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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ng-shaped SiC (Silicon carbide) polycrystals used as an inner material in semiconductor etching equipment
was manufactured using the PVT (Physical Vapor Transport) method. A graphite cylinder structure was placed inside the
graphite crucible to grow a ring-shaped SiC polycrystal by the PVT method. The crystal polytype of grown crystal were
analyzed using a Raman and an UVF (Ultra Violet Fluorescence) analysis. And the microstructure and components of SiC
crystal were identified by a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EDS (Energy Disruptive Spectroscopy) analyses. The
grain size and growth rate of SiC polycrystals fabricated by this method was varied with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initial
stage of growt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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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PVT(Physical Vapor Transport) 방법을 이용하여 반도체 식각 공정용 소재로 사용되는 링 모양의

SiC(Silicon carbide) 다결정을 제조하였다. 흑연 도가니 내부에 원기둥 모양의 흑연 구조물을 배치하여 PVT법에 의한 링 모

양의 SiC 다결정을 성장시켰다. 성장된 결정은 Raman 및 UVF(Ultra Violet Fluorescence) 분석을 이용하여 결정의 상분석을

하였고,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분석을 통해 미세조직 및 성분을 확인하

였다. PVT 성장 초기의 온도변화를 통하여 SiC 다결정의 결정립 크기와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1. 서 론

최근 반도체 공정의 높은 집적도로 인한 고전력 플라

즈마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에칭 공정의 관련부

품 또한 내플라즈마 특성이 우수한 부품이 필요하게 되

었다. 기존공정에 주로 사용되었던 Si을 대체하는 물질

로 SiC 소재의 부품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3].

SiC는 Si과 C가 강한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써

Si보다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뛰어나 고온, 고전압, 부

식 환경에서의 소자 안정성이 우수하여 열전도율과 경도

가 높고 내산화성,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이 우수하다.

이런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정 중에 입자의

발생이 줄어들게 되어 반도체 공정용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단계 중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SiC

포커스링은 플라즈마 챔버 내에서 웨이퍼를 고정시켜주

고 플라즈마를 모아주어 고르게 분포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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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에서 SiC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SiC 포커스링은 일반적으로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법으로 제조된다[4,5]. CVD 법으로는

비교적 낮은 1000
o

C에서 초고순도의 SiC를 제조할 수

있지만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며 성장률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PVT 방법을 이용하여 링 모양의 SiC 다결

정을 성장시킴으로써 기존의 CVD 성장방법에 비해 성

장률을 높이고 높은 온도에서 성장하는 만큼 결정립 크

기를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부품의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링 모양의 SiC 다결정을 얻기 위해 기존의 도가니 구

조에 원기둥의 흑연 구조물을 추가하여 성장시켰다. 사

용된 흑연 구조물의 재질은 Dongyang Carbon사의 EX-

55이며, 직경 37.8 mm, 높이는 95 mm로 제작되었다.

Figure 1은 본 실험에 사용된 도가니 내부의 모식도이다.

Figure 1(a) 경우 기존의 PVT 방법으로 SiC 파우더를

승화시켜 벌크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며, Fig. 1(b)

경우 도가니 내부에 원기둥 모양의 흑연 구조물을 삽입

하여 링 모양의 다결정을 성장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다

결정의 벌크 결정을 성장시키기 위해 종자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도가니와 SiC 분말 내부의 불순물을 줄이기

위해 1750
o

C에서 10 h 동안 소결 공정을 한 후에 성장

을 진행하였다. 아르곤(Ar) 분위기의 반응로 내부에서

2200
o

C 이상의 성장 온도와 25 mbar의 성장 압력으로

60 h 동안 성장을 진행하였다. 성장 변수로는 원기둥 모

양의 흑연 구조물 주변을 감싸는 흑연 호일의 사용 유무

와 초기 성장온도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Figure 2에는

기존의 PVT 공정과는[6] 다르게 결정 성장 단계에서 온

도 변화를 주어 낮은 압력을 유지한 채 1시간 동안 낮

은 온도로 성장시킨 후 온도를 높여 60 h 동안 유지하여

성장을 진행한 방법을 보여준다. 성장된 벌크 결정은

single wire sawing 장비로 웨이퍼를 제작하였으며, 분석

을 위해 양면 연마 및 다이아몬드 슬러리를 사용한 표면

연마 가공을 실시하였다. 이 샘플들은 UVF를 통하여 결

정상을 확인하였으며, SEM/EDS 분석을 통해 미세조직

및 성분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흑연 호일의 영향

Figure 3(a)는 흑연 호일을 감싸지 않은 채로 성장한

잉곳이며 가운데 원기둥 구조물을 따라 결정이 붙으면서

볼록한 모양으로 성장되었다. 종자정을 붙이지 않은 흑

연판 위에서 결정이 성장할 때, 낮은 온도의 흑연 기판

과 수평방향으로 생성되는 온도구배로 인하여 과포화도

가 달라지기 때문에 벌크 결정에서의 영역별 성장 차이

Fig. 1. Schematic diagram of growth cell used in this study;
(a) Conventional SiC polycrystal grown by PVT method, (b)
New modified SiC polycrystal grown by PVT method.1; graph-
ite seed holder, 2; graphite crucible, 3; SiC powder, 4; graphite

foil, 5; cylinder crucible.

