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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Ni cluster를 이용하여 제작된 나노 구조체를 반사방지막으로 활용하여 비가시광 UV 광통신용 신

호 수신단에 적용 가능한 AlGaN 광다이오드의 성능을 개선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반사방지막의 제작은 SiO2 위
에 Ni cluster를 형성한 후 SiO2를 부분적으로 식각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였다. 반사방지막이 적용된 샘플은 반사방지

막이 없는 구조의 샘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진 반사도를 보였으며 나노구조체가 없는 SiO2 가 증착된 구조에 비

해서 입사 광파장의 변화에 대해 균일한 반사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2 nm 두께의 Ni 층을 열처리하여 제작된 Ni 
cluster를 이용한 반사방지막을 적용하여 UV 광다이오드를 제작하였고, 그 결과 SiO2 단일막을 가진 센서에 비해 

240 nm에서 270 nm 파장영역에서 개선된 광반응도를 보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d an anti-reflective nano-structure to improve the photoresponsivity of AlGaN UV photodiode 
that can be used as a receiver in a solar blind UV optical communication system. The anti-reflective nano-structure was 
fabricated by forming Ni nano-clusters on SiO2 film followed by etching the underneath SiO2 film. A sample with the 
anti-reflective nano-structure exhibited lower surface reflection along with less dependency on the wavelength in 
comparison with a sample without the nano-structure. Finally, a UV photodiode was fabricated by applying an 
anti-reflective structure produced by heat-treating a 2 nm-thick Ni layer. The photodiode fabricated with the proposed 
nano-structure exhibited noticeable improvement in the photoresponsivity at the wavelength range from 240 nm to 270 nm 
in comparison with the same photodiode with a SiO2 film without the nan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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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지국이 필요 없는 비가시광 UV 광통신은 무선데

이터 전송, 저전압 호출 등 기존의 RF 통신 기술을 대체

할 미래 통신기술로 기대된다. UV 광통신은 송신부에

서 보내진 UV 빔이 공기중으로 송출되면 대기가스에 

의해 산란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확산신호를 수신하여 

신호를 복조함으로써 기능하게 된다[1]. 이러한 UV 광
통신 기술의 주요 기술 중 하나는 미약한 확산신호를 수

신할 수 있는 수신기로 이에는 고성능 UV 수광소자가 

요구된다. 현재 UV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로 

photomultiplier tube (PMT, 광전자증배관) 소자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력소모 및 모듈의 부피가 크며 온도

변화에 대한 안정화 시간이 길어 활용에 제한이 있다[2]. 
반도체 기반 수광소자로 UV-enhanced Si 기반 광다이

오드가 활용될 수 있으나 UV 영역대보다 가시광 영역

의 흡수에 적합한 Si의 물성적 특징 때문에 고가의 가시

광 필터 등이 요구되고 수광 효율이 낮으며 밴드갭이 작

아 고온동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wide 
bandgap(WBG)을 갖는 화합물반도체 기반의 UV 센서

는 가시광에 반응하지 않고 고온동작이 가능하고 고효

율 저전력 구동 및 소형화가 가능하여 모바일 기기 적용

에 강점을 가진다[3-4]. 
UV 광통신에 있어서 미약한 광신호를 감지하기 위

하여 수광소자에서 광 반사를 줄이고 수광효율을 높이

는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반사방지막 기술의 연

구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전통적인 방식의 반사방지막 

형태로 박막의 두께를 입사광 파장의 1/4로 제작하여 특

정파장에서 상쇄간섭을 이용한 광반사 억제기술이 쓰

이고 있으나 이러한 간섭에 의한 반사 억제가 제한적인 

조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한이 따른다[5]. 이를 보완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야행성 곤충인 나방의 겹눈과 같은 구조로 박막을 제조

하였을 때 반사도가 작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6-8]. 무수한 돌기모양의 나방겹눈 구조에서는 입

사광이 굴곡면을 통해 입사하게 되는데 이때 입사광의 

높이에 따라 굴절률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구조가 되므

로 입사광의 파장 및 입사 각도에 관계없이 굴절률계면

에 의한 광반사를 최소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6-8].
본 연구에서는 AlGaN 기반 p-i-n 광다이오드의 수광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사방지구조를 적용하였다. 

