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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um nitride (AlN) single crystal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for a next-generation semiconductor
application because of wide bandgap (6.2 eV), high thermal conductivity (285 W/m · K), high electrical resistivity
(≥ 10

14
Ω · cm), and high mechanical strength. The bulk AlN single crystals or thin film templates have been mainly grown

by PVT (sublimation) method, flux method, solution growth method, and hydride vapor phase epitaxy (HVPE) method.
Since AlN suffers difficulty in commercialization due to the defects that occur during single crystal growth, crystalline
quality improvement via defects analyses is necessary. Etch pit density (EPD) analysis showed that the growth mis-
orientations and the defects in the AlN surface exist.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analyses were employed to investigate the overall crystalline quality and various kinds of defects. TEM
studies show that the morphology of the AlN is clearly influenced by stacking fault, dislocation, second phase, etc. In
addition EBSD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zinc blende polymorph of AlN exists as a growth defects resulting in
dislocation init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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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lN 단결정은 넓은 밴드갭(6.2 eV), 높은 열 전도도(285 W/m · K), 높은 비저항(≥ 10
14
Ω · cm), 그리고 높은 기계

적 강도와 같은 장점들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적용을 위한 많은 흥미를 끈다. 벌크 AlN 단결정 또는 박막 템플릿(template)

들은 주로 PVT(Physical vapor transport)법, 플럭스(flux)법, 용액 성장(solution growth)법, 그리고 증기 액상 증착(HVPE)법에

의해 성장된다. 단결정이 성장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결함들 때문에 상업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된 이후로 결함들 분석을 통

한 결정 품질 향상은 필수적이다. 격자결함 밀도(EPD)분석은 AlN 표면에 입자간 방위차와 결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

여준다. 투과전자현미경(TEM)과 전자후방산란회절(EBSD)분석은 전체적인 결정 퀄리티와 다양한 결함의 종류들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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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용된다. 투과전자현미경(TEM)관찰로 AlN의 형태가 적층 결함, 전위, 이차상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후방산란회절(EBSD)분석은 전위의 생성을 유도하는 성장 결함으로서 AlN의 zinc blende 폴리모프

(polymorph)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1. 서 론

최근 시스템의 초고집적화 및 초고속화 등에 따른 고

밀도 발열 문제로 넓은 밴드갭과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

는 3가 질화물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서 AlN(Aluminum nitride)은 다른 기판용 물질과 비교

하여 넓은 밴드갭(6.2 eV), 높은 열 전도도(285 W/m · K)

그리고 높은 비저항(≥ 10
14 Ω · cm) 등의 물성으로 LED

및 Laser용 기판으로 적합하다.

AlN 단결정은 PVT(Physical vapor transport)법, 용액

성장(solution growth)법, 그리고 플럭스(flux)법의 성장

방법들이 있다. 가장 효율적이고 상용화가 쉬운 PVT법

은 소결체를 고온에서 승화시켜 상대적으로 저온 영역에

위치한 종자정(seed crystal) 위에 응축하게 하여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높은 성장률과 대구경의 결정을 제

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결정의 성장 속도 및 결정

의 품질 제어에 많은 영향 인자들이 존재하여 재현성 확

보가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성장된 AlN의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영향 인자를 파악하여 제어할 필

요가 있다.

결정의 미세구조 분석으로는 표면의 전위 밀도

(dislocation density)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격자결함

밀도(Etch pit density, EPD) 분석, AlN 결정의 각 결정

립(grain)들의 성장 방향성 관찰에 용이한 전자후방산란

회절(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분석이

있다. 그리고 적층결함(stacking fault), 이차상(second

phase), 쌍정(twin boundary), 전위(dislocation) 등의 결함

들 관찰에 용이한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분석이 있다. 특히 미세 영향 인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관찰이 가능한 넓은 면적의 투과전자현

미경(TEM) 시편의 제작이 중요하다.

