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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HVPE 방법을 사용하여 Ni-Pd and Carbon-Nanotube nanoalloys (Ni-Pd-CNT) 위에 α-Ga2O3

을 성장시켜 Ni-Pd-CNT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무전해 Ni 도금 시간 40초에서 성장한 α-Ga2O3 에피층의

두께는 11 µm로 확인되었다. 또한, α-Ga2O3 에피층의 표면 형태는 균열 발생 없이 기판에 대한 우수한 접착력을 보여주

었다. 결과적으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수평 성장에 의해 α-Ga2O3 대의 비대칭면인 (1014) FWMH 값을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demonstrates the utility of the Ni-Pd and carbon-nanotube (Ni-Pd-CNT)-based nanoalloy to

improve the α-Ga2O3 crystal quality using the halide-vapor-phase epitaxy (HVPE) method. As result, the overall thickness

of the α-Ga2O3 epitaxial layer increased from a Ni electroless plating time of 40 s to 11 µm after growth. In addition,

the surface morphologies of the α-Ga2O3 epilayers remained flat and crack-free. The full-width half-maximum results of

the X-ray diffrac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1014) diffraction patterns decreased with increasing nomina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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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화 갈륨 (Ga2O3)은 넓은 에너지 밴드갭(4.5-5.2 eV)과

높은 항복 전압 (8-10 MV cm1)1-4)으로 차세대 반도체 재

료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넓은 에너지 밴드갭으로 인해

전력반도체의 장점을 나타내는 Baliga’s FOM가 3000 이

상으로 값을 나타내어 폭넓은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5) 따라서 Ga2O3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

터(FET), 쇼트키 장벽 다이오드(SBD) 및 자외선(UV) 광

학 장치를 포함한 여러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6-8) Ga2O3 는 5개의 결정 구조(α, β, γ, δ 및 ε(κ))

로 구성되며, 결정구조는 온도, 사용된 성장 방법, 성장압

력에 의해 결정된다.9-10) 이 중에서 α-Ga2O3는 헤테로 에

피택시 성장을 통해서만 성장 가능하며, 성장층과 기판

의 격자상수와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해 잔류응력과 결

함이 발생하여 결정성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소자의

성능과 내구성을 저하시킨다.11-12)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V/III 반도체에 관한 기존에

연구에서 버퍼층과 Epitaxial lateral overgrowth (ELOG) 방

법을 사용하여 결정성을 개선하려고 시도했다. ELOG 기

술에서 epitaxy 성장은 표면에 주기적으로 패턴화 된 마

스크가 있는 버퍼층에서 진행된다.13-14) 그 후, islands 은

수직 및 측면으로 성장하여 최종적으로 합체되어 평평한

필름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기판과 버퍼층사이에서 격

자상수 차이에 의해 존재하는 전위는 window을 통해 성

장층으로 전파될 수 있지만 islands이 경사면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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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탄성 변형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면 방향으

로 구부러진다.3) 결과적으로, 에피층의 결함 밀도는 감소

한다. ELOG 기술은 헤테로 에피택시를 통해 고품질 α-

Ga2O3 층의 성장시 필수적이며 나선 전위 밀도는 일반적

으로 1010 cm2에서 108 cm2 이하로 감소하였다.11)

본 연구에서 새로운 마스크 재료로 Ni-Pd-CNT을 사용

하였다. 무전해 도금은 저비용, 균일한 코팅층 형성, 대량

생산 가능성, 복잡한 형상의 재료에 대한 적용성 등 여러

장점을 제공한다.16-18) 또한, 금, 은, 백금과 같은 귀금속의

무전해 도금을 통해 높은 내식성 및 전기 전도성을 실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의 높은 비용은 상업적 응

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19)

팔라듐은(Pd) 구리,20) 금,21) 은,22) 알루미늄23)과 같은 다

른 물질에 비해 유리한 활성화 특성으로 인해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나노촉매 재료이다. 금속 나노입자는 금

속-지지체 상호작용 활성은 노출된 표면적에만 의존하는

반면, 벌크 부피는 영향을 받지 않고 활용 가능하다. 24) 니

켈(Ni) 은 유사한 전자 구성 및 결정 구조로 인해 Pd와의

우수한 혼화성으로 인해 이러한 합금에 사용하기에 좋은

후보 금속으로 적합하다. Carbon-Nanotube (CNT)는 여러

잠재적 응용 분야에 필요한 특별한 특성을 보여주었다.23)

이러한 응용 중에서 촉매 지지체로 CNT를 사용하는 것

은 경제적 영향이 큰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이다. CNT

는 합성된 상태로 사용하거나 변형, 기능화, 도핑 또는 합

성물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α-Ga2O3 에

피층은 HVPE 방법을 사용하여 버퍼층/사파이어 기판 위

의 Ni-Pd 그리고 carbon-nanotube-based nanoalloys (Ni-Pd-

CNT)에서 성장하였다. 성장된 α-Ga2O3 에피층의 특성을

기존 버퍼층/사파이어 기판에서 성장한 에피층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모든 α-Ga2O3 박막은 c 축(0001) 사파이어