반사방지막으로 사용되는 패시베이션 박막의 굴절률계

면에 의한 광반사를 줄이기 위해 Ni cluster를 이용하여 

수광부 상단의 패시베이션 박막을 요철 형태로 식각하

여 반사방지 구조를 제작하였다. Ni cluster를 이용하여 

제작된 요철구조는 기존의 나방눈 구조의 반사방지막

에 비해 더 좁은 간격의 요철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반사방지막을 UV 광다이오드에 적용한 결과 소자의 광

반응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Ⅱ. 실험 방법

(a)

(b)
Fig. 1 (a) Epitaxial structure of the AlGaN photodiode 
and (b) it’s energy band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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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기판은 1 mm 두께의 사파이어 기

판 위에 3 um의 AlN 층, 1 um의 interlayer층, 1 um의 두

께의 8×1018cm-3 농도로 n-type 도핑된 n-Al0.6Ga0.4N 층, 
100nm 두께의 도핑되지 않은 i-Al0.46Ga0.54N 층, 200 nm 
두께의 8×1016cm-3 농도로 p-type 도핑된 p-Al0.6Ga0.4N 
층, 그리고 1×1018cm-3 농도로 p-type 도핑되고 점진적

으로 Al 몰분율이 달라지는 20 nm 두께의 p-AlGaN 층, 
마지막으로 8nm 두께의 1×1020cm-3의 고농도로 p-type 
도핑된 p-GaN 층을 유기금속화학증착 (metalorganic 
vapour-phase epitaxy : MOCVD) 방식을 이용하여 성장

한 구조를 사용하였다. 설계된 에피 구조 및 광다이오드

의 단면 모식도를 그림 1 (a)에 도시하였다. 0.6의 Al 몰
분율을 갖는 AlGaN 의 밴드갭은 5.1 eV 로 이는 차단파

장 λcutoff = 243 nm 에 해당하며, 0.46의 Al 몰분율을 갖

는 AlGaN 의 밴드갭은 4.715 eV 로 이는 차단파장 λcutoff 

= 263 nm 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약 240 ~ 270 nm 영
역대의 UV를 흡수하여 감지할 수 있는 에피 구조를 설

계하였으며 해당구조에 대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림 1 
(b) 에 도시하였다.

(a)                                           (b)
Fig. 2 Ni clusters formed by heat-treating (a) 2 nm of 
Ni layer and (b) 10 nm of Ni layer, respectively.

반사방지구조(anti-reflective structure : ARS)를 적용

한 AlGaN 기반 광다이오드 제작 에 선행하여 반사방지

막의 형태를 최적화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PECVD 방식으로 SiO2를 400 nm 두께로 증착하고 그 

위에 Ni cluster를 형성하였다. Ni cluster 의 크기 및 형

태를 조절하기 위해 증착되는 Ni 의 두께를 각각 2 nm, 
10 nm 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금속 증착 후 RTA(rapid 
thermal annealing) 방식으로 N2 분위기에서 850 ˚C에서 

1분간 열처리 하여 Ni 금속층이 서로 뭉쳐져 cluster 형
태가 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

럼 Ni의 두께에 따라 클러스터의 형태 및 크기가 정해졌

는데, 2 nm 두께의 Ni 층으로 제조된 Ni cluster는 약 10 
~ 20 nm 크기로 매우 미세한 크기로 균일한 분포를 갖

는 형태를 띠었다. 반면 10 nm 두께의 Ni 층을 열처리 

하여 Ni cluster를 제조하였을 때 수십 ~ 수백 nm 크기로 

상대적으로 큰 크기와 편차를 갖는 형태로 cluster가 형

성되었다. 제조된 Ni cluster를 식각 마스크로 활용하여 

SiO2를 250 nm 깊이로 F 기반 RIE(reactive ion etching) 
플라즈마 식각 방식으로 식각한 후 100 ˚C로 가열된 질

산용액에 10분간 처리하여 Ni을 습식식각 하여 표면에 

요철구조가 형성된 반사방지 구조를 제작하였다.