기존의 딤플링(dimpling)에 의한 시편 제조 방법으로

는 수 μm의 좁은 관찰영역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집속

이온빔(Focused ion beam, FIB)에 의한 시편은 더 작은

관찰 영역을 가져 넓은 관찰 영역을 요구하는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자체 제작한 트라이포드 연마기

(tripod polisher)를 이용하여 제작된 시편은 넓은 투과전

자현미경(TEM) 분석 영역(200 × 5 μm)을 확보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OH/KOH 용융액으로 습식 에칭

(wet etching)을 하여 AlN 단결정 표면의 격자결함 밀도

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키쿠치 패턴(kikuchi pattern)은

시편 표면으로부터 30~50 nm 깊이 범위의 표면층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기계적 연마(mechanical polish)와 이온

밀링(ion milling)을 이용하여 결정의 표면을 매우 깨끗

하게 처리하여 결정립들의 성장방향을 후방산란회절

(EBSD)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PVT법으로 성

장된 AlN 단결정을 트라이포드 연마기를 이용하여 두께

100 nm 이하의 TEM 시편을 제작하여 300 kV 전계 방

사형 투과전자현미경(FE-TEM, TECNAI-TF30ST)으로

결정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AlN 단결정의 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화학적 습식 에칭

을 통한 표면 특성 분석, 전자후방산란회절(EBSD)을 이

Fig. 1. Sample preparation procedures of EPD, EBSD, and
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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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성장된 결정표면의 방향성 분석, 그리고 성장단면

(growth front)을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분석하였다.

Fig. 1에서와 같이 3가지 방법 모두 정확한 분석을 위

해 표면 연마가 필요하다. 특히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은 전자가 투과할 수 있는 두께까지 얇게 연마해야

하므로 시편이 부서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2.1.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편준비

습식 에칭 시편을 준비하기 위해 시편절단기(diamond

blade cutter)를 이용하여 5 × 5 mm 크기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시편의 한 면을 600~4000 mesh의 SiC 연마지와

0.5~5 micron의 다이아몬드 랩핑 필름(diamond lapping

film)을 이용하여 시편의 표면이 평평하게 될 때까지 기

계적 연마를 하였다. 연마된 시편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 해 아세톤, 에탄올, 초순수를 사용하여 각 5분씩 초

음파 세척을 하였다.

습식 에칭은 NaOH/KOH 용융액을 사용했으며 에칭

시간과 온도는 350
o
C에서 1~5분 동안 실시하였다. AlN

의 에칭 후 분극에 따른 표면 형상 관찰을 위해 주사전

자현미경(SEM, Jeol-JSM6400)을 이용하였다.

격자결함 밀도(EPD)분석은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

였다.

2.2. 전자후방산란회절 분석을 위한 시편준비

성장된 방향에 대하여 수직, 수평 두 방향으로 AlN

단결정의 결정립들이 되도록 많이 포함되는 영역을 선택

하여 5 × 10 mm 크기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시편의 연

마과정 동안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charging

effect 방지를 위해 카본 마운팅(carbon mounting)을 하

였다. 마운팅 된 시편을 600~4000 mesh의 SiC 연마지

로 연마한 후 연마천(polishing cloth)을 이용하여 3 μm,

1 μm까지 기계적 연마를 실시하였다. 그 후 최적의 시편

표면을 얻기 위해 0.02 μm의 Syton(colloidal silica slurry)

을 이용하여 미세연마를 하였고 연마 작업을 통해 생기는

표면 잔류응력을 없애주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온빔밀링

기(Precision ion polishing system, PIPS, Gatan-691)로

이온 밀링을 하고 카본 코팅(carbon coating)을 하였다.

준비된 시편은 안동대학교의 전자후방산란회절(EBSD,

LYRA 3XMH)과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전자후방산

란회절(FE-SEM with EBSD, JSM-70000F)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관찰 영역은 SiC 기판에서 성장한 시편의

수직 절단면과 수평 절단면에 대해 결함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 SiC/AlN 계면과 AlN/AlN 결정립계 주위를 관

찰영역에 포함하였다.

2.3.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편준비

전자현미경 시편의 크기는 1 × 2 mm 타원형의 구멍이

뚫린 직경 3.05 mm 구리 그리드(Cu-grid)에 접착이 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므로 시편절단기를 이용하여 3 × 2 mm

크기로 절단하였다. 그리고 절단 된 시편을 pyrex 유리

봉에 붙이고 small-jig에 수평으로 장착하였다. 그 다음,

600~4000 mesh의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한쪽 면을 연

마한 다음 6 μm, 3 μm, 1 μm, 0.5 μm 사이즈의 순서로

다이아몬드 랩핑 필름으로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스크래

치가 없어질 때까지 미세 연마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

마천 위에서 0.02 μm의 Syton을 이용하여 연마면이 거

울면이 될 정도로 연마하였다. 연마면이 완전한 거울면

이 되면 연마 중에 생길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해 시편이

오염되지 않도록 초순수를 이용하여 깨끗이 세척하였다.

