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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조명용 기판기술 전망 

황규석* 황보승** 정주현*** 이영환**** 

LED 는 빛을 내는 간단한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로서, 기존 광원에 비해 고효율 및 저전력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 및 배광 표현, 감성조명, 광색가변, 높은 색재현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

다. LED 구조를 에피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품질 기판이 필요하며 현재 InGaAlP 계열에서 상용

화된 GaAs외에 질화물계 LED의 경우에는 동종의 GaN 및 이종의 사파이어, SiC, Si, ZnO, β -Ga2O3, γ -

LiGaO2, ZrB2 등도 검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기판들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기술한

다. ▨ 

I. 서 론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로 대표

되는 반도체 광원은 20 세기 기술혁명으로 일컫는 

트랜지스터나 평판디스플레이에 버금가는 21 세기 

기술혁명으로 평가 받는 차세대광원으로 LED 는 반

도체를 이용한 광원으로서 반도체가 갖는 기술적, 

산업적 장점이 우수하고 소형이며 총천연색 구현이 

가능하여 다양한 응용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LED

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응용제품의 소형, 슬림화에 

적합하고 응답속도가 빠르므로 신호의 신속한 전달, 

빠른 동영상 구현, 블러링(blurring) 현상 억제, 단거

리 유무선 통신 등 응용제품의 고급기능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LED 핵심 기술은 그 자체로 제품이 되는 기술이

라기보다 소자제작을 위한 원천기술 쪽에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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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원가절감을 하는 기술이 대부분이다. 현재 청색, 녹색 및 백색 

LED를 이용한 전광판, 신호등, 휴대폰, 중대형 LCD BLU용, 자동차 및 조명용 반도체 광원소

자로 응용되고 있는데, GaN 계 질화물 반도체 LED 소자는 일반적으로 이미 상용화가 진행된 

육각형 결정구조를 갖는 사파이어 및 SiC 단결정 모재 기판을 유기금속화학 기상 증착 장비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를 이용하여 육각형 결정구조의 단결정 

LED 에피 웨이퍼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제조되며, 이때 GaN계 질화물 반도체는 사파이어 및 

SiC 모재 기판과의 격자상수(lattice constant) 및 열팽창계수(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차이가 커서 상용화에 적합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결정성을 갖는 에피 웨이퍼를 성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격자상수 및 열팽창계수의 불일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정결함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LED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LED 를 고품질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원천기술은 고품질의 기판을 제조 및 공급하는 

것이다. 즉, LED 구조를 에피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품질 기판이 필요하며 현재 

InGaAlP 계열의 LED용 기판으로는 GaAs가 사용되고 있고 질화물계 LED의 경우에는 사파이

어 기판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적색 및 황색 LED용 격자정합 기판인 GaAs는 이미 상용화가 

잘 되어 있으며 에피상의 구조적 결함은 거의 없다. 반면에 GaN 계 질화물 LED는 동종기판인 

GaN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용화가 미성숙되어 부득이 이종기판을 사용 중이며, 현재 질화물계 

LED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파이어와 SiC 기판의 경우 에피 층과의 격자 상수 차와 열팽

창계수 차이로 인하여 생성되는 에피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술적 이슈이다. 한편, 부

도체인 사파이어 기판대신 GaN 동종기판 외에 유사 구조의 Si, ZnO, β -Ga2O3, γ -LiGaO2, 

ZrB2 등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들 기판들은 사파이어에 비해 특정방향으로 격자상수가 거의 일

치하고 도전성 기판 또는 열전도가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특허 회피 기술이라는 매력이 있

으나 현재 상용화된 기판은 없으며, 특히 Si 기판은 저가형 대형 기판이라는 것과 우수한 물성 

특성 외에 Si 만이 갖는 집적회로 기술과 결합될 경우 또 다른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유망한 

기판으로 평가된다.  

II. 기판 제조 기술 

LED 기판용 재료는 사파이어, SiC, GaN, Si 등이 있는데, GaN 계열 LED의 경우에는 단가 

문제 등으로 인해 주로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며 일부 회사(Cree사)에서 SiC 기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InGaAlP 및 AlGaAs 계열 LED의 경우에는 GaAs 기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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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기판은 격자 부정합이 없는 동종기판이어서 결함제어가 용이하나 가격이 높고 양산성

이 낮아서 아직 상용 LED 기술에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과 한국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보

여주고 있으며, 결함밀도의 감소, 곡률반경의 증가 등 품질개선과 동시에 저가격화 및 기판 대형

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Si 기판은 저렴하고 대형기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격화에 

가장 유리하며 열 방출에도 용이하여 몇몇 기업에서 시도하고는 있으나 격자 부정합이 크고 사

파이어에 비해 소프트한 재료이기 때문에 결함제어가 어렵고 동작전압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현

