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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이어의 단결정 성장기술 동향

권순용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1. 서 론 
  

1.1 사파이어의 유래

사파이어의 어원은 청색을 의미하는 라틴어 

사피루스 (Saphirus)에서 유래되었으며, 보석

의 명칭이다. 사파이어는 청색의 보석으로 결

실의 계절인 가을의 하늘과 잘 어울리는 보석

이다. 또한, 사파이어는 오랫동안 진실과 불변

의 상징으로서 생각되어져왔으며, 고대인들은 

전신에 영향을 주고 불결한 것으로부터 보호

해주고 적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주고 포로

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파이어는 보석명이며, 광물명은 커런덤 

(Corundum)이다. 커런덤은 루비와 사파이어

로 나누는데 색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적색

을 띠는 보석은 루비라고 부르고, 그 외의 모

든 색상은 사파이어라고 부른다. 산업용 소재

로써의 사파이어는 무색의 투명한 고품질의 

단결정을 의미한다.

1.2 사파이어의 용도

(1) 보석용 
합성보석으로 천연보석의 보조보석으로써 사

용되며, 초기의 합성된 단결정은 19세기 후반

에 베루누이 (August V. L. Verneuil, France, 

1856~1913)에 의해 시도되어 성공하였으며, 

보석용으로서 적색의 루비를 대량 생산하여 천

연보석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보석 산

업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2) 시계용 
사파이어의 합성방법으로 최초로 고안

된 Verneuil 교수의 화염용융법 (Verneuil 

method)에 합성된 무색의 사파이어가 고급 시

계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생산비

용이 낮아 시계용으로 생산되었다. 그러나 결

정의 대형화와 내부결함으로 인하여 산업용으

로는 부적절하다. 

(3) 산업용 
최근에 LED와 같은 산업용 소재로는 결정의 그림 1. 공업용 사파이어 단결정 샘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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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가 높고, 결함밀도가 낮고, 투광도가 높

은 특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Czochralski법, 

EFG법, HEM, Kyropoulos법 등의 합성법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산업용으로 

생산되는 대부분의 사파이어는 다양한 산업

용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1.3 사파이어의 재료적 특성

사파이어는 알루미나 (Al2O3)의 단결정

으로서 광학적, 기계적 특성, 열적 특성 등

이 우수하며 환경, 우주, 군사용 광학 시스

템, 레이더, 고압기의 부품, 내마모성 재료

와 반도체의 기판 등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광표시소자, 

그 중에서도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는 가전제품, 특히, 오디오 기

기나 영상기기, 교통신호기, 대형 영상기기 

등의 표시 소자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삼성과 LG의 LED TV의 개발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백열등을 대

체할 광원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LED 

기판으로 사용되는 사파이어 웨이퍼의 수요

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사파이어 대형 단

결정의 생산을 서둘러야 하는 시기이다.

  

(1) 사파이어의 물리적 특성
① 화학식 : Al2O3

② 결정구조 : 육방정계

③ 격자상수 : a = 4.758 Å 

                 c = 12.991 Å

④ 밀도 : 3.98 g/cm3

⑤ 경도 : 9 mohs, 1,525 ~ 2,000 Knoop

⑥ 녹는점 : 2,050℃

⑦ 끓는점 : 2,980℃

(2) 사파이어의 열적 특성
① 열전도도 

  : 0.065 cal/cm·sec·℃, 25.12 W/m·K
② 열팽창계수 (10° to c-axis) 

  : 8.40 × 10-6 /℃

③ 비열 (at 25℃) : 0.10 cal/g

④ 열용량 (at 25℃) : 18.6 cal/℃·mol

⑤ 열충격저항 : 790 W/m

  

(3) 사파이어의 기계적 특성 
    (1 psi = 6.9 kPa)

① 인장강도 : 40,000~60,000 psi 

② 휨강도 : 70,000~130,000 psi 

③ 영율 : 50 × 106 psi

④ 포아송비 : 0.29

(4) 사파이어의 전기적 특성
① 비저항 : 1,014 Ω·cm
② 유전 내력 : 48,000 V/cm

③ 비유전상수 (c-axis) : 11.5

④ 유전손실계수 (tanδ) : 10-4

  

1.4 사파이어의 디스플레이 소자 적용 분야

사파이어의 적용분야는 광범위한 영역의 

산업 소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에 폭발적으로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분

야가 LED이다. LED는 차세대 친환경의 절

전형 광원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제품으로 21

세기의 광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

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유

럽에서는 이미 백열등은 3년 이내에 모두 새

로운 광원으로 대체한다는 법안이 통과 되었그림 2. 사파이어 단결정의 결정 구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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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가정용 광원에서 산업용 광원까

지 모든 영역의 제품이 앞으로 LED로 대체 

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 LED TV가 개발되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의 영역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따라서 사파이어 기판의 수요 또

한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응용 분야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있다.

