날 전위:나선 전위:혼합 전위의 분율은 80 % : 7 % :

13 % 이었다. 총 전파 전위 밀도가 전체 에피층 구조를

가지는 지역의 경우 44 %나 증가한 것은 다중양자우물

층 등을 성장 시 새롭게 전파 전위가 생성되었음을 의

미하며, 나선 전위와 혼합 전위의 분율이 증가한 것으

로 보아 새롭게 생성된 전파 전위가 주로 나선 전위와

혼합 전위의 특성을 가짐을 의미하였다. 또한 전체 에

피층 구조를 가지는 지역의 경우 전파 전위의 종류와 관

계없이 관찰되는 거의 모든 전파 전위에 대하여 V-형 구

덩이 형성의 윤곽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파 전위의 종

류에 따른 V-형 구덩이의 평면 관찰 상에서의 모양이나

크기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은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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