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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탄화규소(SiC)는 광역 에너지 금지대역을 가지며, 높은 파괴 전압, 포화 이동 속
도, 전자 이동도, 내방사선특성 등으로 인해 기존의 실리콘(Si)이나 갈륨비소
(GaAs) 등의 반도체가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고온, 고출력, 고주파수,
고밀도 방사선 내에서의 사용이 기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광대역 화합물 반도체 물
질이다. 우수한 물성을 지니는 탄화규소는 고온 고압에서의 높은 안정성에 의해서
기존의 실리콘을 대체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탄화규소 bulk 성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탄화규소 bulk 성장 방법들은 SiC powder를 source로 사용하기 때문에 powder
에서 오는 본질적인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온에서 gas precursor의
직접적인 열분해를 이용하여 SiC를 증착하는 방법인 HTCVD(high temperature
chemical vapor deposition)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다.
HTCVD 방법을 이용한 SiC의 성장이 다른 증착 방법에 비해서 빠른 이유는 흑
연으로 만들어진 수직 원통형 반응기와 source로 gas precursor를 사용함에서 오
는 독특한 메커니즘 때문이며, 이 메커니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문
헌상에서 주장되어온 메커니즘에서 주요 발생되는 거동은 온도구배, gas의 농도가
높은 정체구간, 그리고 다량의 cluster의 생성이다.
한편,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을 위해 불투명한 흑연으로 이루어진 수직
원통형 반응기 내부에서 열적,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거동(온도구배,

정체구간,

cluster의

생성)을

측정할

수

있는

In-situ

measurement장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세 가지 거동의 발생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관찰
하여 문헌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용하여 세 가지 거동의
변화 추이를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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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화학적 거동을 집중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반응기 내부만의 그리드를 적용하여 simulation scaling down을 적용
한 모델과 나머지 하나는 실제 공정과 유사한 환경의 복잡한 그리드를 적용하고 이
에 추가적으로 inductive heating과 radiation등을 고려한 모델이다.
화학적 거동을 고려한 모델을 이용하여 문헌상에서 제시하였던 cluster가 발생되
는 온도구간인(1300K-2400K)에서의 화학적 거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입구를
통해서 넣어주었던 gas들이 반응기의 위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모되면서 중간생성
물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중간 생성물들은 기판에서의 표면반응에 의
해서 소모가 된다. 또한, 이 중간 생성물들의 fraction을 비교하였을 때 Si의
fraction이 다른 중간 생성물들에 비해 약 10000배 가량 월등히 컸으며, 이를 통해
서 중간 생성물인 Si이 반응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중간 생성물들에 월등히 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의 실험은 다른 중간 생성물들의 생성량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Si의 생성량을 변화시켜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실제

공정과

유사한

환경의

복잡한

그리드를

적용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inductive heating과 radiation을 고려한 모델을 이용하여서 유입하여 주는 source
gas들, 즉 precursor들의 양에 따라 온도구배, 정체구간, cluster의 생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Silane(SiH4)

gas의

양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최적의

deposition rate을 가지는 propane(C3H8)의 유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소(H2)
gas의 양을 6000 sccm, silane gas의 양을 150 sccm으로 고정하고 propane
gas의 유량을 각각 20 sccm, 24 sccm, 28 sccm, 32 sccm 씩 늘려서 실험을 진
행 하였다. propane을 20 sccm을 넣어준 것이 cluster의 생성이 가장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Si-source인 silane gas의 영향을 살펴보는 실험에서는
propane을 20 sccm으로 고정하고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수소 gas의 양을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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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m, propane gas의 양을 20 sccm 으로 고정하고 silane gas의 양을 각각 150
sccm, 180 sccm, 210 sccm, 240 sccm 씩 늘려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Silane
gas의 양을 240 sccm 넣어 주었을 경우 cluster의 생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위 실험을 통하여 수직 원통형 반응기의 높이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온도구배, velocity magnitude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정체구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리 코일에 의한 흑연 반응기의 inductive heat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기
자체가 공정상에서 heat source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반응기의 길이를 5 %, 10 % 늘려서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반응기의 길이를 늘일수록 전체적인 온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velocity magnitude도 역시 전체적으로 증가 하게 된다. 생성되는 cluster
의 양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condensed phase로 가려고 하는 driving

force의 정도를 나타내는

super

saturation이 된 정도와 증착 속도를 비교를 하였을 때, super saturation이 된 정
도가 증가할수록 Si의 증착 속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생성
되는 silicon은 liquid 상태의 silicon cluster이며 이 silicon cluster의 양이 많아
질수록 deposition rate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넣어주는
silicon source gas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carrier gas의 양을 감소시키며, 반응기
의 길이를 늘여줄수록 silicon cluster의 양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주요어 : HTCVD, SiC bulk growth, 온도구배, 정체구간, cluster
학번 : 2012-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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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도체 사업은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
는 공정을 오랜 시간 주로 적용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현재 실리콘은 반도체 산업
에서의 주요 물질로써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발전해 나
감에 따라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반도체 공정으
로는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실리콘은 그 물리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 에너지 금지대역을 갖는 새로
운 반도체 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탄화규소(SiC)로 만든 전력소자는 고전압, 고출력, 고주파 등의 응용분야에 적합
한 차세대 전력소자이기 때문에 타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나
아가 고속전철 및 전기자동차에서의 전력 제어, 이동통신 기지국의 고주파 증폭기
등은 물론이고, 송배전 분야에서 전력제어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스템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
다.

Fig.

1-1

에서는

prototype

SiC

소자들의

뛰어난

area-normalized

performance를 보여주는데 이는 주로 sliicon power electronics의 power
density의 값에 비해 훨씬 높다. (>10X)[1]
하지만 Si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SiC는 제조하는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Si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SiC는 자연 상태에서 채광할 수는 없
고 오직 우주에서 온 운석에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정교한 결정성장 기술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SiC bulk 성장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용적인 측면을 해결할 만큼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
다. 기존에 있었던 SiC bulk growth 방법들은 source의 선택에 있어서 오는 본질
적인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growth from melt 방법의 경우에는 melt SiC를
source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매우 높은 질의 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Si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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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Lely growth 방법과
seeded sublimation growth 방법의 경우 powder를 source로 사용하기 때문에
powder의 열전도도에 의해서 균일한 source가열이 어려워 균일한 막 생성이 어렵
다. Powder가 아닌 gas precursor를 source로 사용하는 HTCVD는 기존의 PVT
공정방법들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고온에서 gas precursor의 직접
적인 열분해를 이용하기 때문에 gas의 purity 조절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저비용으로 고순도의 막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SiC bulk
growth 방법으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기존의 seeded sublimation 방법
은 성장 속도가 약 0.1 mm/h [2]인데 반해 아직 연구 단계인 HTCVD방법을 이용
한 SiC 성장 속도는 약 1 mm/h 정도이며

1 mm/h 이상도 가능하다.[3] Fig.

1-2 [5]에서는 SiC결정 성장기술들의 기술 성숙도를 보여주며, 기술 성숙도가 상
당히 높아진 PVT에 비해서 HTCVD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HTCVD방법을 좀 더 개발한다면 SiC가 기존에 반도체 업계에서 상용화
되어 있는 Si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던 cost적인 측면에서의 단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PVT방법에 비해 HTCVD방법이 더 높은 성장 속도를 가지게 되는 이론
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흑연으로 만들어진 닫힌 수직 원통형 반응기에 아래쪽
에 유입구가 있고 위쪽에 유출구가 있다. 유입구로부터 gas가 유입되고 반응기의
높이 방향으로 gas가 이동하여 유출구로 gas가 유출된다. 유입되는 silane(SiH4)
gas가 열분해 되면서 액체 상태의 silicon cluster를 만들게 되고 이 액체 상태의
cluster의 표면에서부터 탄화수소와 반응을 하여 SiC shell 모양을 만들며 탄소의
cluster 내부로의 확산에 의해서 SiC cluster를 형성하게 된다.[5] 이렇게 형성된
cluster가 반응기 내부의 convection 메커니즘에 의해 빠른 유속으로 기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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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표면에서 반응하는 화학적 거동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거동도
함께 고려가 되어서 HTCVD방법이 기존의 PVT방법에 비해 더 높은 성장 속도를
가지게 된다.
한편, HTCVD는 inductive heating을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흑연으
로 만들어진 반응기를 사용한다. 유입구와 유출구를 제외하고는 닫힌 원통의 구조
로 되어 있으며 원통형의 반응기 위쪽 부분에서부터 아래로 돌출되어 있는
susceptor 위에 SiC 성장의 seed로 작용하는 SiC wafer를 올려놓게 된다. 또한
HTCVD는 고온과 상압보다 약간 낮거나 상압과 가까운 압력에서 공정을 진행한다.
따라서 반응기와 공정 조건으로부터의 열전달, 대류, 복사 등을 모두 고려해 주어야
HTCVD의 독특한 증착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흑연 반응기
내부에 이러한 열적,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HTCVD 메커니즘에서 주
장하는 세 가지 거동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in-situ-measurement 장비가 없
는 실정이다. 이에 HTCVD방법을 발달시키는 연구가 신행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
션을 통한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수 불가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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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perimental SiC (symbols) and theoretical SiC and silicon
(lines) Schottky diode specific on resistance plotted as a function of
off-state blocking vol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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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current state of possible SiC substrate technology available
toda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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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탄화규소의 구조와 물성
2.1.1. 구조
탄화규소는 1824년 Berzelius [6]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결정다형을 가
지는 대표적인 물질의 하나이다. 탄화규소는 네 개의 탄소 원자가 사면체를 이루고
실리콘 원자가 사면체의 중심에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탄소와 규소 원자
3

들은 sp

혼성 궤도에 의한 강한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 사면체 내에서 규소와

규소 혹은 탄소와 탄소 원자 간의 결합 거리는 3.08 Å, 규소와 탄소 원자 간의 결
합 거리는 1.89 Å으로, 약 88 %가 공유 결합, 약 12 %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
다.[7]
열역학적으로

탄화규소는

고상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으로써

상평형도

[8](Fig. 2-1)에서 볼 수 있듯이 열린 계(open system)에서는 2300 ℃까지 안
정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기상의 규소와 고상의 흑연으로 열분해가 발생한
다. 닫힌 계(closed system)에서는 2830 ± 40 ℃의 고온에서 포정(peritectic) 반
응을 통하여 과잉의 액상 규소와 흑연으로 분해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화학
양론적 조성의 융액으로부터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편 일반적으로 polymorphism이란 같은 화학 조성을 가지는 물질이 한 가지
이상의 구조로 결정화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최밀충진구조에서 충진면의 적층 순
서의 차이에 의한 polymorphism을 polytypism으로 구별하여 부른다. 탄화규소에
서 최밀충진면의 적층 순서에 따른 결정다형의 수는 이론적으로 무한하면 현재까지
하나의 입방정상과 70여 종의 육방정상, 170여 종의 능면정상이 보고되었다.[9]
이와 같이 탄화규소에서 결정다형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
았으나 결정화 온도, 성장 속도, 성장 동안 발생하는 전위, 불순물의 영향, 결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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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열진동 엔트로피 등이 결정다형의 형성과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수많은 탄화규소의 결정다형 중 유일한 입방정상을 β-SiC 혹은 3C-SiC
라고 부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결정다형을 α-SiC라고 통칭한다. 결정학적으로
입방정상인 3C-SiC는 규소와 탄소의 면심입방격자가 삼차원적으로 겹쳐져있는
Zincblend 구조를, α-SiC는 육방정 Wurtzite 구조를 가지며 이들 결정다형들은
3

