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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 on use of GaN single crystal substrates for high efficient and environment - friended high power
electronic semiconductor has be increased. The industrial business trend on GaN substrate along with its research activities
has been reviewed through the recent scientific and technical in formations on the basic of Yole report (2013). The
research on the GaN single crystal substrate has been performed continuously for the purpose of the high quality and
larger diameter, but its market has not been activat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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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및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에너지 재생 및 절약 소자인 고효
율 · 친환경 전력반도체로서 GaN 전력소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GaN 단결정 기판의 사용이 절
실히 요구되는 바, Yole사 보고서(2013)와 국내 · 외 GaN 관련 산학연의 최신 발표(2017)를 바탕으로 최근 GaN 단결정 산
업동향을 리뷰하였다. GaN 단결정 기판에 대한 연구개발은 저결함, 대구경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
장형성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블랙아웃, 환경
오염 등 에너지부족과 환경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1].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 에너지 재생 혹은
절약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효율, 친환경 전력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1, 2]. 전력
반도체란 전자기기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한 핵심부품으로 철도, 휴대전화, 디지털기기,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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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등 전력을 사용하면 발전단계에서 소비될 때까지
전류를 직류로부터 교류로, 교류로부터 직류로 전환하면
서 주파수를 변화하고, 또 전압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
전력변환을 거치는데 사용된다[3, 4]. 이러한 과정에서
최대 50 % 이상의 전력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반도체를 도입하면 전력변환효율이
약 70 % 정도 향상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준다[3, 5].
최근 40여년 동안 Si 반도체 기반의 전력반도체를 주
로 사용하고 있지만[5], 상대적으로 느린 전자이동속도,
10 nm 이하로 가공하기 힘든 점, 2 GHz 이상의 고주파
를 가하면 반도체 성질을 잃어 휴대전화 같은 이동통신
기기에 사용할 수 없는 점 등 물성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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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properties of the power semiconductors [6].

되었다. 따라서, Si 반도체 기반의 전력반도체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개발되고 있는 것이 SiC, GaN 등과
같은 우수한 물성을 갖고 있는 wide band gap 반도체이
며,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
기반 소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2].
Fig. 1은 Si, SiC, GaN의 전력반도체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GaN의 경우 Si에 비해 전반적으로 월등한 특성
을 보이며, 이는 Si 반도체 기반 전력반도체의 물성적
한계를 극복하여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온
동작, 고전압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SiC와 비교하였
을 땐 방열 특성 부분에서는 SiC의 특성이 우수하지만
고주파, 고전력 특성 면에서는 GaN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GaN은 3.41 eV의 wide band
o
gap을 가지며, 700 C에서도 안정하고, Si보다 10배 이상
높은 항복전압, 높은 전자포화속도를 가지고 있어 고내
압 · 고전류가 가능하며, 스위칭 최소화, 시스템 전력소비
최소화, 전력모듈에 필요한 냉각장치 최소화가 가능해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게 된다[1].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력반도체용 기
판은 주로 Si, SiC 기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aN 기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7]. 앞서 기술
한 GaN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GaN 소자 제
조시 동종 GaN 기판위에 소자 제작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구경 양산이 지체되는 wafer 관련 문제와 wafering 공정
이 어려운 점 등의 기술적 한계로 아직 고품질 GaN 기판
이 경제성 있게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 9].
GaN 기판의 응용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고출력 LED,
laser diode(LD), 그리고 power device가 있다. 고출력

LED로서 건축조명, 신호등, 자동차 백라이트, 휴대폰 등
에 사용되고, LD로서 블루레이, 프로젝션, 산업 및 의료
용으로, 그리고 power device로서 power supply, 자동차,
냉장고, 디지털기기 등 전력변환이 필요한 모든 부품 및
소자에 응용이 될 수 있다[7, 10].

2. 국외 시장 및 개발 동향
2.1. 국외 시장 동향
GaN 기판의 응용분야에 따른 시장 전망은 Fig. 2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대표적인 시장조사 기관인
Yole사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GaN 기판 시장은
LD와 LED 기반의 광소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고출력 LED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2017년부터는 파워전력용 소자에 GaN 기
판이 적용되고 고출력 LED용 시장에서 활용도가 급격
히 증가되며, 매년 25 % 이상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12].
Yole사 보고서에 따르면 GaN 기판과 관련된 기업들은
Fig. 3에서 표시한 기업들로 실제로 GaN 기판을 판매하
고 있는 기업들은 몇몇 기업들뿐이다[10]. 그 중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규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 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의 부분적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시장현황을 보면, 세계적으로 직경 2인치 GaN
기판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GaN template 경우
중국에서는 Pam-xiamen사와 Nanowin사가 직경 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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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orld market prospect of GaN substrates [11].

Fig. 3. Company and sales status related to GaN substrate [13].