기판에서 HVPE를 사용하여 성장되었다. GaCl, GaCl3은

470oC 온도로 유지되는 소스영역에서 전구체인 Ga와 반

응가스 HCl 사이의 화학 반응을 통해 합성되었다. HCl

및 O2의 분압은 각각 0.14 및 1kPa을 유지하였다. 캐리어

가스로 N2를 사용하였다. GaCl, GaCl3 및 O2는 성장 영

역으로 개별적으로 전달되었다. 2.9 μm 두께의 α-Ga2O3

버퍼층의 성장시간은 10분이였다. ELOG 공정을 사용

하여 Pd-CNT층은 SWCTN과 Pd2+ 이온 용액을 3:1 비

율로 5분 동안 혼합하였다. 스프레이 코팅 방법을 이용

하여 Pd-CNT 나노입자를 버퍼층 위에 코팅하였다. 다음

으로, Pd-CNT로 코팅된 α-Ga2O3 버퍼층과 함께 사파이

어 기판을 Ni nanoparticle 증착을 위해 NiSO4 (200 μL/mL)

및 (CH3)2NHBH3 (200 μL/mL)를 포함하는 무전해 도금 용

액에 담궜다. 증착된 Ni NP의 양은 무전해 도금 시간은

20, 40, 60초로 제어했다. Ni-Pd 나노합금의 형성을 촉진

하기 위해 Ni-Pd-CNT가 증착된 버퍼층/사파이어를 급속

열처리를 통해 500°C로 유지되는 N2 분위기에서 1분 동

안 열처리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20) 무전해 도금 후

열처리시 피막의 경도가 증가하였다. Ni-Pd-CNT에 NP를

스프레이 코팅한 후 라만 스펙트럼(JASCO NRS-5100)을

통해 측정하였다. α-Ga2O3 에피층의 결정상 및 특성은 X

선 회절(XRD; Philips CM-20T, 200kV)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표면 거칠기는 5 × 5 μm2의 스캔 영역에서 수행

된 원자력 현미경(AFM; Park system, XE-10)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성장된 α-Ga2O3 에피층의 단면 두께는 전계

방출형 주사 전자 현미경(FE-SEM; SU500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론 및 고찰

Fig. 1는 514 nm 레이저를 사용하여 버퍼층, CNT, Pd-

CNT 및 Ni-Pd-CNT에서 성장된 α-Ga2O3 에피층에 대해

얻은 라만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CNT에 해당하는 스펙

트럼은 각각 1596 및 2685 cm1의 고유 라만 G 및 2D 밴

드와 1348 cm1의 결함 관련 D 밴드라는 세 가지 강력한

라만 특징을 보여준다.22-23) Ni-Pd-CNT에 대한 해당 스펙

트럼은 G 및 D peak였다. Ni NP의 증착 후에 피크 강도

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며, 이러한 결과는 버퍼층에 Pd-

Ni 나노 입자를 포함하는 CNT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a)와 2(e)는 버퍼층 표면의 5 × 5 μm2 면적에서 Ni-

Pd-CNT 형성을 확인하는 AFM 이미지이다. Fig. 2(a)-2(e)

는 버퍼층과 Pd-CNT에 대해 얻은 AFM 결과와 무전해

Ni 도금 시간 20초, 40초, 60초 동안 다르게 하였다. 무전

해 Ni 도금 시간에 따라 관찰된 표면 거칠기의 RMS(Root

Mean Square) 값은 각각 약 7, 22.4 및 25.5 nm로 증가하

였다. 따라서 무전해 도금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니켈 증

착의 두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는 단계별로 성장된 단면 FE-SEM 이미지이다.

Fig. 1. Raman spectra of the buffer layer, CNT, Pd-CNT, and Ni-

Pd-CNT-deposited buffer-layer and sapphire substrate.



Ni-Pd-CNT Nanoalloys에서 성장한 α-Ga2O3의 특성분석 27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8, No. 4 (2021)

Ni-Pd-CNT 없이 성장된 α-Ga2O3 박막의 성장 두께는 5

μm였다. 반면에 무전해 Ni 도금 시간 20초와 40초에서 α-

Ga2O3 박막의 성장 두께는 이 조건에서 각각 7 및 11 μm

로 관찰되었다. 한편, 무전해 Ni 도금 시간 60초에서 약

간 감소된 α-Ga2O3 에피층의 성장 두께는 9 μm였다. 이

는 무전해 도금 시간에 따라 도금되는 영역의 불균일성

이 커지고 성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결과

로 무전해 Ni 도금시간의 최적화 조건은 40초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모든 샘플 필름은 균열 없이 기판에

잘 접착되어 있었다.