재는 상용화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  

사파이어 기판은 표면에 마이크로 단위의 패턴을 형성한 patterned sapphire 기판을 적용하

여 광 추출 효율 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2005년 이후부터 양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대만, 한국을 중심으로 사파이어 기판이 사용되어 전광판, 신호등, 휴대폰용 청색, 녹

색, 백색 LED 소자가 램프형 및 SMD 형 패키지 제품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중/대형 LCD BLU 광원 및 자동차 전조등 그리고 2010 년 이후 조명용으로 응용되기 위한 

초고휘도 LED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결정결함제어 기술이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모재 기판 또

는 신개념의 LED 구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우수한 신뢰성을 갖는 초고휘도 LED 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파이어 기판대신 GaN

계 질화물 반도체와 결정구조가 동일한 GaN 기판기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aN 호모기

판의 경우 비교적 고품질의 기판이 개발되었지만 단가가 SiC 기판보다 높고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LED 에 상용화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405nm 파장대역의 청자색 단파장 

레이저 다이오드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현재 기록밀도보다 4~5 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표 1> 여러 가지 질화물계 LED 용 기판의 특성비교 

Lattice constant(a) 
Substrate 

Crystal 
structure 

M.P 
(℃) a b c 

TEC 
(10-6/K)

Lattice 
mismatch

(%) 

TEC 
mismatch 

(%) 

Growth 
technique 

GaN Hexa 2,300 3,189  5,185 5.59/3.17 - - 

- HVPE 

- Ammo-
nothermal 

Sapphire Hexa 2,040 4,757  12.99 7.5/8.5 -16(0001) -34/ CZ 

6H-SiC Hexa 2,700 3.08  15.12 4.2/ 3.5(0001) 25/ Sublimation 

β-Ga2O3 Mono 2,000 12.23 3.04 5.80 /4.2/4.2 3<010> 25/ FZ 

LiGaO2 Orthnr 1,600 5,402 6,372 5,007 6/9/7 0.2<001> -7.1/ CZ 

γ-LiAlO2 Tetra 1,900 5,169  6,268 7.1/7.5 1.4<100> -27/ CZ 

ZrB2 Hexa 3,220 3.17   5.9 0.5(0001) -5.5 FZ 

Si(111) Cubic 1,414 3,840   2.6 17<111> 54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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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광기록 매체에 응용하고자 니치아사와 소니사가 협력관계를 가지고 공동 

개발 중이다. 

1. GaN 호모기판 성장 

현재 LED의 기판으로 사용되는 사파이어의 경우 근본적인 에피 성장 결함에 의해 소자 성

능에 한계가 있고 특허에 의해 상품화가 원천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GaN 기판을 사용할 경우 

무결함 LED가 구현 가능하지만, 현재 GaN 기판의 높은 가격 때문에 GaN 기판을 이용하여 저

가의 LED 를 양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GaN 기판을 양산화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기관에서 HVPE(Hydride Vapor Phase Epitaxy)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HVPE 방법으로 

GaN 기판을 성장시키는 경우, 성장 후 템플릿과 GaN 결정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흔

히 레이저 리프트오프(Laser Lift-Off: LLO)를 사용하고 있으나, LLO 방법은 기판을 쉽게 그리

고 완전히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된 GaN free-standing 기판이 많이 손상되는 단점을 

갖는 것 외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이어서 GaN 의 단가를 높이는 주원인이 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히타치 전선사에서는 템플릿과 GaN 결정의 분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GaN 결정과 사파이어 사이에 많은 공극을 가진 막의 삽입을 시도하고 있으

며 사파이어 이외의 습식식각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한 기판을 연구 중에 있다.  

결정결함이 없는 GaN 호모기판은 일본의 스미토모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삼성코닝이 삼성기술원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2004 년부터 소규

모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능 및 단가 면에서 LED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당면과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림 1)과 같이 LED 소자의 발전방향은 1995년 사파이어 기판을 이용한 1세대인 n/p-접

합 LED 이종접합기술에 의해서 청색, 녹색 및 백색 LED 소자를 이용하여 전광판, 신호등, 휴대

폰용 패키지 부품이 상용화되어 연평균 성장률이 29% 이상 급격한 성장세가 진행되었고, 이후, 

고휘도 LED 소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파이어 기판 적용 시 형성되는 결정결함(dislocation 

density)을 극소화하기 위해 GaN 결정막 성장 중간에 SiO2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패터닝한 후 

재성장(re-growth) 방식을 적용하고 SiO2 절연막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마스킹된 위쪽으로의 결

정결함 형성을 최대한 억제시켜 405nm 단파장대역의 청자색 레이저다이오드 소자가 구현되어 

1999년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향후 2010년 조명시장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사파이어 기판의 한계

를 해결하고자 GaN 호모기판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결정결함이 매우 낮은 2인치 기판의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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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양산되고 있으나, 단가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실정이다.  