까지[14, 15], 미국의 Kyma technologies사가 직경 6인치
까지 판매하고 있다[16]. 그러나 그 두께가 0.5~5 µm로,
8
9
−2
전위밀도는 10 ~10 cm 수준이다[14-16]. 또한 Kyma
technologies사는 bulk GaN 기판이라 하여 판매하고 있
지만 그 두께가 200~300 µm로 bulk GaN이라 하기 어
렵다[17]. 따라서 세계 GaN 기판시장이 직경 2인치를
시작으로 약간 형성되어있지만, 아직 고품위 bulk GaN
시장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2. 국외 개발 동향
국외의 GaN 기판관련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허검색
사이트 Kipris를 참고한 결과 Fig.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미국이 약 110건, 유럽이 약 64건, 그리고 일본이
약 377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2000년

을 기점으로 특허출원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Fig. 5) 2008년에는 년간 약 100건에 근접하다가 2010
년 이후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서 국가별 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설비제작기술에 대한 특허 건이 약 55 %로 가장 많았으
며, 유럽의 경우 단결정 성장기술이 약 77 %를 차지하
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저결함 및 평탄화 기술과
단결정 성장기술이 각각 47 %와 40 %로 비슷한 특허
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세부기술에 대
한 특허 동향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
또한, 최근 5년간의 국외의 GaN 기판 관련 연구개발
에 대한 동향을 조사해 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Kyma
technologies사가 2014년에 GaN template를 직경 6인치까
지 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직경 8인치의 GaN template
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19]. 유럽의 경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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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rrent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overseas GaN substrates [18].

Fig. 5. Overseas patent trends [18].

년에 영국의 틴달 국립 연구소에서 반극성의 직경 4인
치 GaN template의 생산공정을 개발하였으며[20], 2017
년에는 Seren photonics사가 산업표준 직경 4인치 및 6
인치 반극성 GaN template 생산공정 개발을 발표했다
[21]. 또한 일본의 연구개발의 경우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기업간의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Mitsubihi chemical
사는 미국의 Cree사와 계약체결을 통해 독립형 GaN 기판
을 제조하고 판매할 권리를 부여 받았으며[22], Furukawa
사는 Fuji electric사와[23], Sumitomo electric사는 프
랑스의 Soitec사와[24], Panasonic사는 독일의 Infineon
technologies AG사와[25] 협약을 체결하고 GaN 기판을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이미 2011
년에 초고휘도 LED용 직경 2인치 GaN 기판 제조기술
을 확립하였고[26], 2013년에는 직경 4인치 및 6인치 기
판을 생산하였다고 발표했다[24]. Bulk GaN 기판의 경

우 Mitsubihi chemical사가 2015년에 두께 10 mm의 직
경 2인치 bulk GaN 기판 성장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
였다[27]. 따라서 국외의 GaN 기판관련 연구개발은 GaN
template의 경우 직경 4인치까지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직
경 6~8인치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보이지만, bulk GaN
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직경 2인치 수준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3. 국내 시장 및 개발 동향
3.1. 국내 시장 동향
국내의 경우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원천기술
확보 한계와 해외 특허 등의 제약으로 인해 약 2조 7천
억 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전력반도체 시장의 9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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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omestic market status [3].

Fig. 7. Domestic patent application trends on detail technology [18].

을 미국, 유럽,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술수준은 선진국대비 50~70 %에 불과할 정도로 진입장
벽이 존재하며, 현재 발아기 수준이라 할 수 있다[3]. 국
내에서 GaN 기판 제작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한 기업은
Pan-crystal, Wisepower, Samsung, Lumistal 등이 있지
만[28-31], Pan-crystal사와 Wisepower사는 2012년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며, 삼성의 경우 직경 2인치 GaN 기
판 제작에 성공하였지만 2014년에 사업추진을 포기하였
다. 그나마 Lumistal사가 GaN 기판을 판매한다고 언급
하고 있지만 GaN template는 직경 2~3인치 크기의 10
µm 두께, GaN wafer는 직경 2인치 크기의 약 400 µm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GaN 기판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2. 국내 개발 동향
현재 국내에서 GaN 기판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조
사한 결과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외와 마찬가지

로 2000년에 들어서 특허출원 건수가 활발히 증가하였
으나 2010년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단결정 성장기술이 39.3 %로 가장
많은 특허건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결함 및 평탄화 기
술이 34.2 %, 설비제작기술이 25.9 %, 마지막으로 기판
분리 기술이 0.7 %로 가장 적은 출원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Fig. 8에서 세부기술 동향을 연도 구간별로 보면 초기
에 설비제작기술이 약 55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가 현재 8 %로 가장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반
대로 단결정 성장기술은 초기에 9 %로 가장 적은 비율
을 가지다가 현재 64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GaN 기판 제작설비기술은 개
선단계에 있고 단결정 성장기술 부분으로 관심이 집중되
며 최근에는 기판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GaN 기
판과 관련된 특허건수는 약 42건으로 그 중 Lumistal이
12건, 삼성이 7건,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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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omestic patent application trends on detail technology by year [18].

아직 형성되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2013년 1억 달러에서 2020년 30억 달러,
2025년 250억 달러로 연평균 60 % 이상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 예
상된다[12].

Fig. 9. World market forecasts of GaN substrates [12].

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한 14건으로 4개의 기관이 GaN
기판과 관련된 특허건을 약 70 % 정도 차지하고 있다
[18].
또한 GaN 기판 성장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 기
관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한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Lumistal 등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반도체 등이 GaN 기판 응용
연구를 진행 중이다[1]. 또한 전자부품연구원, LG siltron
은 GaN 기판 성장과 응용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결 론
세계 GaN 기판시장은 현재 직경 2인치를 시작으로
약간 형성되었으나, 아직 고품위 bulk GaN 시장은 형성되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개발 또한 GaN template
의 경우 4인치까지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bulk GaN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직경 2인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 향후 전개될 시장형성에 대비하여, 단결정 성장 기
술 개발에서 저결함 및 평탄화 기술에 대한 개발로 관심
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bulk GaN 기판 개
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GaN 기판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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