모두 3.21 g/cm 의 밀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화규소의 결정다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은 3C,4H, 6H, 15R 등이며, 실제 응용에 중요한 상은
3C-SiC와 6H-SiC, 4H-SiC의 세 가지이다. 탄화규소의 상을 표기하는 방법에서
앞의 숫자는 적층된 층의 수를 의미하며, 뒤의 문자는 각각 C는 입방정(cubic), H
는 육방정(Hexagonal), R은 능면정(rhombohedral)의 결정구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4개의 최밀충진면이 ABCBABCB…와 같은 적층 순서를 가진다면 이는 조밀
육방정(hcp)의 구조를 가지는 4H-SiC라고 하며 ABCABC…의 적층 순서를 가지
는 면심입방정(fcc) 구조의 결정다형은 3C-SiC라고 부른다. 이 때 A, B, C로 표
시된 각 층은 실리콘과 탄소로 이루어진 bi-layer를 의미한다. Fig. 2-2 [10]은
사면체의 모양의 이루며 carbon 하나에 Si 원자 세 개가 층 아래로 연결이 되어있
는 모습을 보여준다. , Fig. 2-3는 Fig. 2-2과 같이<0001>방향과 동방향을 고려
하였을 때의 모습이다. 두 개의 층을 고려해서 그림을 나타내었는데, 원 안에 적혀
져 있는 ‘A’가 나타내는 것은 hexagonal 구조에 있는 carbon 원자들의 위치이
다. 그 위층에 carbon이 올 수 있는 지점을 'B'와 'C' lattice site로 나타내었다. 이
러한 일련의 stacking sequence가 물질의 polytype을 결정하게 된다. Fig. 2-4은
SiC의 가능한 stacking sequence들을 보여 준다. [11] 이들 상들 간의 정확한 안
정 영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불순물, 기체 분위기, 성장 공정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5[7]에서처럼 대략적으로 2H는 1400 ℃ 이
하, 3C는 1400~1600 ℃, 4H는 1600~2100 ℃, 6H는 2100 ℃ 이상, 15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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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이상에서 각각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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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he phase diagram of the binary Si-C syste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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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Locations of Si (light) and C atoms (dark) in SiC. [10]

Fig. 2-3. Site locations for C atoms in the (0001) plane. If the first
bilayer is located on “A” sites, then the subsequent layer must fall on
either “B” or “C” sit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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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tacking sequences for five different SiC polytypes.

Fig. 2-5. The structure and temperature of occurrence in silicon carbid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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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물성
탄화규소는 우수한 전기적․기계적․열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온, 고주파,
고출력용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써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뛰어난 화학적 안정성으
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전자 소자용 재료로써 적합한 물질로 각
광받고 있다. 탄화규소와 실리콘, GaAs 등의 물질에 대한 전기적 성질을 Table
1-1[1]에 요악 하였다.
탄화규소를 고온, 고주파, 고출력용 전자 소자로 응용할 경우 물성 측면에서의
우수성은 Table 1-2[12][13]에 잘 나타나 있다. Johnson's figure of
merit[12]은 고주파용 소자 재료로써 장점을 나타내고, Keyes's figure of
merit[13]은 고출력 전력 소자로써 응용할 경우의 장점을 나타내며, Baliga's
figure of merit[14]은 고출력 전력 소자로 사용될 때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탄화규소의 figure of merit은 기존의 반도체 재료인 Si이나 GaAs 뿐만 아니라
GaN, InP등 의 화합물 반도체보다도 높은 값을 가지며 이는 물성적 측면에서
탄화규소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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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of Selected Important Semiconductor of Mjor SiC
polytypes with Silicon and GaAs. [1]

Property
Bandgap (eV)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Breakdown Field
17

-3

ND=10 cm (MV/cm)

Si
1.1
11.9

GaAs
1.42
13.1

0.6

0.6

4H-SiC
3.2
9.7

6H-SiC
3.0
9.7
//c-axis

//c-axis:

:3.2

3.0

⊥c-axis

3C
2.3
9.7

>1.5

:>1
Thermal Conductivity
(W/cm-K)
Intrinsic Carrier
-3

Concentration (cm )
Electron Mobility
16

-3

2

@ ND=10 cm (cm /V-s)
Hole Mobility
16

-3

2

@ NA=10 cm (cm /V-s)
Saturated Electron Velocity
7

1.5

0.5

10

1.8x10

1200

~ 10

-7

~ 10

-5

//c-axis

//c-axis

: 800

:60

⊥c-axis:

⊥c-axis

800

:400

3-5
~ 10

750

320

115

90

40

1.0

1.2

2

2

2.5

N: 45

N: 85

P: 80

P: 80

Al: 200

Al: 200

Al:

B: 300

B: 300

270

5

5

None

P:45

Shallowest Ioniztion

As:

Energy (meV)
Acceptor Dopants &

54

shallowest Ionization

B:45

Wafer Diameter (cm)

6

3-5

420

(10 cm/s)
Donor Dopants &

Energy (meV)
1998 Commercial

6500

3-5

Si:5.8
Be,
Mg,C
: 28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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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0

Table. 1-2. Figures of merit of various semiconductors. [12][13]

(EVs/2π)
11

(x10 /V/s)

1/2

σT(Vs/K)
(W/cm

1/2 1/2

s

℃)

JFM

KFM

BFOM

CFOM

Si

9.5

13.8

1.0

1.0

1.0

1.0

GaAs

25.0

6.3

6.9

0.456

15.7

7.36

β-SiC

320.0

80.3

1137.8

5.81

4.4

-

4H-SiC

289.0

76.1

932.3

5.51

-

393

6H-SiC

250.0

70.7

695.4

5.12

-

393

GaN

159.2

24.3

281.6

1.76

24.6

404

Diamond

859.4

444.0

8206.0

32.2

101

3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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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의 목적
2.2.1.SiC bulk 성장방법들의 특징과 한계점
2.2.1.1. Growth from melt
Growth from melt 방법은 가장 상업화, 최적화 되어있는 단결정 반도체를 성장
시키는 방법이지만 SiC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리 실현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왜
냐하면 보통의 엔지니어링 조건에서는 SiC는 액체 상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SiC를 화학당론적으로 녹이는 것은 3200 ℃이상,
5

10

bar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1412 ~ 2830 ℃의 온도 구간에서 silicon에서의

탄소의 용해도는 0.01 ~ 19 % 정도이지만 고온에서는 silicon의 증발로 인해 성
장이 불안정하다. 탄소의 용해도는 특정 금속들(예, praseodymium, terbium,
scandium)을 첨가하여 증가 시킬 수 있다. 이는 Czochralski 결정 성장 방법과 같
이 결정을 잡아 당겨서 성장시키는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물질
에서 금속의 용해도는 필요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14][15]
Fig. 2-6은 Czochralski 결정 성장 방법의 공정 순서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growth from melt 방법을 이용
하여 SiC를 2200 ℃ 와 150 bar에서 성장시킨 연구가 있다. 도가니는 흑연으로
만들어 졌고, 이 도가니 역시 탄소의 source로 작용한다. 이 기술은 공정에 드는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실현화 될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용액에서부터 성장시키는 것은 gas 상태로부터 성장시키는 기술
에 비해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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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Lely growth
Lely growth 방법은 요즘에도 가장 좋은 질의 결정을 성장시킬 때 사용한다.
Lely growth 방법의 개략도는 Fig. 2-7 에 나와 있다. CVD에서는 막의 성장이
초기 유입해주는 gas의 성분에 의해 결정되지만 Lely growth 방법은 시스템 내에
서 온도구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스템은 화학적 평형상태에 가깝고 SiC를 형성하
는 중간상들의 부분압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압력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 이 압력 차이가 도가니의 뜨거운 부분에서 도가니의 차가운
부분으로의 mass transport를 야기하게 된다. [17][18][19][20][21]
Lely growth 공정 방법에서 온도 분포는 원통형의 도가니에서 제일 처음 시작
부분에서의 온도가 가장 낮다. Lely growth 방법은 따로 seed를 사용하지 않고 다
공성의 흑연을 seed로 사용한다. 이 다공성의 흑연이 source를 붙잡아서 핵 생성
점이 된다. 이 핵 생성 점은 매우 작지만 여기서부터 핵이 성장을 하게 되어 점점
커지게 되어 주로 육박정계 결정 모양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Lely growth 방법은
seed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핵의 크기가 보통은 손톱 크기 정도로 제한적이고
균일하지가 않다.

2.2.1.3. Seeded sublimation growth
Seeded sublimation growth 방법은 PVT(Physical vapor transport)방법이라
고도 불리 운다. 이것은 또한 modified Lely growth 방법이라고도 불리 운다. 기
하학적인 측면에서는 Lely growth 방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다공성의 흑연을 seed
결정 대신으로 사용하는 Lely growth 방법과는 다르게 Seeded sublimation
growth 방법은 핵생성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seed 결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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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eeded sublimation growth 방법은 요즘에 단결정 SiC를 성장시키는 대표
적인 방법이 되었다[15][22][23][24][25][26][27][28]. source에 있는 다결정
SiC가 높은 온도(1800 ~ 2600 ℃)와 낮은 압력에서 승화하여 생성된 gas들이
natural transport mechanism에 의해 온도가 낮은 seed 결정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온도가 낮은 seed 결정에서 supersaturation에 의해서 결정화가 일
어나게 된다. seed 결정은 주로 불순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가니의 제일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Seeded sublimation growth 방법의 개략도는 Fig. 2-8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도가니는 전자기적 유도에 의해서 개략도 Fig. 2-8에서도 할 수 있듯이 가열된
다. 보편적으로 주파수는 10 ~ 100 kHz정도 이다.
이것을 응용하여 만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도가니의 모양
과 온도 구배를 바꿔가면서 결정 성장을 시킬 수 있다. 전기 저항을 이용한 유도
가열은 온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발전된 방법이지만 더 비싸
고 공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기저항 요소는 원하는 높은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승화를 시키는 방법은 증착이 되는 동안에 비활성 gas의 압력을 조
절하거나 코일의 위치를 바꾸면서 조절할 수 있다. 시스템 안에서의 화학 조성은
source와 도가니 물질을 변경하여 조절할 수 있다. 원하는 높은 온도에서 공정을
하기 위해서 도가니 물질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도가니 물질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다. 도가니 물질은 주로 탄소 물질들을 사용하는데 적어도 두 종
류 이상의 흑연이 사용된다. 하나는 조밀한 흑연으로 전기와 열이 잘 전도 되는 것
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공성의 흑연이어서 전기와 열이 잘 전도 되지 않는 것이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도가니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tantalum을 도가니 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9]
Seed 결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Lely growth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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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ly growth 방법이 가졌던 양 질의 결정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높은 전위 등의 결
함의 수와 micropipe의 밀도를 가진다. 하지만 양 질의 seed 결정, 즉, 양 질의
seed wafer를 선택함으로써 결함의 수와 micropipe의 밀도를 줄일 수 있다. 한편,
seed wafer를 사용하게 되면 wafer의 크기의 제한에 있어서 성장 시킬 수 있는
SiC의 크기에도 제한이 생기게 된다. 또한 polytype이 상형되는 것과 성장 모양을
조절하기 힘들고 도핑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Table. 2-1에서
는 제조사에 따른 SiC wafer의 다양한 micropipe의 밀도를 확인 할 수 있고
Table. 2-2에서는 SiC bulk 결정의 다양한 크기를 확인 할 수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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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zochralski method process. [31]

Fig. 2-7. A schematic drawing of the Lely growth metho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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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A schematic model of an inductive heated seeded sublimation
geometry.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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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ize of SiC bulk Crystals. [30]
Firm