한쪽 면이 완전히 연마된 시편을 pyrex 유리봉에서 떼

어낸 다음 전자빔이 투과할 수 있을 만큼의 두께의 쐐기

형태(wedge shaped)로 연마하기 위해 시편의 반대면을

pyrex 유리봉에 붙였다. 투과전자현미경(TEM) 관찰영역

은 50 nm 이하의 두께의 얇은 부분만 관찰할 수 있으므

로 트라이포드 연마기에 부착된 마이크로미터를 조절하

여 적당한 경사를 준 다음 첫 번째 면의 연마 순서와

같이 연마를 진행하여 전자빔이 투과할 수 있을 만큼의

두께가 될 때까지 연마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편은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관찰하기 전에 시편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이

온빔밀링기(PIPS)로 이온 밀링을 30초 이하로 진행하였

다. Fig. 2는 트라이포드 연마기로 만든 이상적인 투과

전자현미경(TEM) 시편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EPD cm
−2( ) = 

The number of hillocks

Area
--------------------------------------------------------

Fig. 2. Schematic drawings of wedge-shaped specimen after
final tripod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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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포드 연마 방법으로 제작한 시편을 300 kV 전

계 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300 kV FE-TEM, TECNAI-

TF30ST)에서 명시야상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에칭의 실험 조건은 Table 1과 같이 하였다. 에칭 시간

을 5분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소구 모양(hillock structure)

이 관찰된 것을 Fig. 3(a), (b)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D. Zhuang과 J.H. Edgar의 실험에서 온도가 350~380
o
C

사이에서 증가함에 따라 소구 모양이 증가한 현상과 같

았다[6].

Table 1
Wet etching condition of AlN crystal

No. Etchant Temperature Time

Sample 1 NaOH/KOH 300~350
o
C 1 min

Sample 2 NaOH/KOH 300~350
o
C 5 min

Fig. 3. SEM images of (a) N-polar AlN etched in NaOH/KOH for 1 min, (b) N-polar AlN etched in NaOH/KOH for 5 min, and
(c) Al-polar AlN partially etched in KOH for 5 min.

Fig. 4. EBSD image of the AlN specimen. (a) SEM image, (b)~(d) IPF X, Y, Z color images, (e) Phase color image, (f) Showing
the zinc blende region.

Fig. 3(a)의 주사전자현미경(SEM) 이미지에서 격자결

함 밀도(EPD)를 분석한 결과 약 2 × 10
10

cm
−2
이었다.

Fig. 3(b)에서는 5 min의 과도한 에칭으로 격자결함 밀

도(EPD)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구가 형성되었고

몇 개의 소구 모양의 꼭지점이 갈라진 것을 보였다.

Fig. 3(c)에서는 AlN의 결정 성장 방향이 완전한

[0001]방향을 갖지 못해 육방정 에치 핏(hexagonal etch

pit)이 나타나지 않고 삼각형 에치 핏(trigonal etch pit)

이 관찰된 것을 보였다. AlN의 NaOH/KOH 용융액에

대한 에칭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3.2. 전자후방산란회절 분석

Fig. 4, 5은 각각 안동대학교 전자후방산란회절(EBSD)

장비와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전자후방산란회절

(EBSD)장비를 이용하여 AlN의 절단면을 분석한 이미지

이다.

Fig. 4(a)는 시편 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SEM) 이미지

로 연마 후 시편 표면의 상태를 보여준다. 주사전자현미

AlN + 6KOH                   Al OH( )3↓ + NH3  + 3K2O↓↑
NaOH/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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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SEM)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결정립계가 많은 영역을

선택하여 전자후방산란회절(EBSD)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b), (c), (d)는 3개의 결정립에서 성장 방향이

다르게 성장한 것을 각각 RD(Rolling direction, X), TD

(Transverse direction, Y), 그리고 ND(Normal direction,

Z)에 따라 보여준다.

Fig 4(e), (f)에서는 wurtzite AlN 상(빨간색)이 존재하

고 있는 관찰영역에 부분적으로 약 0.05 %의 zinc blende

AlN 상(파란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준 안

정 상인 zinc blende AlN 상은 결정의 성장 과정 중에

압력과 사용된 기판의 종류 등에 따라 상전이(phase

transition)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11,

13, 14]. 또한 zinc blende AlN은 wurtzite AlN에 비해

작은 밴드갭(5.3 eV)[15]과 에너지가 열과 진동 에너지의

형태로 많이 소모되는 간접 천이형(indirection)의 천이

형태를 가져 물질의 특성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Fig. 5는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촬영한 AlN 시

편의 수직 절단면과 수평절단면에 대한 전자후방산란회

절(EBSD) 이미지이다.