GaN 호모기판은, 사파이어 기판 위에 HVPE 장비를 이용하여 300 ㎛ 이상의 두께를 갖는 

GaN 후막을 성장시킨 후 최종적으로 사파이어 기판을 분리하고, 분리된 GaN 후막을 Lapping/ 

Polishing 공정 처리한 GaN 후막을 말하며, 2000 년도에 일본의 스미토모사가 사파이어 기판 

위에 1차 MOCVD 장비를 이용하여 GaN 단결정막을 3~4㎛ 성장하고 SiO2 절연막을 노광 공

정을 이용하여 적절한 모양으로 패터닝 한 후, 2차적으로 HVPE 장비에서 300㎛ 이상의 두께

를 갖는 GaN 후막으로 성장시키는 ELO-HVPE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결정결함이 

105/cm3 이하인 2인치 GaN 호모기판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지만 단가 면에서 아직까지 사
 

(그림 1) GaN 호모기판 성장 기술 및 세대별 응용  

(그림 2) GaN 호모기판 성장 기술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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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 기판과의 경쟁력에서 약세이다.  

2. 실리콘 기판 이용기술 

대구경 및 저가격 측면에서 실리콘 기판이 지닌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실리콘 위에 GaN계 

질화물 반도체 LED 에피 웨이퍼 성장에 대한 연구개발이 1989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리콘 기판 위에 GaN계 질화물 반도체를 성장시킬 경우, 2차원 성장모드 보다 3차원 성

장모드가 우선하여 평탄한 표면을 갖는 GaN계 질화물 반도체 성장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근래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AlN 또는 AlxGa1-xN/GaN 층을 교대로 반복시켜 두껍게 성장

시킨 경우, 평탄한 표면을 얻을 수 있지만 일정 두께 이상에서 과다한 Al 조성에 의한 스트레인

에 의해서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조건 및 구조 자체를 

변경하거나, 완충층 물질을 새로운 물질로 대체하는 성장기술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

리콘 기판표면에 일정한 형태로 패터닝하여 성장시키는 기술을 적용하여 LED 성능을 향상시키

려는 연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다.  

1995년부터 일본의 산켄전기사는 실리콘 기판 위에 GaN계 질화물 반도체 LED 성장을 지

속적으로 이루어 고온의 성장온도에서 AlN/GaN 초격자 구조를 약 2 ㎛ 이상 두껍게 성장시키

는 데 성공하였는데, Al 과다에 의해 발생하는 표면 크랙 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5 인치 
 

(그림 3) 실리콘 기판 위에 GaN 에피층이 성장된 SEM 및 T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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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기판위에 양질의 GaN계 질화물 반도체 LED 소자 성장에 성공하였고, 또한 동작전압과 

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리콘 웨이퍼 접합기술을 이용하여 휴대폰 키패드에 적용 가능한 수

준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LED 성능에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사파이어 기판과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아직까지 열세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3. Ammonothermal 법에 의한 GaN 단결정 성장기술 

기판과 관련한 또 다른 움직임으로 기존의 사파이어 및 SiC 기반 LED가 갖고 있는 특허에 

의한 기술적 봉쇄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체기판을 모색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저가형 기판

을 이용한 LED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Ammonothermal 법은 수정 결정성장에서 착안된 방법

 

(그림 4) MOSFET와 LED 를 결합한 Optoelectronic integrated circuit(OEIC)  

구조와 Si 기판 위에 제조한 LED 단면도 

 

(그림 5) Ammothermal 법에 의한 GaN 단결정 성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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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Ga 용해물을 이용한 GaN 결정 성장하는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1~2 인치 직경을 가진 GaN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일본 동북대 연구팀에서

는 성장시킨 GaN 결정을 이용하여 1.93eV 의 적색발광을 구현한 바 있다. 아직까지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적절한 압력, 온도 그리고 mineralizer의 최적화를 통하여 큰 사이즈의 GaN 결정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이러한 기판 성장 기술들을 통하여 저가의 대구경 GaN 

기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기타 대체 기판 

현재 연구되고 있는 대체기판은 Si, ZnO, β -Ga2O3, γ -LiAlO2 등이 있으며, 특히 Si 기판은 

저가격 및 장수명성을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존의 사파이어 및 SiC웨이퍼를 대체하여 기판

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한데 일본의 산켄전기 및 Shimei 반도체사에서는 Si 기판 위에 