Demostration

Production

Cree Research

3 inches

2 inches

Northrop Grumman

3 inches

NA

ATMI/Sterling

3 inches

1 3/8 inches

Nippon Steel

2 inches

1 inch

-2

Table. 2-2. Micropipe Density in SiC wafers (cm ). [30]
Commercial wafers
Firm

Standard
Grade

Cree
Research
ATMI
Northrop
Grumman
TDI(epi
+

wafers )

>101-200

Best R&D wafers

Select Grade
31 ~ 101

*

Diam.<2-inch

Diam. 2-inch

0.7

26

~100

12

NA

2

<20

<0.5

5

2

50

Nippon Steel

*Cree is also selling Low Micropipe Grade SiC wafers with micropipe
density less than 30 cm-2.
+Note that these are epitaxial wafers, not bulk 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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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igh temperature chemical vapor deposition(HTCVD)
2.3.1. HTCVD의 특징
2.3.1.1. 반응기의 형상 및 특징
HTCVD는 흑연으로 만들어진 도가니, 즉 흑연 반응기를 사용한다.[33][34] 이
흑연 반응기는 일명 굴뚝 반응기라고도 하며, 수직 원통형 모양으로 유입구와 유출
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혀있다. 반응기 아래쪽의 유입구로 gas가 들어가고 반응
기 위쪽의 유출구로 gas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free convection과 forced
convection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gas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여기서 특히 유입
구의 위치는 원통형 반응기의 중심축과 같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데 그 이유
는 들어가는 gas가 열분해 하여 발생하는 heterogeneous한 반응이 아니라
homogeneous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다. 기판은 불순물의 흡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응기의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기판이 증착이 되는 부분이 유입구를 바라
보게 된다. 기판을 접착할 때는 녹인 글루코스를 사용한다. 반응기를 air-cooling하
기 위해 투명한 석영으로 이루어진 원통으로 크게 감싸고 있고 이것을 다시 구리
코일이 크게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흑연으로 만들어진 반응기가 구리 코일
의 inductive heating에 의해서 가열이 되는데, 이때 생성된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영으로 이루어진 원통이 코일과 반응기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HTCVD 반응기의
개략도는 Fig. 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gas precursor의 연속적인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이 powder를
source로 사용하여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높은 순도의 gas들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C/Si의 비율을 조절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만큼의
긴 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미 2 inch wafer를 15 mm두께를 성장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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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의 두께를 성장시키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34]
공정온도는 약 2000 K이상이며 상압, 혹은 상압보다 약간 낮은 압력에서 공정을
진행을 한다. (200 ~ 800 mbar)[35] HTCVD공정을 이용한 SiC 결정의
deposition rate는 약 0.5 ~ 1 mm/h 정도이고 1 mm/h 이상도 가능하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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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Schematic drawing of the graphite crucible used for the HTCV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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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Precursor 및 carrier gas
Si source로 sialne(SiH4)이 주로 사용되고 C source로는 탄화수소가 쓰이며
주로 propane(C3H8), methane(CH4), ethylene(CH), acetylene(C2H2) 등이 사
용된다.[35] Carrier gas로는 주로 수소가 사용되며 헬륨이나 질소 등 이 사용될
수 있으며, 수소와 헬륨의 혼합 gas를 사용할 수도 있다. Silanegas는 열분해 하여
쉽게 Si cluster를 생성한다.[36][38] 그리고 특정 온도구간에서 Si cluster는 액
체로 존재한다.

2.3.2. HTCVD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2.3.2.1. 빠른 SiC 성장의 메커니즘
유입구로부터 Si precursor인 silane(SiH4)과 C precursor인 propane(C3H8)
그리고 carrier gas인 수소를 함께 넣어 주게 된다. 반응기의 아래쪽에 있는 유입
구로부터 위쪽의 유출구로 gas가 이동함에 따라 구리 코일에 의한 inductive
heating에 의해서 gas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서서히 gas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
면 넣어주는 precursor들이 열분해 된다. Silane gas는 1400 K 이상에서 쉽게 열
분해 되어 silicon cluster를 형성한다.[36][5] 마찬가지로 propane gas는 복합
탄화수소 물질로써 열분해 되어 methane(CH4), ethane(C2H6), ethylene(CH)
등의 탄화수소(CxHy)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Silane gas의 열분해로 생성된
silicon cluster는 HTCVD 공정 압력과 공정 온도에서 열역학적 안정성에 의해 액
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는 또한 super-satura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액
체 상태로 존재하는 silicon cluster의 표면에서부터 탄화수소와 표면반응을 하여
SiC shell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탄화수소에서의 수소는 silicon cluster의
표면에서 쉽게 수소 gas의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며 탄소는 확산을 통해서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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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의 내부로 이동하여 SiC cluster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생성된 SiC가 원
통형 반응기의 모양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온도구배와 정체구간에 의해서 빠른 유
속에 의해 기판 쪽으로 이동한 후 열분해하여 SiC 결정을 생성하게 된다. Fig
2-10 에서는 각각의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도식화 하였다.
HTCVD가 다른 PVT 방법에 비해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는 이유는 위 메커니즘
에 있다. 원통형의 반응기가 inductive heating을 통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열의 전
도, 복사, 대류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Fig. 2-11은 반응기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
를 온도 구배라고 한다.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밀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
해 발생하는 현상이 기체의 대류현상이다. 다음은 원통형 반응기에 작용하는 대류
현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buoyancy effect와 pascal law에 대한 간략한
수식이다.
buoyancy effect
net force=(ρ∞-ρ)gV

 

 
   
 

 ∞  
 ∆
≈      
 ∞  
 ∆

∆ ≈ ∆ 

pascal law


 ∞


ρ : the density of gas
ρ∞ : the density of surrounding gas
β :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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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temperature
 : the pressure
 : the height
이러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다소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구간에 특정 부
피의 공간 박스를 상상해 보자. 공간 박스의 아래쪽에서 gas가 유입되고 위쪽으로
gas가 유출된다면, 유입구에서의 gas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밀도가 높
아 위쪽으로 대류하려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고 유출구에서의 gas의 온도는 상대
적으로 낮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 아래쪽으로 대류하려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이때
넣어주는 전체적인 gas의 속도는 반응기의 위쪽이기 때문에 임의로 설정한 공간 박
스의 아래쪽의 gas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공간 박스의 위쪽의 gas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되어서 들어가는 gas의 속도가 나가는 gas의 속도보다 더 빠
르게 된다. 이러한 속도 차에 의해서 공간 박스 안에서의 gas의 농도가 다른 지역
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고, 문헌상에서는 이를 정체 구간(stagnant flow)이라고 부
르고 있다.[41][37]
상대적으로 gas의 농도가 높은 정체구간에서 형성되는 cluster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많은 양의 cluster가 빠른 유속에 의해서 기판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PVT 방법들에 비해서 HTCVD의 SiC 결정 성장 속도가 빠르게 된다.
따라서 cluster의 형성이 SiC 결정 성장에 직접적인 원인을 끼치게 되며 특히
cluster가 많이 형성이 될수록 SiC 결정 성장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통형의 반응기와 같은 중심축을 가지도록 유입구의 중심축이 정해지고
silicon source로 작용하는 silane과 carbon source로 작용하는 propane의 농도
가 높기 때문에 heterogeneous한 핵 성장 보다는 homogeneous한 핵 성장이 우
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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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Growth species supply mechanism in the HTCVD.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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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HTCVD process and a temperature graph.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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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메커니즘 상의 세 가지 거동 및 시뮬레이션의 필
요성
SiC는 현재 소자의 고집적화와 소형화에 의해서 silicon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대체물질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SiC는 자연 상태로 존재할 경우, 지구상에서
채광할 수가 없고 오직 우주에서 오는 운석을 통해서만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고 공정상에서의 기술적 성숙도의 문제로 인하여 silicon을 대체하기에는 높은 비
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적 측면에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SiC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bulk 성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Bulk
성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리 높은
deposition rate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HTCVD방법으로 SiC를 증착할 경우 기존의 PVT방법에 비해서 SiC의 성장 속
도가

높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흑연으로

이루어진

수직

원통형

반응기를

inductive heating에 의해 가열하고 gas precursor의 직접적인 열분해가 적용되는
것이 있다. 흑연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반응기를 inductive heating을 함으로써 원
통형 반응기 자체가 heat source로 작용하여 원하는 부위의 고온 가열이 가능해
지고, 고체 powder가 아닌 gas precursor를 사용함으로써 powder가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powder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으로는
powder의 열전도도에 의해서 균일한 가열이 어렵고 이로써 증착속도를 조절하기가
힘들며, 균일한 막질의 형성도 어렵다는 것이 있다. 닫힌계에서 powder가 녹고 승
화되면서 화학적 상태, 열적 안정성을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gas 상태의
precursor의 직접적인 열분해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
다. forced convection보다 free convection이 우세한 상황에서 온도 구배에 의해
서 유속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유속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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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비교적 gas의 농도가 높은 지역이 생성되게 된다. SiH4의 경우 반응기 내부
에 유입되면서 Si으로 열분해하기 시작하여 액체상태의 Si cluster를 생성하게 되
는데 이것이 표면에서 탄화수소와 반응하여 SiC shell모양을 이루며 SiC cluster를
생성하게 된다. cluster는 하나의 분자크기에서 bulk 크기를 가지는 원자들이나 분
자들의 결합을 뜻한다. Si cluster는 소량의 C에 의해서도 생성이 되며 Si cluster
의 양이 많을수록 증착속도는 더 커지게 된다.
한편, 위 메커니즘을 증명하기 위하여 메커니즘 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거동인 온
도 구배, 정체구간, cluster의 생성을 물리화학적, 열적 안정성을 깨뜨리지 않고 직
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in-situ measurement 장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SiC
의 deposition rate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시뮬레이션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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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Si liquid cluster indicating factors
2.3.3.1. Super saturation
Supersaturation은 특정한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partial
pressure와

equilibrium

partial

pressure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Supersaturation이 된 정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condensed phase로 존재하는
것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upersaturation을 또한
condensed phase로 상변화를 하려고 하는 driving force라고 보아도 무관하다.
Supersaturation coefficients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Eq. 2-1)
α : supersaturation coefficient
P : actual partial pressure
P0 : equilibrium partial pressure
Fig. 2-12, fig. 2-13, fig. 2-14에서 silicon의 equilibrium partial pressure
를 유추해 낼 수 있다.
또한 [70]에서 열역학적 analysis를 equilibrium pressure의 계산으로 구해내는
데 이 계산은 기본적인 equilibrium constant들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다음은
equilibrium constant들을 추정하기 위한 chemical reaction isotherm 방정식들이
다.

∆      (Eq. 2-2)

 : universal gaseous constant in cal/deg-mole
∆   : the change of isobaric-isothermal potential in the course of the
reaction, in cal/mole

 : the equilibrium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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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he temperature in K and ∆  

∆   ∆    ∆  (Eq. 2-3)


     
 (Eq. 2-4)
  ∆  

 : the total heat content of the component in cal/mole
∆   : the change in enthropy(standard) during the process in /deg-mole

∆  
: The SiC(hex) heat of formation

  
∆  


[43][44][42]에서 ∆   를 구하기 위해서 initial data를 참고하였고, Si2C(gas)와
SiC(gas)의 heat of formation은 [45]에서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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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g. 2-12. Plots of equilibrium partial pressure (P Si) and vapor partial
S

pressure of silicon vapor at the melt surface (P
chamber pressur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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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as a function of

e

Fig. 2-13. Plots of equilibrium partial pressure (P Si) and vapor partial
S

pressure of silicon vapor at the melt surface (P
temperatur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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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as a function of

Fig. 2-14. Equilibrium partial pressures for various species in Si-C
system assuming condensed SiC and carbo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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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imulation
2.4.1. Simulator의 특징과 한계점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사용하였으며 CFD-GEOM을 이용하여
그리드를

작성하고

CFD-ACE+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계산을

진행

후

CFD-VIEW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Multiphysics 시뮬레이션을 위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수학적 방법과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양한 유동 메커니즘을 이용
하여 유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고 분석하는 것이다. CFD의 기본 이론은
다음과 같다. 지배방정식이 존재하고 이를 각 변수들의 계수들에 대한 matrix 계산
을 진행하고 선형방정식을 풀기위한 반복법 solver를 이용한다. 지배방정식은 아래
수식(Eq. 3-1)에 나타내었다.


