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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lGaN 기반 UV-C 발광다이오드(LEDs)에 전기화학적 전위차 활성화(EPA)에 의한 p-형 활성화를 진행하였다.

높은 저항과 낮은 전도도를 유발하는 중성 Mg-H의 복합체의 수소원자를 EPA를 이용하여 제거하여 p-형 활성화 효율을

높였다. 중성 Mg-H 복합체는 주요 매개 변수인 용액, 전압, 시간에 의해 Mg과 H+로 분해되며, 2차 이온질량 분광법

(SIMS)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정공 캐리어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메커니즘은 결국 내부 양자효율(IQE)의 증가,

광 추출 효율 향상, 역 전류 영역의 누설전류 값 개선, 접합 온도 개선 등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UV-C LED의 수명을 향

상시켰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SIMS, Etamax IQE 시스템, 적분구, 전류-전압(I-V) 측정 등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N2-열 처리 방법과 비교 평가하였다. 

Abstract: AlGaN-based UV-C light-emitting diodes (LEDs) were applied for p-type activation by electrochemical

potentiostatic activation (EPA). The p-type activation efficiency was increased by removing hydrogen atoms through EPA

treatment using a neutral Mg-H complex that causes high resistance and low conductivity. A neutral Mg-H complex is

decomposed into Mg and H+ depending on the key parameters of solution, voltage, and time. The improved hole carrier

concentration was confirmed by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SIMS) analysis. This mechanism eventually improved

the internal quantum efficiency (IQE), the light extraction efficiency, the leakage current value in the reverse current region,

and junction temperature, resulting in better UV-C LED lifetime. For systematic analysis, SIMS, Etamax IQE system,

integrating sphere, and current-voltage measurement system were us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N2-annealing method.

Keywords: Electrochemical potentiostatic activation, Light emitting diode, p-AlGaN, Hole concentration, Internal

quantum efficiency

1. 서 론

방출 파장 265 ≤ λ ≤ 280 nm를 갖는 AlGaN기반의 UV-

C LED (발광다이오드)는 공기 정화, 살균, UV 경화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응용 제품에 적용될 수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1-3) 그러나 적절한 응용 제

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하는 주요 문

제가 있다.4)

캐리어 주입효율을 높이고, 고장의 원인이 되는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UV LED 소자의 p-AlGaN 개발은 필수

적이다.5-9) 낮은 품질의 p-AlGaN 에피택셜 층과 p-AlGaN

성장 동안 발생하는 생성된 낮은 정공 농도는 UV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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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성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형 도펀트 Mg은 결정 성장하는 동안 고농도의 수소

와 반응하고 결합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인 Mg-H 복합체

을 형성한다. 이것은 Mg의 이온화를 어렵게 하고 정공의

생성을 억제한다. 특히, Al 함량이 높은 UV-C LED의 경

우, 일반적인 GaN에 비해 수소결합이 단단하기 때문에

p-형 도핑효율이 훨씬 낮다. 따라서 과도한 Mg 원자 또

는 Mg-H 복합체는 Mg이 도핑된 p-AlGaN층의 발열을 야

기하고, LED 소자에서 방출되는 빛을 포획하여 발광효

율을 저하시킨다. 또한 정공은 전자에 비해 5배 이상 크

기 때문에 전도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UV-C LED

의 효율을 크게 저하시킨다. 

그렇다고 정공 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핑 농도를 높

이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p-AlGaN의 더 높은 정공농

도는 층의 결정질 품질을 저하시키고 자체 보상효과를 통

해 정공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0)

GaN기반 에피층의 효율적인 p-형 도핑은 여러 접근

방법을 통한 Mg 원자의 활성화를 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저에너지 전자빔, 마이크로파, 레이저 방사선을 적

용하거나 일본의 나카무라에 의해 널리 알려진 열 처리

로 Mg-H 복합체를 끊어 Mg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11-15)

나카무라에 의해 개발된 열 처리 방법은 결정성장이 끝

난 p-도핑된 GaN을 고온에서 열 처리하는 방법으로, 열

처리 진행도중 Mg 및 N이 out diffusion되어 나올 수 있

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온 열 처리 중 Mg이 확산되어 나

오면 p-GaN의 캐리어 농도는 낮아지게 된다. 또한 N이

out diffusion된 경우, N vacancy는 Mg을 보상하고 캐리어

농도를 낮추게 된다.16-17)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전기화학적 정전위 활성화 (EPA)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70 nm UV-C LED를 기반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열 처리와 EPA 처리를 비교하였다. EPA 처

리에서는 열 처리에 의한 온도의 증감 없이 전해질 용액

에서 인가된 전기장에 의해 Mg-H 결합이 Mg과 H+로 분

해되었으며, SIMS 분석을 통해 향상된 정공 농도의 변화

를 확인하였다. 시간 및 전압과 같은 EPA 공정 매개변수

를 제어하여, EPA 처리된 UV-C LED는 기존 방법에 비

해 향상된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 열적 특성,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2. 실험 방법