(1) LED 교통 신호기
새로운 교통 신호기의 광원으로서 기존에 

사용되던 광원에 비하여 월등한 에너지 효율

이 높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국내

의 신호기도 현재 LED로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2) LED 가로등
도로의 가로등으로써 새로이 적용을 시도 

하고 있다. 따라서 LED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소재의 대량생산화

가 진행되면 현재 타 광원에 비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점차 하락 할 것으

로 예상되어, 대중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LED 램프
휴대용 랜턴, 레저 스포츠용품이 광원, 각

종 전자 기기의 신호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광

원은 형광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 

LED의 효율이 증가하고 대량 생산화가 진행

되면 에너지 절감 부분과 제품 가격의 적정

선이 형성되면 일반가정에서의 수요가 형성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전자 소자의 기판용
사파이어는 기판용, Window용, Rod

용, 의학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는

데 특히, 기판용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

다. 사파이어 기판의 적용 예는 태양 전지, 

B-LED (Blue Light Emitting Diode), LD 

(Laser Diode), SOS (Silicon on Sapphire), 

Semiconductors 등으로 그 적용 분야가 매

우 다양하다.

        

                          

2. 단결정 성장 이론 및 상태 변화

2.1 단결정 성장 이론

단결정 성장의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층성장이론과 나선성장이론

이 있다. 층성장이론은 결정이 생성될 때 핵

이 형성되고 다음에 주변의 원자나 이온이 

핵에 부착이 될 때 에너지가 높은 격자 위치

에 우선적으로 끌려가서 쌓이게 되어 격자층

이 형성되어 계속적으로 계단이 2차원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결정이 성장된다는 이론이며, 

나선성장이론은 과포화도가 높고 결정성장의 

속도가 낮은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뒤틀

그림 3.  전자 소자 기판용 사파이어의 적용 예 
(a) 태양전지, (b) blue LED, (c) SOS 
Water, (d) LD.

(a)

(c) (d)

그림 4. 층 성장 이론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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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격자 면에서부터 나선방향으로 원자나 이

온이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결정이 성장된다

는 이론으로 Carborundum (SiC)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2 융액의 상태변화

원료가 용융 상태로 존재할 때, 냉각과정에

서 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때 냉각의 속

도 변화를 주게 되면 새로운 상이 형성되어 고

화가 일어난다. 또한 융액에 포함되어 있는 원

료의 조성에 따라 상이 결정되기도 한다. 냉각 

속도에 따른 고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유리화 
세라믹은 용융상태에서 고화과정을 거칠 

때 결정화과정 없이 빠르게 냉각하게 되면, 

원자의 무질서한 상태의 고체상으로 변화되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리를 무정형 상태

의 하나로 용융 액체를 급냉시켜 결정이 아

닌 고화된 액체라고 정의한다.

(2) 다결정 
용융 액체 상태에서 냉각과정에서 고화될 

때 용융된 원료의 조성의 과도한 비화학양

론 조합일 경우에 또는 냉각과정이 너무 빠

른 경우 결정화과정에서 많은 핵이 생성됨에 

따라 일정한 방향특성을 지니지 못한 결정이 

성장하게 되면 다결정상태에 놓이게 된다.

(3) 단결정 
Al2O3가 용융상태로 존재할 때 냉각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결정화 시간을 주게 되면 

원자들이 3차원적으로 균일하게 쌓이게 되면 

하나의 결정이 되어 결정립계가 존재하지 않

은 상태의 단결정이 된다.