 ∇ ∙ 
   ∇ ∙ ∇    (Eq. 3-1)






각 항인  , ∇ ∙     , ∇ ∙ ∇  ,


 는 차례대로 transient term,

convection term, diffusion term, source term을 나타낸다. 이들이 실제 적용되
는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원리의 개략도를 Fig. 2-15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유
체의 경우 모멘텀 방정식 및 연속 방정식으로 되어있고 압력을 직접적으로 지배하
는 방정식이 없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고 압력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알고리
즘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 각 항을 이산화 하고 선형화 한다. 그리고 나서 생성된
선형방정식을 반복법 solver를 이용하여 전 영역의 matrix를 풀어서 수렴시킨다.
matrix의 모습은 Fig. 2-16에 나타나 있고 이 선형방정식 계산 절차의 모식도는
Fig.

2-17에

나타나있다.

또한

CFD-ACE+는

CFDRC에서

개발한

Free

Software인 DTF(Data Transfer Feasibility)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모든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즉, 유저가 만드는 격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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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DTF라는 확장자를 갖는 파일을 통해 공유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핵심
프로그램인 CFD-GEOM, CFD-ACE-GUI, CFD-VIEW 등은 Python이라는
Script Language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격자 생성에서부터 해석 그리
고 후처리까지 모두 Python Language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해석에 관련된 모든
프로세서를

자동화할 수 있고,

더욱이

Parametric

Study,

DoE(Design

of

Experiment) 그리고 Optimization에 이르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유저가 직접 만
든 특화된 GUI에서 수행 할 수 있다. 응용분야로는 semiconductor, automotive,
combustion, MEMS, Fuel cell등 다양하다.[47]
하지만 CFD-ACE+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고체가 액화되어 출렁이는 모습이
나 고체가 승화되어 고체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 등 상이 변한 모습, 형상의 변화는
구현이 불가능 하다. 특히 기체가 응축이 되어 condensed phase로 변화한 모습도
구현이 불가능하다. 단지 경계영역, 그리고 하나의 셀 안에서의 속도, flux 등의 벡
터 값과 존재하는 물질의 비율 등의 수치를 계산해 낼 수 있다. 또한 유동에 특화
되어 있고, atomic scale이 아닌 macro scale이기 때문에 원자와 같은 atomic
scale을 표현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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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General transport equation이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식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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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선형방정식 solver에 적용하기 위한 matrix.

Fig. 2-17. 반복법 solver를 이용한 선형방정식 계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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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Residual의 정의와 Iterations
시뮬레이션 상에서 정의 되는 residual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Eq. 3-2)

물리적으로 Rp는 각 제어체적에 대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나머지 는 시뮬레이션 상
에서 계산되는 여러 가지 물성들의 값을 뜻한다. 해가 완전히 수렴되었을 때 Rp는
0이 되어야 한다. Residual의 plot을 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NOR,
UNOR option이다. 기본적으로 normalized residual이 나타내게 되며, 이는
iteration

동안

최대

residual로

normalize한

값을

나타낸다.

Normalize된

residual의 값을 기준으로 convergence criterion 값을 이용하여 수렴을 판정한다.
기본적으로 10-4의 criterion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수치적으로 수렴한 값을 의
미한다. 수치적으로 수렴한 결과가 물리적으로 대부분 수렴하지만, 정확한 수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출구의 flux가 보존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iteration은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데 반복 횟수는 residual이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되
는 횟수를 뜻한다. 해가 수렴하지 않을 경우 무한반복을 막기 위해서 최대 반복 횟
수를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차 범위의 residual도
수렴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혹은 제대로 된 계산 값이 아닌 오차의 값이 누적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최소 residual을 지정하여 그 이
하의 값은 0으로 적용한다. CFD-ACE+는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mited Equations) 계열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SIMPLE 계열의 알고
리즘은 1972년 Patankar and Spalding에 의해 도입되었다. 연속방정식을 변환하
여 수정된 압력방정식(modified pressure equa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계산의 편
의를 위해서 velocity correaction 시 이웃항의 효과를 생략하였다. 이러한 항의
생략은 SIMPLE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러한 항으로 인해서 해가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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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SIMPLER는 SIMPLE 알고리즘에서
생략된 항을 추가한 것으로 압력 방정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풀이하여 5개의 방정
식(3차원 N-S, 압력 수정, 압력)을 적용한다. 매 iteration시 계산 시간은 증가하
지만, 수렴하는데 필요한 총 iteration이 감소하고 압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IMPLEC은 SIMPLE 알고리즘의 생략한 항을 생략하지 않고
푸는 방법으로 현재 CFD-ACE+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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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solution

procedure

in

CFD-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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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simulation

program

Fig. 2-19. CFD-ACE+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해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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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화학적 거동을 고려한 모델
3.1.1. 그리드 형상
HTCVD가 가지는 메커니즘의 특징 중 하나인 화학적 거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서 흑연으로 만들어진 반응기의 내부만을 그리드로 작성하였다. HTCVD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symmetry한 원통형의 반응기를 가지기 때문에 3D로 작업을
하는 것과 2D로 작업했을 때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scaling down을 위하여 2D 작업을 하였다. 원통형 반응기를 중심축을 포함하여 자
른 단면이 또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symmetry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simulation의 scaling down을 위해 중심축으로 잘라 반으로 그리드를 작성하였다.
원통형 반응기 CFD-GEOM을 이용하여 작성한 그리드의 개형은 Fig. 3-1과 같
다. 반응기 내부의 높이는 0.1 m이며 가운데 지점인 0.05 m에 substrate가 존재
하게 된다. mesh 생성 시에 hyperbolic tangent를 이용하여 벽면 쪽에 cell수가
많아지도록 조절하였다.

3.2.2. 실험 조건 및 가정
실험 조건 및 가정은 Geometrical conditions, Chemical conditions(표면반응
유/무로 나누어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Physical conditions 등이 있다.
Simulation modules는 flow, heat trasfer, chemistry/mixing을 적용하였다. 반응
기 내부의 높이는 0.1 m이고 아래쪽에서 gas가 들어가서 0.05 m 지점에 있는
substrate를 거친 후 위쪽으로 유출된다. 반응기의 내부 벽면이 전체적으로 heat
source로 작용한다고 설정하였고 문헌상에서 silicon cluster가 생성되는 온도인
1300 K ~ 2400 K가 구현이 되도록[5] heat source의 power를 조절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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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Inlet gas의 initial temperature는 1000 K로 고정하고 substrate의
온도가 1500 K 이상이 되도록 heat source의 power를 조절하였다. Base
2

pressure는 100000 N/m 로 설정해 주었고, Ideal gas law, Mix kinetic theory,
Mix JANAF Method, Prandtl number, Shmidt number를 이용하여 volume
condition을 지정해 주었다. Inlet gas는 H2, SiH4, C3H8으로 각각의 Mass
fraction이

standard

inlet

amount인

0.9970981797,

0.001104738362,

0.0017970819가 되도록 mixture를 생성하였다. Gas phase reaction은 110가지
의 equation을 사용하였고, 38가지의 species를 고려하였다. H2-C3H8-siH4의
시스템에서 모든 것들을 incorporating하기는 불가능하다.[50] 따라서 [50]에서
제시한 방법을 응용하여 여기서는 4개 이상의 carbon이나 silicon atom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제외시키고 진행하였다. 화학식들은 [52-68]를 참고하였다.
surface reaction의 유무에 따른 gas phase 중간 생성물들의 거동을 보기 위해
위 조건은 동일하되 surface reaction의 유/무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SiC deposition rate는 동일한 CFD-ACE+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ilicon carbide의 epitaxial growth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던 Orjan Danielsson
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carbon이 충분히 있다는 가정하에 silicon의 deposition
rate을 이용하여 구하였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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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화학적 거동을 보기 위해 원통형 반응기의 symmetry를 이용하여
scaling down하여 작성한 그리드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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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nductive heating과 radiation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복잡
한 모델
3.2.1. 그리드 형상
HTCVD가 가지는 메커니즘에서 주장되는 온도구배와 정체구간, cluster의 생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적 거동을 보기위해 작성하였던 그리드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드를

작성하였다.

Simulation

scaling

down을

위하여

원통형

반응기의

symmetry을 이용하여 2D로 제작하였다. 실제 증착 상황과 흡사한 환경을 구현하
기 위하여 반응기 뿐 만이 아니라 반응기를 감싸고 있는 felt insulation과 반응기
를 밀어 넣는 흑연 loader, 반응기를 감싸고 있는 quartz tube 및 구리 코일을 모
두 고려해 주었으며 구성 요소들을 Fig. 3-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Composition :
① inductive coil, ② quartz tube, ③ air, ④ graphite reactor, ⑤ felt insulation, ⑥
substrate, ⑦ graphite loader) 구현하고자 했던 system의 폭은 380 mm이고 높이

는 500 mm를 가지며 Fig. 3-2은 system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Gas는 아래쪽의
유입구를 통하여 유입되고 반응기 위의 유출구를 통하여 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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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적용한 HTCVD system의 개략도 (Composition : ① inductive coil, ②
quartz tube, ③ air, ④ graphite reactor, ⑤ felt insulation, ⑥ substrate, ⑦ graphite
l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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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험 조건 및 가정
실험의 목표는 HTCVD의 메커니즘에서 발생되는 세 가지 거동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규명하고 변수들을 이용하여 변화 추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변수들을 이
용하여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를
reference라고 명명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Reference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하여 HTCVD 장비를 직접 set up 하였던
논문을 참고하여 시뮬레이션 조건을 잡았다. [5]사용한 Modules는 Flow, Heat
transfer, Chemistry/Mixing, Radiation, Magnetic인데 화학적 거동을 보기 위해
진행하였던 시뮬레이션에 비해 추가적으로 열의 radiation과 inductive heating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와 유사한 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화학적 거동을 보기위해 진
행하였던 시뮬레이션에 비하여 많은 수의 cell을 적용하였고 복잡한 modules를 사
용하였기 때문에 scaling down을 위해 2D 그리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Base temperature와 base pressure를 각
2