모든 UV-C LED 웨이퍼는 MOCVD를 사용하여 4인치

C-평면 사파이어 기판에서 성장되었다. LED장치의 에피

택셜 구조는 2.5 m 두께의 AlN 버퍼 층, 1.5 m 두께의

Si 도핑된 n-Al0.7Ga0.3N, n-오믹 컨택을 위한 0.8 m 두께

의 n-Al0.6Ga0.4N, 2 nm 두께의 Al0.4Ga0.6N/12 nm 두께

의 Al0.6Ga0.35N의 5 pair로 이루어진 다중 양자 우물

(MQW), 및 35nm두께의 Mg 도핑된 p-Al0.75Ga0.25N 전자

차단 층(Electron blocking layer)으로 구성되었다. 오믹 컨

택 형성을 위해, 40 nm두께의 Mg 도핑된 p-AlGaN 층을

추가로 성장시켰다.

그 후, Mg 활성화를 위하여 LED 웨이퍼를 N2 분위기

에서 열 처리를 수행한 것과 EPA를 처리한 것을 준비하

였다. EPA 처리를 위해 UV 웨이퍼의 플랫 존은 인듐으

로 솔더링 처리하여 전기적 접점을 형성하였고, 이때 전

해질은 1.0M 염화수소(HCl)용액을 사용하여 p-AlGaN층

표면의 중앙 영역에 노출시켰다. 솔더링 처리된 UV 웨이

퍼는 작업 전극(WE, 양극), Pt 시트는 상대 전극(CE, 음

극), 표준 카라멜 전극(SCE)은 기준 전극(RE)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EPA 실험은 AMETEK-VersaSTAT3 전위차

시스템을 사용하여, WE와 CE사이에 3 V, 4 V 및 5 V의

다양한 순방향 전압을 10분 동안 인가하여 수행하였다. 

Wafer에 처리 후, 전광특성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해 기

본적인 플립 칩 처리기술이 적용되었다.18) UV LED의 칩

크기는 가로 ×세로가 1,250 m × 1,140 m로 제작하였고,

칩의 바닥면에 3 m 두께의 AuSn을 증착하여 유텍틱 다

이본더(Eutectic die bonder)를 사용하여 285도에서 AlN 세

라믹 기판(가로 × 세로 3.5 mm × 3.5 mm)에 플립 칩을 다

이렉트로 실장하였다. 신뢰성 실험을 위해 리플로우 공

정을 적용하였으며 알루미늄 PCB(가로 × 세로 × 높이 25

mm × 25 mm × 1.6 mm)에 실장하여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 실린 UV-C LED의 분석은 모두 상온(RT)에

서 동작전류 350 mA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전기적 측정

은 키슬리 2651A 소스미터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CAS

140CT-154 및 ISP250 적분구가 광 특성 분석을 위해 사

용되었다. 또한 Etamax IQE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IQE

곡선은 수집되었으며, 2차 이온 질량 분광법(SIMS)은

ToF-SIMS 5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접합 온도는 다이오

드 순방향 전압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측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레퍼런스19,20)를 참고할 수 있다. 신뢰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강도가 줄어들기 때

문에 복사속(Radiant flux) 유지율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논의

높은 Al 함량의 Mg 도핑된 p-형 AlGaN 구조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정공 농도를 얻기 위하여 기존의 성장 후

열 처리와 EPA를 적용한 Mg 활성화를 각각의 전압 3 V,

4 V, 5 V에서 진행하였다. p-형 AlGaN 층의 수소 농도를

정량화한 SIMS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을 통해서 EPA

를 처리한 소자는 전반적으로 열 처리한 소자보다 수소

농도가 감소한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EPA

5 V를 처리한 경우 1.97×1016 cm3로, 열 처리한 소자

6.5×1016 cm3 비해 Mg이 도핑된 AlGaN의 p-형 활성화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결과가 IQ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TDEL 방법을 적

용하여 Etamax IQE 측정 시스템을 수행하였으며,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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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측정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TDEL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레퍼런스21)를 참고할 수 있다.