    

2.3 다양한 단결정 소개

현재의 결정성장 기술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결정을 이론적으로는 모두 성장이 가능

한 상태이다. 현재 산업용으로 생산되는 결

정의 세계시장은 일 년에 약 3만 톤에 이르

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분야는 실리콘, GaAs, InP, GaP, CdTe 

등으로 반도체용으로 사용되며, 약 60%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광학용 소자에 사용

되는 정도는 약 30% 정도이고, 이 이외에 

Jewelry와 시계 유리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용의 소재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

렀으며, 최근에는 광학용 소자의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LED 분

야가 친환경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어 미래 

시장성이 매우 밝은 상태이다. 하나의 예로 

유럽은 광원으로 사용되는 백열등을 수년 이

내에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 환경의 규제가 강

화되고 있는 추세로 친환경 소재의 시장은 

매우 밝은 상황이다. 따라서 친환경 재료인 

청색 LED의 소재 중 하나인 사파이어가 주

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림 5. 나선 성장 이론의 모식도.

그림 6. 다양한 단결정 성장 시료의 광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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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

은 상황으로 세계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3.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기술의 역사

초기의 결정성장 실험은 18세기와 19세

기에 시도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들어 

Edmund Frémy (1814~1894) 교수에 의해 

루비결정이 합성되었다. 이 후 Frémy 교수

의 제자 Verneuil 교수에 의해 화염용융법 

(Verneuil method)이 완성되어 대형 단결

정의 합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 

Verneuil 장치가 미국특허 등록이 되고 대량 

생산 시설을 가동하게 되어 합성 보석의 대

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

Verneuil 교수는 핵생성 조절과 결정

의 직경을 조절할 수 있는 결정성장 기술

을 개발하여 결정성장 기술의 아버지라고 

존경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 시도하는 연

구자들은 Verneuil 교수의 이론을 채택하

여 실험을 하였다. 그 예를 들면 Tammann 

(1914), Stöber (1925), Bridgman (1923), 

Czochralski (1918), Kyropoulos (1926), 

Stockbarger (1936) 등이 있다. 융액에서 씨

앗 (Seed) 결정을 이용하여 결정을 성장하는 

방법이 Verneuil 교수의 기술에서 한 단계 

진보된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브리지

만법, 키로폴로스법, 열교환법 등이 뒤를 이

어 시도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개발된 기술

들은 위의 기술들을 응용하여 변형된 형태로 

현재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Verneuil 교수는 17세 때 파리의 국립역사 

박물관에서 Frémy 교수와 함께 Flux growth

법으로 루비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Frémy 교수와 함께 일하면서 학사, 석사, 박

사까지 배우게 되었다. 그 이후 1892년에 교

수로 임용되어 1905까지 국립역사 박물관에

서 화학분야에 연구하면서 Verneuil 법을 확

립하였다. 그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1) 1886년 
파리의 국립역사 박물관의 광물학자 P. M. 

E. Jannettaz는 Geneva ruby를 실험하였고 

용해법으로 제조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였으

며, Jannettaz는 Verneuil와 이에 대해 토론 

하였다. 그리고 Verneuil와 G. A. Terreil는 

Jannettaz에 의해 확신하여 Cr을 혼합하여 

용해된 알루미나 분말을 사용하여 미세한 크

기의 루비 단결정을 합성하였다.

(2) 1888년 
Verneuil는 Flux growth법으로 Al2O3를 녹

여 고형화 시키는 실험을 시작하였고, Al2O3

를 녹이기 위해 2,050℃의 온도를 얻기 위해 

H2-O2 또는 gas-O2를 토치로 불어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3) 1891년 
Verneuil 교수는 제자 M. Pacquier와 함

께 일하였으며, 지금 Verneuil flame-fusion 

crystal growth라고 불리는 합성법을 발전시

켰다. 그러나 이때는 결정이 깨지는 것을 해

결하지는 못하였다.

(4) 1892년 
Verneuil는 crack이 형성되는 이유는 루비 

결정과 소결된 cone 사이의 접촉에 의해 만

들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1900년 
Verneuil법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생산된 

루비는 모두 팔 수 있게 되었다.

(6) 1902년 
Verneuil는 flame fusion 과정을 공식적으

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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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04년 
A .  Ve r neu i l ,  "Memo i r e  s u r  l a 

reproduction du rubies par fusion", 

Annales de Chimie et de Physique Ser. 8, 

3: 20-48 (1904)로 공식 논문에 발표하였다.