각 300K, 80000N/m 으로 지정해 주었고 원통형 반응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특이
한 convection과 diffusion 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력을 9.8 m/s2으로 지정해
주었다. 또 Ideal gas law, Mix kinetic theory, Mix JANAF Method, Prandtl
number, Shmidt number를 이용하여 volume condition을 지정해 주었다. Inlet
gas는 SiH4, C3H8, H2를 사용하였으며 유량은 각각 150 sccm, 20 sccm, 6000
sccm으로 하여 mixture를 생성하였다. 바깥쪽 air의 경우에는 N2와 O2의 mass
fraction이 각각 0.767, 0.233이 되도록 하여 mixture를 생성하였다. 마찬가지로
gas phase reaction은 110가지의 equation을 사용하였고, 38가지의 species를 고
려하였다.
화학적 거동을 보기위해 진행했던 시뮬레이션으로부터 inlet gas가 소모가 되면
서 생성되었다가 기판 쪽에서 반응하여 사라지는 거동을 보이는 중간생성물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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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었던 silicon이 표면반응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중간생
성물들 중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제 silicon source로 사용하는
SiH4의 유량을 변화시키기 전에 최적의 deposition rate을 가지는 propane의 유량
을 구해내기 위해서 propane의 유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았
다.
Reference로 두었던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유량인 SiH4/C3H8/H2=150/20/6000
[단위 : sccm] 의 조건에서 SiH4과 H2의 유량을 일정하게 고정하고 C3H8의 유량
을 20 %, 40 %, 60 %씩 증가 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최적의 조건은 propane gas의 유량이 20 sccm일 때였기 때문에 propane gas
의 유량을 20 sccm으로 고정시키고 carrier gas의 유량도 6000 sccm으로 고정
시킨 후에 silane gas의 유입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중간생성물인 silicon의 거동과
이에 deposition rate가 받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reference로 두었
던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유량인 SiH4/C3H8/H2=150/20/6000 [단위 : sccm] 의
조건에서 H2와 C3H8의 유량은 일정하게 고정하고 SiH4의 유량을 20 %, 40 %,
60 %씩 증가 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reference로 두었던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유량인 (SiH4/C3H8/H2 =
150/20/6000 [단위 : sccm]) 의 조건에서 SiH4과 C3H8의 유량을 일정하게 고정
하고 H2의 유량을 각각 1000 sccm씩 감소, 증가 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forced convection을 발생시키기 위해 아르키메데스 넘버를 만족하도록
carrier gas의 유량만을 10000 sccm, 15000 sccm, 20000 sccm으로

조절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다.
흑연으로 만들어진 반응기가 구리 코일의 inductive heating에 의해서 heat
source로 작용하게 된다. 구리 코일의 경우 흑연 반응기를 전부 감쌀 수 있도록 디
자인되었기 때문에 흑연 반응기의 길이를 늘이게 되면 heat source의 길이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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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
펴 볼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인 반응기 입구부터 기판까지의 거리 48 mm를 각각 5
%, 10 %씩 늘려서 변화된 거동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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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토의
4.1. 화학적 거동을 고려한 모델의 분석
4.1.1. 표면 반응을 고려하였을 때의 화학적 거동 연구
HTCVD 메커니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화학적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반응
기 내부만을 그리드로 작성하고 반응기 벽면을 heat source로 지정하였다. Gas
phase reaction 뿐만이 아니라 surface reaction도 고려해 주어 시뮬레이션 모델
을 작성하였다. 화학적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입된 gas들의 소멸정도에 따라
어떤 것들이 생성되었으며 이것들이 다시 소멸되어 다른 어떤 형태의 화합물이 생
성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화학식들이 구
현되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멸되고 생성되는 gas component들의 fraction
을 살펴보았다. 유입되는 source precursor gas인 SiH4, C3H8의 mass faction을
Fig. 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4-1의 reactor height은 Fig. 3-6의 반응기
내부의 높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Fig. 4-1의 y 축의 0.00 m에 해당하는 것
이 유입구 쪽이며 유출구 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반응기 내부의 높이 부분
의 중간 지점에 기판이 위치하게 된다. Fig. 4-1의 빨간 라인은 SiH4의 mass
fraction을 나타낸 것이고 반응기의 유입구에서

유출구로 갈수록 작아진다. Fig.

4-1의 까만 라인은 C3H8의 mass fraction을 나타낸 것이고, 마찬가지로 반응기의
유입구에서 유출구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입된
source precursor gas들이 반응기의 유입구로 유입되면서 열분해 하기 시작하여
소멸되면서 유출구로 갈수록 그 양이 점점 더 적어지며 기판으로 가기도 전에 모두
열분해 되어 사라진다는 것이다. SiH4, C3H8 두 gas 모두 소모되는 지점은 기판에
도달하기 전 지점인 반응기의 유입구로부터 높이 방향으로 약 21 mm지점이다.
이제 유입한 source precursor gas들이 소모되면서 생성되는 생성물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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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을 포함하고 있고 문헌상에서 SiC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
어있는

다섯

가지의

component들은

Si,

component들에
Si2,

Si3,

SiC2,

대한

거동을

Si2C이다.

살펴보았다.

Fig.

4-2에

다섯
다섯

가지
가지의

component들의 반응기의 높이에 따른 mass fraction이 나타나 있다. 다섯 가지
모두 반응기의 유입구로부터 유출구로 갈수록 점점 생성이 되었다가 반응기의 중간
에 있는 기판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소멸된다. 한편,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적용
한 것이 steady-state상태이다.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steady-state상태는 억만겁
의 시간이 흐른 뒤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기 때문에 기판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소멸되는 거동이 의미하는 바가 기판에서의 surface reaction
에 의한 것인지 알기 위해 추가적으로 surface reaction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중간 생성물들의 mass fraction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component들에 비해서
4

silicon이 10 배 이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급한 다섯
가지 component들은 생성되었다가 없어졌으므로, 생성된 양 만큼이 기판에서의
surface reaction에 의해서 소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성된 양이 많다
는 것은 그만큼 surface reaction에 의해서 소모된 양이 많은 것을 뜻한다. 또한,
surface reaction에 의해서 소모된 양이 많다는 것은 surface reaction에 참여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SiC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다섯 가지
4

component들 중에서 silicon이 10 배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네 가지 component들에 비해서 SiC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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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A graph of mass fraction along the reacto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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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A comparison graph of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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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표면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Si의 화학적 거동
연구
표면 반응을 고려하였을 때 생성된 gas phase상태의 다섯 가지 component들은
반응기의 유입구로부터 유출구로 가는 반응기의 높이 방향으로 이동해 가면서 생성
되어 점점 그 양이 많아지다가 기판으로 도달하기 전에 소멸되는 거동을 보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steady-state상태는 억만겁의 시간이 흐른 뒤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기 때문에 기판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소멸되는
거동이 의미하는 바가 기판에서의 surface reaction에 의한 것인지 알기 위해 추가
적으로 surface reaction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Surface
reaction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silicon이 기판에
서 소멸되는 거동을 보이지 않았다. Fig. 4-3에서의 시뮬레이션 view 데이터는 작
성한 그리드 상에서 생성된 silicon의 mole fraction을 분포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아래쪽이 유입구이고 위쪽이 유출구이며 그 가운데 지점에 기판이 위치하게
된다.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기판에 있는 부분이다. Fig. 4-3의 (a)가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view 데이터는 surface reaction을 고려하여 진행한 계산결과이고 (b)
의 경우는 surface reaction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이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fig. 4-3의 (a)의 경우에는 silicon의 mole fraction이 유입구에서 유출구
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기판 부근에서 사라지는 거동을 보인다. 반면에 fig.
4-3의 (b)의 경우에는 silicon의 mole fraction이 유입구에서 유출구로 갈수록 점
점 증가하지만 기판 부근에서 사라지는 거동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fig. 4-3
의 (a)에서 보인 silicon이 기판 부근에서 사라지는 거동은 gas phase reaction에
의해서 생성된 silicon이 surface reaction에 참여하여 소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현상을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fig. 4-4의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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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에서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시뮬레이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적용
하였던 시뮬레이션 그리드의 형상이다. 그리고 반응기의 유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래프에서 y축의 0.00 m 이고 유출구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게 된다. y축의 0.05
m 지점은 기판이 있는 곳을 뜻한다. Fig. 4-4의 빨간 선은 surface reaction을 적
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이고 검은 선은 surface reaction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
이션 데이터이다. 두 경우 모두 반응기의 유입구에서 부터 유출구로 이동하면서 생
성되면서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빨간 선인 surface reaction을 적용한 시뮬
레이션 데이터에서는 기판 부근에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을 포함하면서 SiC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다섯 가지 component들 중
에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생성된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componet들에 비
4

해 약 10 배 가량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silicon이었다. Gas phase reaction
에 의해 생성된 silicon은 생성되었다가 없어지는 거동을 보이는데 이는 surface
reaction을 통해서 소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Surface reaction에 의해서 소모
된 양이 많다는 것은 surface reaction에 참여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silicon이 나머지 네 가지 component들에 비해서 SiC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램상의 한계로 인해서 gas상
태에서 액체상태로 변화는 상변화 거동은 알 수 없기 때문에 silicon이 액체 상태로
존재함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열역학적 안정성과 supersaturation을 통해
서 silicon이 condensed phase,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HTCVD 메커니즘 상에서 발현되는 silicon cluster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
었다. 따라서 문헌상에서 SiC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어 있는 다섯 가지
component들 중에서 생성되었다가 없어지는 비율이 가장 컸던 silicon의 양, 즉
silicon cluster의 양을 조절을 한다면 SiC 성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나머지 네 가지 component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보다 효과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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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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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Fig. 4-3. Views of Si mole fraction in the reactor by CFD-VIEW
program. (a) a view of simulation data with surface reactions (b) a
view of simulation data without surface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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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A silicon mole fraction graph along the reactor height. The
red line is from simulation data including surface reactions. The
black line is from simulation data excluding surface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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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소결론
HTCVD가지는 메커니즘에서 발현되는 특징 중 하나인 화학적 거동에 대해 집중
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흑연으로 만들어진 반응기 내부만의 그리
드를 작성하고 gas reaction과 surface reaction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다. 원통형 반응기의 symmetry한 특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scaling down을
위해서 2D로 작업 했으며 반응기의 내부 벽면이 전체적으로 heat source로 작용
한다고 설정하였다. 문헌상에서 silicon cluster가 생성되는 온도인 1300 K ~
2400 K가 구현이 되도록[5], 그리고 inlet gas의 initial temperature는 1000 K
로 고정하고 substrate의 온도가 1500 K 이상이 되도록 heat source의 power를
2

조절하여 진행하였다. Base pressure는 100000 N/m 로 설정해 주었고, Ideal
gas law, Mix kinetic theory, Mix JANAF Method, Prandtl number, Shmidt
number를 이용하여 volume condition을 지정해 주었다. Inlet gas는 H2, SiH4,
C3H8을 사용하였으며 110가지의 equation과 38가지의 species를

gas phase

reaction상에 적용하였다.
반응기 유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source precursor gas들이 열분해 되면서 다양
한 component들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urface reaction을 시뮬레이
션 상에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을 각각 진행해 보았을 때, 생성된
component들이 기판에서 surface reaction에 참여하여 소모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Gas phase reaction에 의해서 생성된 component들의 생성된 비율을 비교
하여 silicon이 SiC 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뮬레
이션 상에서 구현한 온도 범위에서 열역학적으로 silicon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supersaturation을 통해서도 silicon이 condensed phase, 즉 액체상태의
cluster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성되고 소멸되는 양이 월등히 많았던
silicon이 기판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component이 생성되는 양