Fig. 2.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crystal growth of SiC process condition for P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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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7]. 또한 PVT 방법에서 결정이 성장하는

동안 중요한 매개 변수인 온도구배는 성장시간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결정의 성장속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

다[8,9]. 이에 대하여 Fig. 3(b)와 같이 흑연 호일을 감

싼 형태의 도가니에서 결정성장은 성장하는 동안 변화되

는 온도구배가 줄어들기 때문에 평평한 모양의 벌크 결

정을 얻을 수 있었다.

3.2. 결정 성장 초기단계에서의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포커스링은 플라즈마

를 균일하게 분포하고 정전척을 보호하기 위해 내플라즈

마 특성과 적절한 저항률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단결정

SiC와는 달리 다결정은 결정립 내에 존재하는 결함과 결

정립계의 영향으로 저항률이 균일하지 않으며, 플라즈마

에 식각될 때 식각 속도가 빠른 결정립계로 인해 입자가

Fig. 3. Grown ingot by adding a graphite cylinder structure; (a) without graphite foil, (b) with graphite foil.

Fig. 4. Wafer after double-sided processing; (a) without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the growth (b) with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the growth.

Table 1
Growth rate and Growth height; (a) without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the growth, (b) with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the
growth

Sample Growth height (mm) Growth rate (m/h)

(a) 18.85 314

(b) 22.81 380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10]. Figure 4(a)는 기존 PVT 방

법으로 결정 성장 단계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성

장시킨 후의 웨이퍼이며 Fig. 4(b)는 결정이 성장하는

동안 온도 변화를 준 경우로 초기에 1시간 동안 낮은

온도에서 성장시킨 후 온도를 높여 성장시킨 웨이퍼 사

진이며, 둘 다 Single wire sawing으로 자른 후, 양면

그라인딩 및 표면 연마 가공을 진행하였다. Figure 4에

서와 같이 (a)보다 (b)의 결정립 크기가 작으며 결정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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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1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성장률 및 성장 두께를 나타낸 결과로 온도

변화를 적용한 공정에서 더 높은 성장률 및 성장 두께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성장시간 동안 온도 변화를 적

절히 이용하여 성장된 다결정의 결정립 크기와 결정립계

및 잉곳의 성장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웨이퍼 분석

Figure 5는 PVT 방법으로 성장시킨 링 모양의 SiC

Fig. 5. Raman spectra corresponding to the ultraviolet fluorescence image of grown SiC crystal; (a) UVF image of grown SiC wafer
(b) Raman spectra of grown SiC wafer.

Fig. 6. SEM & EDS image of ring shaped SiC polycrystal grown; (a) wafer without temperature variation (b) wafer with temperature
variation.

잉곳을 Single wire sawing 장비로 자른 뒤 UVF 및

Raman 분석을 이용하여 SiC 웨이퍼의 상을 확인하였다.

Figure 5(a)는 성장한 SiC 웨이퍼를 UVF 분석법을 이용

하여 나타낸 이미지이다. 이 때 웨이퍼에서는 여러가지

색이 나타나는데, 각각의 색깔별로 나타나는 웨이퍼를

Raman을 통해 분석한 결과 Fig. 5(b)에서와 같이 웨이

퍼의 각 영역(#1, #2, #3, #4)에서 노란색 영역은 6H-

SiC, 초록색은 4H-SiC, 갈색은 3C-SiC 그리고 오렌지색

은 15R-SiC로 측정되었다[11]. 이로써 종자정을 붙이지

않은 채 파우더를 승화시켜 성장시킨 결과로 링 모양으



Crystal growth of ring-shaped SiC polycrystal via physical vapor transport method 167

로 성장한 SiC 잉곳은 다양한 결정다형의 다결정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SEM/EDS 분석을 이용하여 Fig. 6(a)와 같이 온도 변

화를 적용하지 않은 웨이퍼와 (b)에서의 온도 변화를 적

용한 웨이퍼의 미세조직 및 성분을 확인해본 결과, 다결

정의 SiC 표면이 매끄러웠으며, Si과 C의 원소만이 검

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SiC 파우

더를 승화시켜 다결정을 성장시키는 동안 불순물 및 석

출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VT 방법으로 원기둥 모양의 흑연 구

조물을 이용하여 링 모양의 SiC 다결정을 제작하였으며

흑연 호일과 성장 조건에서 온도 변화 영향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종자정을 부착하지 않은 채 흑연 구조물을 사

용하여 SiC 파우더를 승화시킨 결과 링 모양의 SiC 다

결정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였고, SEM/EDS 분석을 통하

여 기타 불순물 및 석출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

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성장 변수로 원기둥의 흑연 구조

물에 흑연 호일을 사용함으로써 성장하는 동안 도가니

내부의 수평방향으로 생성되는 온도구배를 줄여주게 되

어 평평한 모양의 결정이 성장되었다. 또한 성장 시간

동안 공정온도를 변화시켜 결정립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으며 성장률의 변화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PVT 방법이 다결정의 SiC 포커스링 제조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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