GaN박막을 형성하여 450nm 파장대의 Blue LED를 출시한 바 있으며, 중국의 Lattice Power

사에서도 근래에 Si 위에 고품질 GaN 박막을 성장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LED 제조에 사용할 것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ZnO 기판은 GaN 과 같은 결정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Lattice 

mismatch가 2%에 불과하여 고품질의 낮은 결함밀도를 보유한 에피막의 제조가 가능하여 차세

대 UV 및 Blue LED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이지만, 성장속도가 느리고 제조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다. 근래에 미국의 Cermet 사에서는 가압유도 용융법을 이용하여 1,900℃ 고온에서 

용융된 ZnO 분말을 서서히 결정화하여 직경 50mm 크기의 ZnO 기판을 제조한 후 n-type ZnO

기판 위에 MOCVD 법을 이용하여 p-type 에피 ZnO 박막을 성장시켜 380nm 대의 UV LED

를 제조한 바 있다. β -Ga2O3, γ -LiAlO2 등의 산화물 기판을 이용한 GaN 에피 성장은 대학 
 

(그림 6) Shimei 반도체 사에서 Si 기판 위에 제작한 10mW Blue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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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업 연구소 수준에서 원천특허 확보 및 가능성 타진 차원으로 아직은 기초연구 단계이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 및 중국의 난징 대학 연구팀에서는 MOCVD법을 이용하여(100) β -Ga2O3 

기판 위에 GaN/InGaN 다중양자 우물구조를 갖는 LED 를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미국

의 캘리포니아 대학 및 독일의 Ferdinand-Braun 연구소 등에서는 Hybrid vapor phase 

epitaxy법을 이용하여 γ -LiAlO2 기판 위에 고품질의 GaN 박막을 형성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

며, 일본의 시즈오카 대학 연구팀 등에서는 MOCVD 법을 이용하여 γ -LiAlO2 기판 위에 ZnO 

나노튜브를 형성하여 LED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III. 결 론 

LED 핵심기술은 제품기술이 아니라 LED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로써 선진국의 특허장

벽 돌파와 시장진입 그리고 신시장 창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로 간접적인 시장창출 효과가 매

우 우수하다. 현재 기술개발이 진행 중인 기판들은 사파이어에 비해 격자상수 일치성, 도전성 및 

열전도성 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 회피 원천기술이라는 

매력이 있으므로 국가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한다면 응용시장의 잠재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SIL Proceeding 2008, Strategies Unlimited. 

[2] Strategies Unlimited, Report OM-44, 2008. 10.  

 

(그림 7) CERMET 사에서 제조한 단결정 ZnO 기판 및 LED 의 EL특성 



주간기술동향 통권 1392호 2009. 4. 15.  

 10 

[3] 광주지역 광기반 융합산업 기술로드맵, 2008. 12.  

[4] Yonemura Naomi, “Substrate technology for power LED”, Monthly ‘Display’, 2007. 2. 

[5] 이영국, “LED 기판 재료의 연구개발 동향”, 월간 세라믹스 Vol. 19, 통권222호, 2006.11, pp.68-71. 

[6] http://www.ledsmagazine.com. 

[7] http://www.lumileds.com. 

[8] http://www.ece.ucsb.edu/OTC/SSTR02/Faculty Talks PDF/Fini talk.pdf. 

[9] Yuzo Furukawa, Hiroo Yonezu and Akihiro Wakahara, “Monolithic integration of light-emitting 

devices and silicon transistors”, 19 November 2007, SPIE Newsroom. DOI:10.1117/2.1200711.0914. 

[10] Ming Pan and Jeff Nause, “Zinc oxide enables new solid-state lighting sources”, 19 October 2006, 

SPIE Newsroom. DOI:10.1117/2.1200609.0386. 

[11] Tadashi Nezu, “Shimei semiconductor develops blue LES on Si substrate at ‘1/2 cost of sapphire 

product”, Nov. 10, 2006, Tech-on, Nikkei Business Publications, Inc. 

[12] H. Y. Yeo, S. I. Jung, I. Yun, J. I. Lee, I. K. Han and S. M. Cho,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epitaxial lateral and vertical overgrowth of GaN on stripe-patterned Si substrate”, J. Kor. Phys. 

Soc., 50(3), 2007, pp.771-775. 

[13] D. Wang, Y. Dikme, S. Jia, K. J. Chen, K. M. Lau, P. van Gemmern, Y. C. Lin, H. Kalisch, R. H. 

Jansen and M. Heuken, “Characterization of GaN grown on patterned Si(111) substrates”, J. Cryst. 

Growth 272, 2004, pp.489-495.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A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I. 서 론
	II. 기판 제조 기술
	III.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