- 72 -

을 조절하는 것 보다 silicon이 생성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inductive heating과 radiation등 실제 HTCVD 공
정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을 진행할 때에는 생성되는 cluster
의 양을 조절하여 증착거동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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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nductive heating과 radiation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복잡
한 모델의 분석
4.2.1. Propane gas의 유량에 따른 거동 연구
4.2.1.1. 온도구배의 형성 및 변화 거동
HTCVD가 빠른 SiC deposition rate를 가지게 되는 메커니즘에서 발현되는 세
가지 거동 중 하나는 온도구배이다. 온도구배는 흑연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반응기
에서 오는 독특한 현상이다. 구리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기장이 생기게 되
고 전기장에 의해서 흑연 반응기에 eddy current가 흐르게 된다. 이 eddy
current에 흑연 물성이 지니는 저항이 반하여 inductive heating이 된다. 따라서
구리 코일에 영향을 받는 구간에 있는 물질이 inductive heating이 되는데, 적용한
시뮬레이션은 흑연 반응기 전체를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흑
연 반응기 전체가 heat source로 작용하게 된다. 유입구를 통해서 유입된 기체들의
온도가 반응기를 지나면서 열의 전도와 대류현상에 의해서 서서히 증가하다가 감소
하는 거동을 보이는데 이것을 온도구배라고 한다. 문헌상에서는 온도구배에 의해서
대류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온도구배와 대류현상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
소하는 구간에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에 상대적으로 gas의 높아져 cluster의 생성
이 많아진다고 보고되어있다. 따라서 첫째로 이 온도구간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온
도구간이 문헌상에서 cluster가 발생되는 온도구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4-5의 (a)에는 실제 HTCVD 공정과 유사한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작성한
그리드 모델의 개략도를 그린 것이다. Fig. 4-5의 (b)는 (a)의 일부를 확대한 것
인데, 이것은 반응기의 유입구에서 부터 기판까지의 구간이다. Fig. 4-6에는 반응
기의 유입구로부터 유출구 쪽으로 반응기의 높이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Fig. 4-6의 y축에서 0.30 m 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입구와 가까운 곳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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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구와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작아지게 된다. 반응기 내부에서 gas의 온도는 반응
기의 유입구로부터 유출구로 갈수록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감소하는 거동, 즉
온도구배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도 범위도 문헌상에서 cluster가
발생하는 온도 구간과 일치한다. Propane gas의 유량을 20 % 씩 증가시킬수록
gas의 전체적인 온도가 감소한다. 이것은 일정한 heat source에서 나오는 heat
capability가 일정한데 반응기 내부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gas의 유량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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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

(a)

(b)

Fig. 4-5. (a) a schematic drawing of simulation grid model (b) an
expended drawing of simulation grid model marked reacto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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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A temperature graph along the reacto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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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정체구간의 형성 및 변화 거동
원통형 흑연 반응기를 가지고 있는 HTCVD공정은 구리 코일의 inductive
heating과 반응기에 의해서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게 된다. HTCVD의 메커니즘에
서 발현되는 세 가지 독특한 거동은 온도구배, 정체구간, cluster의 생성이다. 이
중 정체구간은 온도의 변화에 따른 convection mechanism에 의해 생기게 되는
gas velocity의 차이에 의해서, 즉 gas의 velocity magnitude가 증가하다가 감소
하는 부분에 의해서 특정 구간에 gas의 농도가 높은 구간을 뜻한다. 따라서 시뮬레
이션을 통해서 velocity magnitude의 거동을 살펴 정체구간의 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4-7은 propane gas의 유량을 각각 20 %, 40 %, 60 % 씩 늘려 속력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x축이 velocity magnitude (m/s)이고 y축이 reactor
height을 나타낸다. Reactor height을 나타낸 y축은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
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나타내었다. 한정된 범위는 반응기그리드 부분을 확대한 fig.
4-5의 (b)에서 아래쪽인 유입구부터 기판 부근까지이다. Y축에서 나타난 숫자 값
이 큰 0.30 m 부분은 fig. 4-5의 (b)의 유입구 쪽을 나타내고 유출구 쪽으로 갈
수록 숫자 값이 커지게 된다.
HTCVD의 메커니즘에서 발현되는 온도구배가 Fig. 4-7에 나타났다. 유입구에서
유출구로 갈수록 velocity magnitude가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한 후 살짝 증가한
다음에 다시 감소하는 거동을 보인다. Velocity magnitude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에서 속도 차에 의해서 gas의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를 정체 구간이라고 부
른다.
Fig. 4-7에서는 유입해주는 C3H8의 gas의 양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velocity
magnitude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gas의 유입량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
유입량에 의한 velocity magnitude의 변화되는 정도가 크지 않으며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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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tude는 convection mechanism에 의해서 온도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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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A. velocity magnitude graph along the reacto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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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Si cluster의 형성 및 변화 거동
HTCVD는 높은 온도에서 증착을 하기 때문에 특정 온도구간에서 silane gas가
열분해

하여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를

liquid

상태의

silicon

cluster(Six(liquid))라고 부른다. 이 liquid 상태의 silicon cluster에 열분해 되어
있던 탄화수소(CxHy)가 표면에서 반응을 하여 silcon carbide cell을 만들며 확산
에 의해서 중심부로 이동하고 silicon carbide(SixCy)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silicon carbide가 HTCVD공정의 빠른 유속에 의해서 빠르게 기판으로 도달하여
열분해 및 화학 반응을 하게 되어 silicon carbide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된다.
한편,

기체와

액체의

거동을

확인하는

것에

최적화

되어

있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리즈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
고자 하는 atomic scale의 거동이 아니고 macro scale의 거동에 대한 계산을 진
행하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로 변화되어 출렁거리는 현상이나 액체
가 기체로 변화하여 액체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 기체가 액체로 뭉쳐서 방울 모양
을 형성하는 모습, 기체가 승화되어 고체물질로 쌓이는 모습 등 상변화를 직접적으
로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silicon cluster의 형성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gas phase에서 생성된 다량의 silicon의 partial pressure를
equilibrium partial pressure와 함께 super saturation에 적용하여 condensed
phase, liquid 상태임을 확인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계산을 ideal gas로 가정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super saturation은 partial pressure와 equilibrium partial
pressure를 이용하여 구해낼 수 있다.
Fig. 4-8은 propane gas의 유량을 20 %, 40 %, 60 % 씩 늘리면서 반응기의
유입구로부터 기판으로 가면서 silicon의 mole fraction의 변화를 살펴 본 그래프
이다. x축이 silicon의 mole fraction을 나타내고 y축이 reactor height을 나타내
는데 fig. 4-5의 (b)에서 수치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y축에서 숫자가 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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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유입구 쪽을 나타내고 숫자가 작은 부분이 유출구 쪽을 나타낸다. Fig. 4-8
에서는 propane gas의 유량이 감소할수록 silicon의 mole fraction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Fig. 4-8을 보면 silicon mole fraction이 유입구로 들어가면서
점점 많아지면서 기판 부근에 가면서 소멸된다. 소멸된 silicon은 시뮬레이션 상에
서 surface reaction을 적용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에 의해서 surface reaction에
의해서 소모가 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urface reaction에 의해서 소모가
된 양이 많을수록 SiC deposition에 주는 영향이 클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또한
supersaturation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supersaturation이

크다는

것은

condensed phase로 변하려는 driving force가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silicon의 양이 많을수록 SiC deposition이 커지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
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FD-ACE+를 사용하여 silicon carbide의 성장에 대
해 연구했던 Ӧrjan Danielsson은 제한적인 silicon carbide의 표면 화학에 대한 정
보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silicon carbide deposition rate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silicon carbide deposition rate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험 결과와의 오차가 모두 15 % 이내였다고 보고하였
다.[71][72] 따라서 simulation의 scaling down을 위해서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
한 상태에서 carbon의 양이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 화학당량적으로 silicon과
carbon이

1:1결합을

하여

silicon

carbide를

형성하기

때문에

silicon의

deposition rate을 이용하여 silicon carbide deposition rate을 고려해 보았다.
Fig. 4-9에서는 silicon의 supersaturation과 SiC deposition rate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propane gas의 유량이 감소할수록 supersaturation이 증가하게 되고
supersaturation이 증가할수록 deposition rate이 증가하는 모습을 fig.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ondensed phase로 가려고 하는 driving force 중 하나인
supersaturation이 증가할수록 deposition rate이 증가하는 거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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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Fig. 4-9을 통해서 deposition rate이 가장 높았던 propane gas의
유량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 sccm의 propane gas의 유량을 앞으
로의 시뮬레이션에서 고정해 두고 계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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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A graph of silicon mole fraction along the reactor height.

Fig. 4-9. A graph of deposition rate and super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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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ilane gas의 유량에 따른 거동 연구
4.2.2.1. 온도구배의 형성 및 변화 거동
흑연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반응기가 구리 코일에 의해서 inductive heating 되면
서 열의 전달, 복사, 대류 현상에 의해서 원통의 가운데에서 온도가 가장 높아지게
된다. 이것에 의해서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인 온도구배가 생성
이 된다.
Sialane gas의 유량을 각각 20 %, 40 %, 60 % 씩 증가시켜 반응기의 유입구
로부터 유출구 쪽으로 반응기의 높이에 따라서 변하는 온도의 거동을 fig. 4-10에
서 관찰할 수 있다. Fig. 4-10에서 x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y축은 reactor height
을 나타내는데 반응기의 유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y축에서는 숫자가 높은 값인
0.30지점에 해당하고 유출구 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게 된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fig. 4-10에서 y축의 범위를 유입구에서
부터 기판까지로 한정하였다. Fig. 4-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넣어주는 SiH4의
유입량이 증가할수록 온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heat source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나오는 heat capability가 일정하게 되지만, 반응기 내부를 통과하
여 지나가는 gas의 유량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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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A temperature graph along the reacto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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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정체구간의 형성 및 변화 거동
들어가는 velocity magnitude가 크지만 나가는 velocity magnitude는 작게 되
면 특정 구간에 gas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구간이 생성된다는 것을 직관적으
로 알 수 있다. 따라서 velocity magnitude의 변화 거동을 살펴본다면 gas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간인 정체구간의 생성 유무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Fig. 4-11은 silane gas의 유입량을 20 % 씩 증가시켜가면서 reactor height
에 따른 velocity magnitude의 변화를 살펴본 그래프이다. Fig. 4-11에서 y축의
0.30 부분이 유입구 부분이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유출구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프
상에서 유입구로부터 기판 쪽으로 갈수록 velocity magnitude가 서서히 증가하다
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가 감소하다가 살짝 증가한 후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velocity magnitude의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동을 통해
서 상대적으로 gas의 양이 많아지는 구간이 생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Silane gas의 유입량을 증가시킬수록 velocity magnitude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
하는 거동을 보여 준다. 이것은 velocity magnitude에 온도의 변화에 의한
convection mechanism이 유입량에 의한 변화 보다 더 큰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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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A velocity magnitude graph along the reacto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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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Si cluster의 형성 및 변화 거동
Fig. 4-12는 silane gas의 유량을 20 % 씩 늘리면서 반응기의 유입구로부터
기판으로 가면서 silicon의 mole fraction의 변화를 살펴 본 그래프이다. Fig. 4-5
의 (b)에서의 수치와 비교하여 fig. 4-12 그래프의 y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x축
이 silicon의 mole fraction을 나타내고 y축에서 0.30 m 를 나타내는 부분이 유입
구 쪽을 의미하고 유출구 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게 된다. Fig. 4-12에서는
SiH4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silicon의 mole fraction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입구를 통해 들어가서 유출구 쪽으로 갈수록 silicon mole fraction이 점점
커지면서 기판 부근에 가면서 소멸된다. 소멸된 silicon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surface reaction을 적용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에 의해서 surface reaction에 의해
서 소모가 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silicon mole fraction
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surface reaction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FD-ACE+를 사용하여 silicon carbide의 성장에
대해 연구했던 Ӧrjan Danielsson이 제시하는 silicon carbide의 deposition rate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deposition rate을 구해 내었다. 특히 simulation의
scaling down을 위해서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한 상태에서 carbon의 양이 충분하
다는 가정 하에 화학당량적으로 silicon과 carbon이 1:1결합을 하여 silicon
carbide를 형성하기 때문에 silicon의 deposition rate을 이용하여 silicon carbide
deposition rate을 고려해 보았다.
Fig. 4-13에서는 silicon의 supersaturation과 SiC deposition rate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는데 silane gas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supersaturation이 증가하게 되고
supersaturation이 증가할수록 deposition rate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condensed

phase로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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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driving

force

중

하나인

supersaturation이 증가할수록 deposition rate이 증가하는 거동을 보여주며.
propane gas의 양을 20 sccm 으로 고정을 하고 silane gas의 유량을 20 % 씩
증가시켰을 때는 60 %의 유량 증가 정도를 했던 240 sccm에서 deposition rate
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넣어주는 silane gas의 유량
이 증가할수록 deposition rate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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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A graph of silicon mole fraction along the reactor height.