(a)

(b)
Fig. 3 Fabricated anti-reflective nano-structures from 
(a) 2 nm thick Ni film and (b) 10 nm thick Ni film.

그림 3은 두 가지 형태의 Ni cluster를 이용하여 제조

된 반사방지구조의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에 의한 표면이미지를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UV 
광다이오드에 적용한 반사방지 구조는 2 nm Ni 층을 열

처리하여 형성한 Ni cluster 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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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aN 광다이오드 제작 후 수광부 위에 Ni cluster를 이

용한 반사방지구조를 제작하는 공정 모식도를 그림 4에 

도시하였다. AlGaN 기반 UV 광다이오드는 원형의 메

사 구조를 갖는 형태로 제조되었다.

Fig. 4 Process flow of the anti-reflective nano-structure 
on the AlGaN photodiode.

먼저 각 소자의 전기적 절연을 위하여 BCl3/Cl2 기반

의 reactive ion etch (RIE) 방식으로 메사 식각 되었다. 
메사 단차에서 발생하는 전기장의 집중을 완화시켜 항

복전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 각도를 갖는 메사 구조

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9-10]. 식각 면의 각도를 조절하

기 위하여 포토 리소그래피 고정 후 추가 열처리를 통해 

감광막(PR)을 reflow 시켜 PR 계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

루도록 하였고, 그 위에 메사 식각을 수행하여 약 11도
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식각 면을 형성하였다. 광 다

이오드의 cathode 전극을 제작하기 위해 메사 단차 아래

의 n-type AlGaN 층 위에 E-beam evaporation 방식을 이

용하여 Ti/Al/Ni/Au를 20/120/25/50 nm 두께로 증착 한 

후 RTA 방식으로 N2 분위기에서 840 ˚C 에서 30초간 열

처리하여 n-type 오믹 전극을 형성하였다. 광 다이오드

의 anode 전극을 제작하기 위해 메사 단차 위의 p-type 
GaN 층 위에 Ni/Au를 5/5 nm 두께로 증착한 후 N2 분위

기에서 60초간 500 ˚C 에서 열처리하여 p-type 오믹 전

극을 형성하였다. 전극 형성 후 소자의 표면 보호와 반

사방지막의 역할을 할 SiO2 박막을 250 nm 증착하였다. 
소자의 패키징 및 측정 분석 시 소자에 탐침을 접촉시킬 

패드를 제조하기 위해 접촉될 영역의 SiO2를 RIE 방식

으로 모두 식각하고 Ti/Au 구조의 패드 금속층을 20/350 
nm 두께로 형성하여 기본적인 광다이오드의 구조를 제

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자의 수광부에 반사방지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방식으로 Ni cluster 를 형

성한 후 RIE 방식으로 SiO2를 약 200 nm 깊이로 식각하

고 질산을 이용해 Ni cluster를 습식식각 하여 반사방지 

구조를 형성 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1 (a) 와 같은 구조의 

소자를 제작하였다.

Ⅲ. 본론

UV 광다이오드에 적용될 반사방지 구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실리콘 기판 위에 반사방지구조를 형성

시키고 그림 5와 같이 실리콘 기판 및 SiO2 박막이 증착

된 실리콘 기판과 반사방지구조가 형성된 기판의 반사

도를 비교해 보았다. 

Fig. 5 Wavelength dependent reflectivity for various samples; 
bare Si, Si with SiO2 film, Si with nano-structured SiO2 
films using 2 nm and 4 nm thick Ni films. 

박막이 증착되지 않은 실리콘 기판의 반사도를 1로 

표준화하였을 때 SiO2 박막이 있는 샘플과 반사방지구

조를 형성한 샘플들은 박막이 증착되지 않은 실리콘 기

판 대비 낮은 반사도를 보였다. SiO2 박막 증착 후에는 

박막의 굴절률 및 두께에 영향을 받는 보강/상쇄 간섭

에 의해 특정 파장의 입력광에서만 반사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Ni cluster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사