Fig. 4는 α-Ga2O3 에피층의 X-ray 2θ/ω 스캐닝 곡선을

보여준다.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α-Ga2O3와 사파이어

(0006) 회절에 의한 피크의 발생은 모든 샘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결정 방향 및 상의 존재로 인한 피크는 나

타나지 않았다. 변형이 없는 α-Ga2O3 에피층에서 관찰된

(0006) 회절 피크는 40.26°에 위치한다(JCPDS no. 06-

0503). α-Ga2O3와 α-Al2O3는 유사한 결정 구조인 corundum

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1,26-27) 헤테로 에피택시의 경

우에는 성장되는 기판과 에피층 사이의 격자 상수 차이

와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해 잔류응력이 발생하여 에피

층의 peak를 이동시키지만 본 실험 결과에서는 보이지 않

았다.

Fig. 5은 다양한 기간의 무전해 Ni 도금을 거친 α-Ga2O3

에피층에 대해 얻은 일반적인 XRD ω-스캔 프로파일

을 보여줍니다. (0006) 회절 피크의 Full Width at Half-

Fig. 2. AFM results for evaluating surface roughness of Pd-CNT epilayer were grown considering different electroless Ni-plating durations.

Fig. 3.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α-Ga2O3 epilayers grown on (a) buffer layer alone, (b) without Ni-Pd-CNT nanoalloy, and

considering electroless Ni-plating durations of (c) 20, (d) 40, and (e) 6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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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FWHM) 값은 c 축(0001) 방향의 변형을 관찰

할 수 있어 나선형 전위 밀도와 관련이 있고, (1014) 회절

피크의 FWHM은 a 축과 c 축 방향의 변형을 관찰할 수

있어 칼날 전위 밀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동일한 α-Ga2O3 에피층의 (0006) 회절 피

크의 FWHM 값은 각각 20, 40 및 60초의 무전해 Ni 도금

지속 시간에 해당하는 208, 126 및 212 arcsec로 확인되었

다. 또한, α-Ga2O3의 (1014) 회절 피크의 각각의 XRD

FWHM 값은 각각 367, 320 및 1018 arcsec로 확인되었다.

α-Ga2O3 에피층의 두께가 증가하고 기판과 버퍼층 계

면에서 발생한 Threading Dislocation (TD)가 표면으로 향

하면서 합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TDs가 줄어들고

고품질 부분의 증가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1014) 회절은 전위 밀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FWHM은 에피층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위 밀도의 점진적인 감

소로 인해 후막의 결정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이러

한 이유로 Ni-Pd-CNT가 전위밀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

켜 결정화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사파

이어 기판에서의 성장에 비해 (0006) FWHM 값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Ni-Pd-CNT 입자로 인해 기존 c 축에

비해 입자의 기울임으로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

단된다.28)

현재까지 전위 밀도가 전력 장치 응용 분야에 대해 높

고 낮음 여부는 현재 명확하지 않다. 이는 각 반도체 재

료에 매우 고유하고 장치 구조 및 구동 조건에 크게 의존

하기 때문이다. 결함 밀도가 얼마나 낮아야 하는지를 명

확히 하기 위해 α-Ga2O3 장치에서 결정 결함의 영향을 명

확히 하기 위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HVPE 방법을 사용하여 Ni-Pd-CNT 나노

합금 마스크에서 단결정 α-Ga2O3 에피층을 성장하였다.

α-Ga2O3 에피층은 Ni-Pd-CNT에서 무전해 Ni 도금의 시

간을 변화시키고 성장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버퍼층에

서 무전해 Ni 도금시간은 20, 40 및 60초였다. 무전해 Ni

도금은 α-Ga2O3에 수직으로 성장을 촉진하였다. 무전해

Ni 도금시간 40초 후 α-Ga2O3 에피층 성장시 두께는 11

µm였으며, XRD 측정시 (0006) 회절과 (1014) 회절의

FWHM 값은 각각 126 및 320 arcsec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존 사파이어 기판에서의 성장에 비해 (0006) FWHM 값

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Ni-Pd-CNT 입자로 인해 기존

c 축에 비해 입자의 기울임으로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XRD 결정학정 특성 확인에서 피크 분할을 나

타내지 않았으며, α상 외에 다른 상은 확인되지 않아 단

일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인 Oshima26)의 연구에서 (0006)과 (1012)

반치폭은 각각 612 arcec와 1296 arcsec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 성장된 에피의 결

정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HVPE에 의한 Ni-Pd-CNT 마스크가 고

성능 α-Ga2O3 전력 소자의 실현으로 이어질 고품질 단결

정 α-Ga2O3를 성장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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