Fig. 4-13. A graph of deposition rate and super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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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Carrier gas의 유량에 따른 거동 연구
4.2.3.1. 온도구배의 형성 및 변화 거동
앞선 시뮬레이션 계산에서는 source precursor gas들이었던 silane gas와
propane gas의 유량을 변화시켜가면서 deposition rate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HTCVD는 상압보다 약간 낮거나 상압에 거의 가까운 공정 압력 하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상용화 되어있는 낮은 압력의 CVD에 비해서는 높은 압력의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 압력 외에도 원통형 수직 반응기를 적용하여
gas를 아래쪽에서 유입해주어 gas가 위쪽의 유출구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
력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HTCVD는 free convection 과
forced convection의 competition에 의해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게 된다. 본 시
뮬레이션에서는 forced convection과 free convection이 끼치는 영향력을 간접적
으로 보여주는 아르키메데스 넘버의 조건을 도입하여 carrier gas의 유량을 변화시
켜 시뮬레이션을 진행시켜 HTCVD 메커니즘에서 발현되는 세 가지 거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두 실험 모두 source precursor gas로 작용하는
silane gas와 propane gas의 유량은 각각 150 sccm, 20 sccm으로 고정하여 진
행하였다. 두 가지 실험 중 하나는 carrier gas로 사용된 수소gas의 유량을 5000
sccm, 6000 sccm, 7000 sccm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진행을 하였다. 나머지 하나
는 carrier gas로 사용된 수소gas의 유량을 5000 sccm, 10000 sccm, 15000
sccm, 20000 sccm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진행을 하였다.
Fig. 4-14에서는 source precursor gas인 silane gas와 propane gas의 유량
을 150 sccm, 20 sccm 으로 각각을 고정시키고 carrier gas인 수소gas의 유량만
을 차례로 5000 sccm, 6000 sccm, 7000 sccm으로 변화시켜가며 반응기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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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응기의 높이방향으로 온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Carrier gas의 유량이 증가
할수록 전체적인 온도가 감소하는 거동을 보인다. 이는 heat source의 heat
capacity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입되는 gas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Fig. 4-15에는 마찬가지로 source precursor gas로 작용하는 silane gas와
propane gas의 유량을 각각 150 sccm, 20 sccm 으로 고정을 시키고 carrier
gas의 유량만을 차례대로 5000 sccm, 10000 sccm, 15000 sccm, 20000 sccm
으로 5000 sccm씩 증가시켜가며 반응기 내부에서 유입구로부터 유출구로 가면서
변하는 gas의 온도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Carrier gas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전체적
인 온도가 감소하는 거동을 보인다. 이것은 역시 heat source의 heat capacity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총 유입되는 gas의 유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또한 gas의 유입량의 변화정도가 클수록 감소되는 온도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
에 온도를 낮추고자 한다면 carrier gas인 수소 gas의 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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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A temperature graph along the reactor height.

Fig. 4-15. A temperature graph along the reacto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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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정체구간의 형성 및 변화 거동
HTCVD는 흑연 반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리 코일에 의해서 inductive
heating이 된다. 그리고 이 흑연 반응기는 수직 원통형 반응기이고 gas를 유입하여
줄 때에 수직 반응기의 높이 방향으로 아래쪽에 있는 유입구로 유입해 주고 높이
방향으로 위쪽에 있는 유출구로 gas를 유출이 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영향을 무
시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HTCVD공정은 상압보다 약간 낮거나 혹은 상압에 가까
운 공정압력에서 증착을 진행하기 때문에 free convection과 forced convection의
competition에 의해 기체의 거동이 설명될 수 있다.
이전의 실험에서 carrier gas로 사용되는 수소gas와 silane gas의 유입량은 고정
시켜 놓고 propane gas의 유입량을 변화시키면서 velocity magnitude의 거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었다. 이것은 fig. 4-7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propane gas와 carrier gas로 사용되는 수소gas의 유입량은 고정시켜 놓고
silane gas의 유입량을 변화시키면서 velocity magnitude의 변화 거동을 살펴보았
고 이것은 fig. 4-11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실험에서의
결과는 적용한 gas 유입량의 상황에서는 HTCVD공정이 forced convection에 의
한 영향 보다는 free convection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 이 현상은 유입하는 gas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온도가 감소하고 velocity
magnitude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velocity magnitude
의 변화가 온도 변화에 의한 convection 메커니즘을 따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carrier gas의 유입량의 변화 폭을 크게 하였다. 이
전 실험에서는 propane gas의 유량을 20 % 씩, 즉 4 sccm 씩 변화시키고 silane
gas의 유량을 20 % 씩, 즉 30 sccm 씩 변화시켜서 진행하였었는데 이번 실험에
서는 carrier gas의 유입량을 1000 sccm 씩 변화시켜서 진행하였다. Fig.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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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silane gas와 propane gas의 유량을 각각 150 sccm, 20 sccm 으로 일정하
게 고정시켜 두고 carrier gas인 수소gas의 유량을 5000 sccm에서 부터 1000
sccm 씩 변화시켜 각각 5000 sccm, 6000 sccm, 7000 sccm씩 지정해 주어 수
직 원통형 반응기 내부에서 반응기의 높이 방향으로

velocity magnitude의 변화

를 살펴본 그래프이다. 넣어 주는 carrier gas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velocity
magnitude가 커지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전 실험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이
러한 carrier gas인 수소 gas의 유량을 1000 sccm 씩 변화시켜서 유입량이 증가
할수록 전체적인 velocity magnitude가 증가하는 거동은 gas phase 반응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여 반응기에 유입되자마자 열분해 되는 source precursor gas인
silane gas와 propane gas들과는 달리, gas phase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carrier gas의 유량을 다량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4-14와 관련지어 carrier gas가 전체적인 공정 gas의 온도를 낮춰주는데 이
것이 유량을 증가 시키게 되면 반응기를 지나가는 gas의 velocity magnitude가 높
아져서 구리코일에 의해 inductive heating이 되는 흑연 반응기의 영향을 받는 시
간이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Fig. 4-17은 carrier gas인 수소gas의 유량을 1000 sccm 씩 변화시켜 적용한
fig. 4-16의 실험 조건과는 달리, carrier gas의 유량을 5000 sccm 으로 다섯 배
큰 변화차이를 적용시켜서 진행한 그래프이다. Fig. 4-17의 x축은 velocity
magnitude를 나타내고 y축은 reactor height인데 이는 시뮬레이션 모델 상에서 반
응기의 높이를 나타내는데 숫자가 클수록 유입구 쪽에 가까우며 숫자가 작을수록
유출구 쪽에 가깝고, 이 수치는 fig. 4-5 의 (b)에서 비교할 수 있다. Carrier gas
의 유량을 5000 sccm 씩 증가시켰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velocity magnitude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 이 또한 gas phase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 carrier gas의 유량을 다량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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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A velocity magnitude graph along the reactor height.

Fig. 4-17. A velocity magnitude graph along the reacto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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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Si cluster의 형성 및 변화 거동
Fig. 4-18에서는 gas의 유량을 증가시킬수록 생성되는 silicon의 mole fraction
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carrier gas의 큰 유량으로 인해 전체적인 gas의 속력이 빨라지게 되어 특정 구간
에 지체되는 gas의 지체 시간을 줄이기 때문이다. 둘째, carrier gas의 큰 유량으
로 인해 전체적인 gas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silane이 열분해 되어서 silicon이
형성되게 하는 driving force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Fig. 4-19에서는 condensed phase로 가려 하는 driving force를 의미 하는
supersaturation과

deposition

rate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Supersaturation 정도가 작아질수록 deposition rate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condensed phase로 가려 하는 driving force를 의미하는 supersaturation 정도가
작아져서 deposition rate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Fig. 4-20에서는 carrier gas인 수소gas의 유량을 5000 sccm 씩 증가시켜 반
응기 내부에서 반응기의 높이 방향으로 생성되는 silicon의 mole fraction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그래프이다. 마찬가지로 gas의 유량을 증가시킬수록 생성되는
silicon의 mole fraction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Fig. 4-21에서는 마찬가지로 condensed phase로 가려 하는 driving force를
의미 하는 supersaturation과 deposition rate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고,
supersaturation 정도가 작아질수록 deposition rate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인다.
이는

역시

condensed

phase로

가려

하는

driving

force를

의미하는

supersaturation 정도가 작아져서 deposition rate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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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A graph of silicon mole fraction along the reactor height.

Fig. 4-19. A graph of deposition rate and super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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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A graph of silicon mole fraction along the reactor height.

Fig. 4-21. A graph of deposition rate and super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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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반응기의 길이에 따른 거동 연구
4.2.4.1. 온도구배의 형성 및 변화 거동
HTCVD는 흑연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반응기를 사용한다. 이 반응기는 구리 코일
에 의해서 감싸져 있고, RF generator로 구리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어 흑연 반응
기에 inductive heating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흑연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반응기는
HTCVD 공정에서 heat source로 작용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에서 적용하였던 그리
드 모델에서는 반응기를 구리 코일로 충분히 감쌌기 때문에 반응기의 길이를 증가
시키게 되면 inductive heating에 의해서 heat source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넣
어주는 유입 gas들의 양이 일정할 때, heat source의 증가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4-18에서는 반응기의 유입구로부터 기판까지의 거리인 48 mm 를 각각 5
%, 10 % 씩 증가시킨 후에 reactor height에 따른 온도의 변화 거동을 살펴본 그
래프이다. 반응기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전체적인 온도가 증가함을 보인다. 이것은
반응기 자체가 heat source로 작용하여 반응기의 길이를 늘였을 때 heat source가
늘어났지만 공급해 주는 gas의 유입량은 일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해
주는 gas의 유입량은 일정한데 heat source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면 heat
source의 heating capacity가 증가한 것이므로 gas의 전체적인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4.2.4.2. 정체구간의 형성 및 변화 거동
Fig. 4-19 는 반응기의 길이를 각각 5 %, 10 % 씩 증가시켜 수직 원통형 반응
기 내부에서 반응기의 높이 방향으로 velocity magnitude의 변화 거동을 살펴본
그래프이다. 반응기의 길이를 늘일수록 전체적인 속력이 증가함을 보인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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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증가하면서 convection 메커니즘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즉, free
convection 메커니즘에서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gas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수직형 원통기에서
유입구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유출구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gas의
이동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추가적인 driving force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
라갈수록 velocity magnitude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eat source로
작용하는 반응기의 길이를 늘이게 되면 gas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된
온도가 convection 메커니즘에 의해서 velocity magnitude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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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A graph of temperature along the reactor height.