Fig. 2(a)와 (b)는 1,250 m × 1,140 m 플립 칩을 패키

징 공정을 진행한 후 측정한 IQE와 EQE 결과이다. 두 값

의 결과는 각각 정규화 된 값이며 서로 다른 장비로 측정

하였으나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Fig. 2(a)을 살펴보

면 EPA 전압이 3 V, 4 V, 5 V에서 처리를 한 소자의 경우

상온 350 mA기준으로 각각 75.1%, 73.8%, 68.1%로 IQE

측정결과가 나왔으며, 그에 비해 열 처리한 소자의 경우

는 65.5%로 최대 ~8.3%의 효율차이를 보였다. Fig. 2(b)

의 EQE 특성은 EPA 3V조건에서는 6.58%, 열 처리 조건

에서는 6.15%로 약 0.4%의 효율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2(a)와 (b) 모두 Fig. 2(b)에 [삽입]되

어 있는 그림처럼 275 nm 동일 파장을 갖는 소자로, 100

mW급 UV-C LED에서 1%의 개선이 매우 어려운 것을 생

각하면, EPA를 적용하여 Mg이 도핑된 AlGaN의 p-형 활

성화는 매우 큰 효과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EPA의 매개변수인 전압이 클수록 더 좋은 결과

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적으로 EPA 4 V와 5 V

보다 EPA 3 V 처리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EPA 고 전압 주입 하에서는 Mg-H 결합과 함께 Ga-H 결

합 또한 끊어 활성 영역의 N공석과 같은 다른 결함을 생

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저 전압에서

는 Mg-H의 수소제거가 우세하고 고 전압에서는 Ga-H의

수소제거가 우세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EPA 처리에 의한 소자의 특성을 추가로 이해하기 위해

서 Fig. 3과 같이 발광특성을 비교하였다. EPA 처리된 소

자는 350 mA에서 약 6%의 최대 개선을 보여주었으며, 이

는 EPA에 의해 향상된 정공 캐리어의 증가와 관련할 수

있다. 또한 캐리어가 증가하며 터널링이 향상되어 감소

된 장벽 너비로 인해 저항 접촉이 소폭 개선되어, Fig. 4(a)

와 같은 순방향 전류에서 기존의 열 처리 보다 조금 더

낮은 동작 전압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Fig. 4(a)의 [삽입]

그림은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을 사용하여 측정된 접합 온

도이다. 접합 온도의 정확도는 ±3도로 추정되며, 곡선은

거의 선형으로 일치하였다. 낮은 전류 100 mA에서의 접

합 온도는 열 처리와 EPA 3 V의 경우 각각 52.5도와 51.0

도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동작 전류 350 mA에서는

Fig. 1. SIMS depth profile for elements Mg and H; The Mg-

doped p-AlGaN layer was activated by conventional

thermal annealing, and EPA treatment at 3 V, 4 V and 5 V.

Fig. 2. (a) IQE and (b) EQE in the forward current for a 270 nm

flip chip, (b) [Inset] is the wavelength spectrum, and (a)

& (b) are SMD type packages.

Fig. 3. Light output power as a function of forwar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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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온도가 각각 97.7도와 92.7도로 점차 온도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인가 전류가 커질수록 점점

접합 온도의 차이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4(a)와 (b)는 키슬리로 측정한 순방향 전류와 역방

향 전류에서의 전류-전압 (I-V) 특성이다. 각 타입 별 소

자를 10개씩 패키징 한 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모두

오차범위내로 들어왔으며 대표 이미지를 삽입하였다. 기

존에 보고한 바와 같이 EPA 처리의 경우 순방향 전류에

서 보다 역방향 전류에서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순방향 전류에서는 Mg-H 결합이 분해되며 수소

가 제거되고 그에 따라 증가하는 정공 농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p-AlGaN과 메탈과의 접촉 저항에 더 의존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방향 전류에서는 Mg-H 결합의

감소가 결국 호핑 센터 역할을 하는 Deep-level state를 감

소시켜 호핑 확률이 감소하여 누설전류 특성이 크게 향

상되었기 때문에 큰 개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호핑

전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레퍼런스22-25)를 참고할 수

있다.

EPA 처리로 인하여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개선되었기

에 소자의 신뢰성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25도 챔버 내에서 강제대류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Fig. 5와 같다. 소자

에 350mW를 인가하며, 1,500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신

뢰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강도가 줄어

들기 때문에 복사속 유지율로 평가하였다. 소자의 신뢰

성 결과를 보면 기존의 열 처리 방식보다 EPA 처리한 소

자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복사속 유지율은 개발중인 100 mW급의 UV-C 에피 구조

의 특성으로 기인하며, 1500시간 기준으로 열 처리한 소

자의 광속 저하가 약 70%까지 발생할 때, EPA 처리한 소

자는 3 V, 4 V, 5 V에서 각각 60%, 63%, 67%로 광속 저하

가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EPA로

인하여 Mg-H 결합이 분해되며 수소의 제거가 성공적으

로 이루어져 전기적, 광학적 특성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

했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EPA를 사용하여 Mg이 도핑된 AlGaN에 대하여 p-형

활성화를 조사하였다. 기존의 열 처리 방법보다 EPA 공

정의 매개변수를 제어하여 1.0 M 염화수소(HCl)용액에

EPA를 처리한 샘플에서 SIMS 측정결과 수소 농도가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공 농도의 증가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UV-C LED

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성 특성이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EPA 처리가 수소의 제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AlGaN에서 향상된 p-형 활성화를

유도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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