방지구조를 적용한 두 샘플은 실리콘 기판에 비해 전체

적으로 낮은 반사도를 가지며 SiO2 박막에 비해서 입력

광의 파장에 대해 의존도가 낮은 반사도 특성을 보인

다. 표면이 나노 필러로 이루어진 반사방지 구조의 형

태에서는 공기와 SiO2 로 이루어진 반사방지구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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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굴절률의 차이가 점진적으로 달라지므로 균일한 두

께의 패시베이션 막에서 공기와 박막의 굴절률의 차이

에 의한 반사를 줄일 수 있다[6-8]. 2 nm 와 10 nm의 각

각 다른 두께의 Ni 금속층을 이용하여 제작된 반사방지

구조의 반사도를 비교하면 2 nm 두께의 Ni을 이용한 

반사방지구조의 파장 의존도가 더 낮은 것이 확인되었

다.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2 nm Ni을 이용하여 제

작된 반사방지구조가 10 nm Ni을 이용한 구조에 비해 

더 촘촘한 표면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구조체의 밀도가 높을 때 단파장인 UV 입사광의 반

사가 적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nm Ni을 이용하여 

제조된 반사방지구조에서 비가시광 영역인 290 nm 이
하의 파장대에서 대체로 10 nm Ni을 이용한 구조에 비

해 낮은 반사도를 보이며 공정 균일도가 높은 것이 확

인 되므로 2 nm Ni 을 이용한 반사방지구조를 적용하

여 AlGaN p-n 구조의 광 다이오드를 제작하였다. 제작

된 소자에 역바이어스를 인가하였을 때 250 nm 파장을 

갖는 UV 입력에 대한 광전류 및 암전류 특성이 그림 6
과 같이 나타났다. AlGaN 화합물 반도체는 wide 
bandgap 물질로 가시광선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
시광선을 차단하지 않더라도 0 V 바이어스 상태에서 

암전류는 UV 광전류보다 약 4 order 낮은 특성을 보여

주었다.

 

Fig. 6 Photo and dark currents of the AlGaN UV 
photodiode.

SiO2 패시베이션까지 소자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Ni cluster 의 형성 및 반사방지구조 형성의 각 공정단

계에 대해 광다이오드의 광반응도를 측정 한 결과, 그
림 7과 같이 AlGaN 광다이오드의 광반응도가 공정단

계가 진행될수록 높아짐을 보이며 SiO2 패시베이션에 

비해 최종적으로 제작된 반사방지 구조가 최대 광반응

도 지점인 245 nm에서 15% 정도 효율이 증가되어 약 

65%의 양자효율을 보였다. 이는 고성능 PMT 가 UV 
영역 대에서 약 30~35% 의 양자효율을 보이는 것과 대

비되며[11], 저전력 소형화 구현과 함께 WBG 반도체 

기반 UV 센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제조된 반사방지 구조는 요철구조를 가지고 있으므

로 표면 반사를 줄일 수 있고 반사된 빛의 재흡수 확률

을 높일 수 있다. 습식 식각을 이용하여 Ni nano cluster
를 제거하기 전 단계의 소자 구조에서도 패시베이션 

구조에 비해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소자 구조

에서 가장 큰 굴절률 차이를 갖는 공기와 패시베이션 

박막 사이의 경계면에서 nano-scale Ni cluster가 표면 

반사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7 Photoresponsivity of AlGaN photodiode measured 
with SiO2 film, Ni clusters formed on SiO2, nano-structured 
SiO2 before Ni removal, and nano-structured SiO2 after 
Ni removal.

Ⅳ. 결  론

AlGaN 기반 p-n UV 광다이오드의 광반응도를 높이

기 위해 소자의 수광부에 Ni 을 열처리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Ni cluster를 이용하여 반사방지구조를 제조하였

다. 제작된 반사방지 구조는 표면이 요철구조를 갖는 

SiO2 박막의 형태로 제조되었으며 반사방지구조를 형

성한 결과 단일 SiO2 박막을 갖는 소자에 비해 약 15% 
향상된 광반응도를 얻었다. 무수한 돌기가 형성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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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사방지막의 표면 형태는 공기와 패시베이션 박

막 사이의 굴절률 차이에 의한 표면반사를 억제하고 반

사된 빛의 재흡수율을 높여 광소자의 양자 효율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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