Fig. 4-23. A graph of velocity magnitude along the reactor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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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Si cluster의 형성 및 변화 거동
높은 온도에서 증착을 하는 HTCVD의 특성 때문에 silane gas가 열분해 하여
액체 상태의 silicon cluster (Six(liquid))로 존재하게 된다. 이 liquid 상태의
silicon cluster에 열분해

되어 있던 탄화수소(CxHy)가 표면에서 반응을 하여

silicon

만들며

carbide

shell을

확산에

의해

중심부로

이동하고

silicon

carbide(SixCy)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silicon carbide가 빠른 유속에 의해
빠르게 기판으로 도달하여 열분해 및 화학 반응을 하게 되어 silicon carbide의 성
장 속도가 다른 PVT방법에 비해서 빠르게 된다.
한편, CFD 시리즈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기체와 액체의 흐름에 최적화 되어있
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atomic scale의 거동이 아니고 macro scale
의 거동에 대한 게산을 진행하는 시뮬레이션의 특징으로 인해 고체가 액체로 변화
되어 출렁거리는 현상이나 기체가 액화되어 방울 모양을 형성하는 모습, 기체가 승
화되어 고체물질로 쌓여 막이 두꺼워지는 모습 등의 상변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
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silicon cluster의 형성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해서

gas

phase에서

생성된

다량의

silicon의

partial

pressure와

equilibrium partial pressure를 이용하여 supersaturation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
다. Supersaturation은 또한 condensed phase, 여기서는 liquid phase로 가려고
하는 driving force라고도 할 수 있다.
Fig. 4-20은 반응기의 길이를 5 %, 10 % 씩 늘였을 때 수직 원통형 반응기의
내부에서 생성되는 silicon의 mole fraction의 변화를 반응기의 높이 방향으로 살
펴본 그래프이다. 반응기의 길이를 늘일수록 생성되는 silicon의 mole fraction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substrate의 위치는 동일하
지만 반응기의 유입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생성되는 silicon의
mole fraction은 velocity magnitude의 영향보다는 온도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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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반응기의 길이를 10 % 늘인 경우에는
velocity magnitude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반응기에 gas가 유입이 되고 나서 반응
기 안에서의 gas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찍이 silane의 열분해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 silicon의 형성이 일찍부터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4-21은 반응기의 길이를 5 %, 10 % 씩 늘였을 때 condensed phase로 가
려고 하는 driving force를 뜻하는 supersaturation과 deposition rate을 반응기의
길이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반응기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silicon cluster가 많
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생성된 silicon cluster의 양이 많아질수록 deposition rate
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기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heat source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된 온도에 의해서 silane의 열분해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일찍부터 silicon의 형성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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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A graph of silicon mole fraction along the reactor height.

Fig. 4-25. A graph of deposition rate and super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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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소결론
HTCVD가 가지는 독특한 메커니즘에서 발현되는 특징들은 세 가지이고 온도구
배, 정체구간, cluster의 생성이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세 가지 특징들이 각각
source precursor gas의 유량, carrier gas의 유량, 반응기의 길이에 따라 변하는
거동을 추이를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제 HTCVD 공정과 유사한 그리드와 시뮬
레이션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서 HTCVD가 가지는 구리 코일에 의한 흑연 수직 원
통형 반응기의 inductive heating과 radiation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복잡한 시뮬
레이션 계산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Flow, Heat transfer, Chemistry/Mixing,
Radiation, Magnetic의 modules를 적용하고 화학적 거동을 보기위해 진행하였던
시뮬레이션에 비해 많은 수의 cell을 적용하였다. Simulation의 scaling down을 위
해 2D 그리드를 적용하였고, base temperature와 base pressure를 각각 300 K,
80000 N/m2 으로 지정하였고 수직 원통형 반응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력도 고
려해 주었다. Ideal gas law, Mix kinetic theory, Mix JANAF Method, Prandtl
number, Shmidt number를 이용하여 volume condition을 지정해 주었다. Inlet
gas는 SiH4, C3H8, H2를 사용하였으며 유량은 각각 150 sccm, 20 sccm, 6000
sccm으로 하여 mixture를 생성하였다. 바깥쪽 air의 경우에는 N2와 O2의 mass
fraction이 각각 0.767, 0.233이 되도록 하여 mixture를 생성하였다. 마찬가지로
gas phase reaction은 110가지의 equation을 사용하였고, 38가지의 species를 고
려하였다.
화학적 거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진행했던 시뮬레이션에서 deposition
rate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component는 silicon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silicon
cluster의 양을 조절해 가며 deposition rate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따라
서 silane gas의 유량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propane gas의 유량을 변화시켜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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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deposition rate을 가지는 propane gas의 유량을 찾고자 하였다. Propane
gas의 유량이 20 sccm 일 때 가장 높은 deposition rate을 가졌기 때문에 silane
gas의 유량을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propane gas의 유량을 20 sccm
으로 고정하였다. Silane gas의 유량을 증가시킬수록 생성되는 silicon cluster의
양이 많아지게 되며 이 silicon cluster의 양이 많아질수록 deposition rate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carrier gas인 수소gas의 유입
양을 대량 증가시키게 되면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서 생성되는
silicon cluster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반응기의 길이를 증가
시키게 되면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어서 생성되는 silicon cluster의 양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ilicon cluster의 양이 많을수록
deposition rate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silicon cluster의 생성량이 deposition
rate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CVD 메커니즘에서 발현되는 온도구배는 source precursor gas와 carrier
gas의 종류에 상관없이 gas의 유입량이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거동을 보인다. 그리
고 반응기의 길이를 늘이게 되면 반응기가 heat source로 작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magnitude에서

gas의

농도가

유속의

변화

상대적으로
거동을

많은

통해서

부분인
확인할

정체구간은
수

있었다.

velocity
Velocity

magnitude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gas의 농
도가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이러한 정체구간은 source precursor gas와 carrier
gas 각각에게 다른 영향을 받는다. 직접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source precursor
gas의 유입량을 소량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convection 메커니
즘에 의해서 velocity magnitude가 감소하는 거동을 보인다. 하지만 반응에 직접적
으로 참여하지 않는 carrier gas의 유입량을 대량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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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tude가 그에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 그리고 반응기의 길이를 늘일수록 반
응기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velocity magnitude가 증가하는 거동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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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HTCVD가 SiC의 빠른 deposition rate를 가지게 되는 메커니즘에서 발현되는
세 가지 거동인 온도 구배, 정체 구간, cluster의 생성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현
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었다.
첫째로 화학적 거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반응기의 내부만의 그리드를 작
성하고 2D를 적용하여 simulation의 scaling down을 적용하여 유입된 gas들이 어
떤 정도로 소멸되어 어떠한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유입된
source precursor gas들은 기판에 도달하기도 전에 모두 소모가 되었고, 서서히
생성되었다가 기판 부근에서 없어지는 중간 생성물들의 mass fraction의 비교를
통해서

silicon이

반응에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크며

이

silicon은

supersaturation을 통해서 액체상태의 silicon cluster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다음 실험에서는 다른 중간 생성물들이 생성되는 정도 보다는 silicon cluster의
생성되는 정도를 조절하여 deposition rate에 끼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더 효과적
이라는 판다는 할 수 있었다.
둘째로 실제 HTCVD 공정과 유사한 상황을 도입하여, 다수의 cell을 포함한 복
잡한 그리드와 복잡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Silicon cluster가 deposition rate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ropane gas의 유량을 조절하면서 최적의 deposition rate을 가지는 propane gas
의 유량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적의 deposition rate을 가지는 propane
gas의 유량은 20 sccm 이었다. 이것을 적용하여 silane gas의 유량을 조절하면서
생성되는 silicon cluster의 양과 deposition rate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carrier gas의 유량을 1000 sccm
씩, 5000 sccm 씩 변화시키면서 세 가지 거동의 변화 추이를 보고자 하였다. 마지
막으로 반응기의 길이를 변화시켜가며 온도를 변화에 따라 세 가지 거동의 변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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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온도구배는 gas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반응기의 길이를 증가시킬수록 전체적인
온도가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 정체구간은 precursor gas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carrier gas의 유량이 감소할수록, 반응기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전체적인 속력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인다. Silicon cluster의 생성량이 많아질수록 deposition rate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넣어주는 silicon source gas의
농도가 높을수록, 넣어주는 carrier gas의 양이 적을수록, 반응기의 길이가 길수록
silicon cluster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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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C is a leading candidate for high power, high temperature and high
frequency

devices

owing

to

the

large

band

gap, high

electric

field

breakdown strength, and good thermal conductivity, compared to Si and
GaAs.

Even

though

SiC

has

outstanding

properties,

cost

down

on

fabricating SiC is still one of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To
overcome cost problems, a lot of research on SiC bulk growth

has been

done. Since the SiC power is adopted as a silicon source at some of SiC
bulk growth methods, they have the intrinsic limitations from the powder
source. However HTCVD(high temperat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which has high SiC growth rate can overcome these problems by using
direct pyrolysis of gas precursors in the vertical chimney reactor. The
distinctive mechanism has been introduced to explain why the HTCVD has
higher growth rate than commercialized methods. This mechanism is
induced by using gas precursors as source materials and the graphite
chimney reactor. Temperature gradient, stagnant flow region which has
high

gas

concentration,

and

plenty

of

clusters

formation

are

three

important phenomenon occurred in the distinctive mechanism.
There is no proper in-situ-measurement equipment to observe the three
important phenomenon, maintaining thermal, phsical, chemical stability in
the chimney reactor due to using opaque graphite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pply a simulation method to confirm the occurrence of the
phenomenons. In this study, investigation on HTCVD mechanism will be
treated by observing occurrence and changing aspects of the phenomen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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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ifferent conditions.
Two

kinds

of

simulation

models

has

been

adopted.

One

is

for

investigating on the chemical reaction behavior and therefore grid formed
including only inside the reactor has been adopted by simulation scaling
down. The other uses more complicated grid which has similar process
environment and considers additional inductive heating and radiation.
With a

model for investigating on

the chemical reaction behavior,

chemical phenomenons have been observed in the temperature range(1300
K - 2400 K) where cluster formation occurs introduced in literature.
Especially the inlet gases has been consumed, producing intermediate
chemicals along the path. The intermediate chemicals are consumed by
surface reaction. Comparing to other intermediate chemicals' fractions,
silicon fraction is much more higher than others(10

4

times more). It is

also indicating that silicon contributes to surface reactions a lot. In
conclusion, changing the amount of silicon is more effective way to
improve growth rate than changing the amount of the others.
With the other model using more complicated grid which has similar
process environment and adding inductive heating and radiation, occurrence
and changing aspects of the three phenomenons will be treated by
changing the amount of source gases and carrier gases. Before changing
the amount of silane(SiH4) gas, the amount of propane(C3H8) has been
increased to 20 sccm, 24 sccm, 28 sccm, 32 sccm, respectively when the
others are same to obtain optimum deposition rate. Since propane gas of
20 sccm has induced the highest cluster formation amount, the am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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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ne gas has been fixed on 20 sccm in the simulation to investigate on
effects of the amount of silane gas for silicon-source. The amount of
silane gas has been increased to 150 sccm, 180 sccm, 210 sccm, 240
sccm respectively when the others are same. Silane gas of 240 sccm has
induced the highest cluster formation amount. Temperature gradient which
is the change of temperature along the reactor height and stagnant flow
region which can be confirmed by checking velocity magnitude along the
reactor height are observed through the simulation as well.
The graphite chimney reactor surrounded by copper coil acts like a heat
source by inductive heating. To increase process temperature, reactor
height has been lengthened by 5 % and 10 %. Longer reactor increase
total temperature and velocity magnitude. The amount of cluster formation
increases

when

the

temperature

increase.

Supersaturation

means

the

driving force to be condensed phase. Comparing to SiC deposition rate, the
degree of supersaturation increases when SiC deposition rate increases.
Consequently, generated silicon has liquid phase, called liquid silicon
cluster, and

the more

silicon

cluster amount is

formed, the

higher

deposition rate is observed.
Key worlds : HTCVD, SiC bulk growth, temperature gradient, stagnant flow
region,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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