  

Verneuil 법은 출발원료를 콘 (Cone) 형태

로 알루미나 지지대 위에 쌓은 후 수소와 산

소 화염을 만들어 콘 중앙에 부분적인 융액

이 형성되어 결정막이 생성된다. 이 후 원료

를 공급함과 동시에 알루미나 봉을 서서히 

하강하여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4. 대형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법들의 특징

대형 사파이어 단결정을 성장하기 위한 결정

성장법에는 EFG법, Bridgman법, Czochralski

법, Kyropoulos법, HEM법 등이 있는데, 모두 

융액 상태에서 고화시키는 결정성장법으로 각

각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4.1 EFG법의 특징

EFG법은 Edge-defined Film-fed Growth

의 약자로 Czochralski법을 응용한 기술이

다. 몰리브덴 도가니에 원료를 용융하고, 도

가니 안의 몰리브덴 금형을 설치하여 금형에 

젖어 올라온 융액으로부터 형태를 제어하여 

특정한 형태의 결정을 인상하면서 성장시키

는 방법이다. EFG법과 Stepanov법은 1921

년에 처음 시도된 기술로 단결정질 비스무스 

(Bi) 성장에 적용하였다. 이후 Tyco Lab.에

서 사파이어 필라멘트 개발에 적용하였다.

EFG법에 의한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과정

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Al2O3를 몰리브텐 도가니에서 용융, ② 

융액의 몰리브덴 금형 표면에 젖음과 모세

관 인력에 의한 움직임을 이용, ③ 몰리브

덴 금형의 상단 표면에 젖어 올라온 융액

에 사파이어 씨앗 결정을 접촉시킴, ④ 씨

앗 결정을 회전하지 않고 수직으로 인상하

여 다양한 형태의 결정 성장.

EFG법은 Kyocera, Namiki 등의 업체에서 

결정성장하고 있는 방식으로 소량다품종 생

산에 적합한 방법으로 특수한 형태의 사파이

어를 생산하고자 할 때 이 방법으로 단결정

을 성장한다.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용으로 

대형 판형태의 결정을 성장 가능하나 표면에 

생성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가공되어 손실

되는 양이 많아 비효율적이다.                       

  

4.2 Bridgman법의 특징

1923년 Bridgman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 

그림 7.  베르누이법에 의한 사파이어 성장 과정 
모식도.

그림 8. EFG 결정상장법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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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수직방향의 결정성장이 이루어지

는데 Bridgman법은 수평 방향으로 결정성장

을 하는 방법이다. 도가니 속의 원료를 용융

시킨 후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고화시켜 결정

을 얻는 방법으로 고온 용액의 점도가 낮아 

결정을 끌어올릴 수 없는 물질의 결정 성장

에 이용되며, 금속 단결정이나 염류의 큰 단

결정을 만드는데 주로 이용된다. 

Bridgman법에 의한 사파이어 결정성장은 

씨앗 결정을 사용하며, 한쪽 끝에 설치하여 

씨앗 방향으로 결정을 성장하며, 두 개 이상

의 가열영역을 만들어 도가니를 씨앗결정 방

향으로 서서히 이동시켜 고화 시키는데 매

우 정밀한 온도구배를 이용해야 양질의 결정

을 얻을 수 있다. 현재는 Bridgman법을 약

간 변형한 형태의 기술이 개발되어 8인치 이

상의 웨이퍼 크기의 사파이어 단결정을 성

장하고 있다. Bridgman-Stockbarger 또는 

Babdasarov 등의 이름으로 몇 개의 업체에

서 GaAs, RbAg4I5, SiAs, 사파이어 등을 생

산하고 있다.

Bridgman법에 의한 단결정 성장 방법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순도의 Al2O3를 몰리브덴 도가니에서 

용융, ② 가열영역을 분할하여 씨앗 결정

은 녹지 않게 조절, ③ 씨앗결정 방향으로 

약 1 mm/h 속도로 이동시켜 결정 성장. 이

때 정밀한 몰리브덴 도가니의 이동 속도와 

온도조절이 요구된다.