Fig. 5(a)는 Charging effect를 막기 위해 카본 마운팅

과 카본 코팅이 된 AlN의 시편의 모습이다.

Fig. 5(b), (c)에서는 성장된 AlN을 연마하여 수직 절

단면과 수평 절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촬영한

이미지이다. 결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분석

하기 위해 수직 절단면 이미지에서는 SiC/AlN 계면을

포함하여 관찰 영역으로 정하고 수평 절단면 이미지에서

는 AlN/AlN 결정립계를 포함하여 관찰영역을 정하였다.

Fig. 5(e)에서 AlN 시편이 완벽한 [0001]방향으로 성

장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성장한 것을

보였으나 부분적으로 아래쪽의 결정립에서 약 2
o
 이상의

성장 방향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확인되었다.

Fig. 5(g)에서 AlN 시편이 수평으로는 수직 절단면에

비해 불균일하게 성장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정립에 따

라 모두 방향이 다르게 성장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결정립

계가 두껍게 성장된 부분도 확인되었는데, 이 관찰 영역

에서 어떤 결함에 의해 성장방향이 달라졌고 결정립계의

두께가 달라 졌는지는 투과전자현미경(TEM)에 의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6에서는 전자후방산란회절(EBSD)에 의해 수평으

로 절단된 절단면의 키쿠치 패턴을 분석한 이미지이다.

SiC 기판을 기준으로 위로 성장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결정립의 c축이 화살표와 같이 아래쪽을 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Fig. 7은 (주)세라컴에서 PVT법으로 성장시킨 AlN 시

Fig. 5. (a) Carbon mount image of AlN specimen (b) SEM image of the vertically cut AlN sample, (c) SEM image of the horizon-
tally cut AlN sample, (d), (f) IQ (Image quality) images of the vertically and horizontally cut AlN sample, (e), (g) EBSD images of
the vertically and horizontally cut Al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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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동의대학교에서 SiC 기판 위에 성장시킨 AlN 시

편의 투과전자현미경(TEM) 이미지이다.

Fig. 7(a)에서는 서로 다른 층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고

자세하게 분석하게 위해 Fig. 7(b)와 같이 확대하여 FFT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아래층과 위 층의 결정 성장 방향

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Fig. 7(c)에서는 결정립계를 주변을 자세하게 분석한

것으로 Fig. 7(d)에서는 관찰 영역① 안의 결정립마다

서로 다른 성장 방향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Fig. 7(e)에서 관찰 영역②의 결정립계를 중심으

로 양쪽 결정립 영역의 FFT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각각

zinc blende AlN과 wurtzite AlN이 형성된 것을 보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VT(Physical vapor transport)법에 의해

성장된 AlN을 격자결함 밀도(EPD)분석으로 표면에 존

재하는 결함의 정도를 측정하고 전자후방산란회절(EBSD)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미세구조 분석을 하

였다.

격자결함 밀도(EPD)분석에서 에칭에 의한 AlN의 소

구 모양(hillock structure)의 개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고 에칭 시간을 1분으로 하였을 때 약 2 × 10
10

cm
−2
의 격자결함 밀도(EPD)를 가졌다. 그리고 결정이

[0001]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아 삼각형 에치 핏(trigonal

etch pit)이 나타났다.

전자후방산란회절(EBSD)분석을 통해 AlN 결정이 수

직으로는 균일하게 성장하였지만 수평으로는 결정립

(grain)에 따라 매우 불균일 하게 성장한 것을 확인하였

고 키쿠치(kikuchi) 패턴을 인덱싱하여 분석한 결과 각

각의 결정립들이 상이한 c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 컬러(phase color)이미지 분석으로는 wurtzite AlN

상이 아닌 특성을 저해하는 0.05 %의 zinc blende AlN

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투과전자현미경(TEM)분석은 전자후방산란회절(EBSD)

Fig. 6. The growth direction images of the crystal by kikuchi pattern ind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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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마찬가지로 결정립에 따라 서로 다른 성장 방향

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zinc blende AlN 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미세구조 분석의 결과는 AlN 결정이 완벽하게

[0001]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정립계에서의 결함에

의해 결정립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한

결같이 보여주었다. 또한 AlN의 물성을 저하시킬 수 있

는 폴리모프(polymorph) 형태인 zinc blende AlN 상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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