Bridgman법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재료의 

결정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양질의 대형 단결정 성장이 가능하여 대형 

웨이퍼용 단결정을 빠른 시간에 생산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도가니의 이동에 의한 내부 

결함 생성, 초대형 단결정 성장의 어려움 등

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4.3 Czochralski법의 특징

Czochralski법은 Czochralski에 의해 1918

년에 고안된 결정성장법이다. Verneuil법의 

핵생성과 결정성장 속도 그리고 직경을 조절

하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하였다. 금속 도

가니에 원료를 용융하고 씨앗 결정을 위에

서 담가 서서히 인상하면서 결정을 성장하는 

방법이다. 1950년 초 BELL연구소의 Teal과 

Little이 Ge와 Si의 순수한 결정과 불순물이 

첨가된 결정 그리고 PN-접합형 결정을 이 

방법으로 키우기 시작하였으며, 실질적으로 

III-V족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 이후 다양한 결정성장에 적용하였으며,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장법이다. 

1979년에 기존에 Verneuil법으로 성장하

던 루비, 사파이어를 보석용, 시계용, 볼펜 

볼 등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

러나 레이저용은 고품질의 사파이어를 요구

되었다. 따라서 Czochralski법으로 사파이어 
그림 9.  Bridgman법 도가니 및 결정 성장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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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시작하였다. Czochralski법의 단결정 

성장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고순도의 Al2O3를 이리듐 (Iridium) 도

가니에 넣고, 2050℃ 이상으로 용융함, 

② 사파이어 Seed 결정을 융액에 담금, 

③ Seed를 30 rpm 이상으로 회전하면서 

6~25 mm/h의 속도로 융액으로부터 인상

함, ④ 98% N2와 2% O2로 분위기를 제어

함. 이때 일정한 직경을 얻기 위해 세밀한 

인상속도 조절을 요구된다.

Czochralski법은 대표적인 인상법에 의한 

결정성장법으로 Iridium 도가니에 Al2O3을 

유도 가열하여 용융한 후, 씨앗 결정을 상부

에서 융액에 접촉시켜 회전하면서 서서히 인

상하여 실린더 형태의 단결정을 성장하는 방

법으로 주로 반도체용 Silicon 결정 성장에 

이용한다. 사파이어 이외의 다른 다양한 결

정을 주로 성장하는데 Kyocera, Namiki 등

에서 이용하고 있다. 

장점은 다양한 재료의 결정성장, 전자소재

용 품질 생산 가능, 결정성장 속도 빠름, 대

형단결정 성장 가능, 다양한 형태의 결정성

장 가능, 결정의 성장과정 관찰 가능 등을 열

거할 수 있다. 단점은 표면결함에 의한 가공

손실이 커서 생산 효율 낮고, 결정 이동에 의

한 내부결함, 대량 생산의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4.4 Kyropoulos법의 특징

1926년 Kyropoulos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 

Czochralski의 인상법에서 응용하여 씨앗 결

정을 위에서 접촉하여 융액의 온도를 서서

히 하강하여 위로부터 결정을 성장하는 방

법이다. 이때 씨앗결정을 회전과 인상을 하

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세밀한 온도 변화에 

의해 결정화시킨다. Kyropoulos법의 사파이

어 적용은 러시아의 Monocrystal의 전신인 

Analog社가 1984년에 80 mm의 사파이어를 

생산하면서 1998년 현 Monocrystal이라고 

개명하고 현재에까지 지속적으로 크기를 늘

려가면서 사파이어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어가고 있다.

Kyropoulos법은 Monocrystal社와 Atlas

社 등에서 사파이어를 생산하는 기술로 초대

형 단결정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현

재 200 Kg의 단결정도 생산이 가능하다. 텅

스턴 도가니에 Al2O3를 담아 용융한 후에 상

부에서 씨앗 결정을 융액에 접촉한 후에 융

그림 10.  Czochralski법의 장치 및 결정 성장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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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 씨앗 결정 주변

부터 결정이 성장되는 방법으로 고품질의 초

대형 단결정 성장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 대

략적인 결정성장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고순도의 Al2O3를 텅스턴 도가니에서 용

융, ② 씨앗결정을 위에서 융액에 접촉 함, 

③ 융액의 온도를 서서히 하강함에 따라 씨

앗결정으로부터 결정성장, ④ 씨앗결정의 

회전과 인상을 하지 않음, ⑤ 진공 분위기

에서 성장. 

Kyropoulos법의 장점들로는 다양한 재료

의 결정성장 가능, 전자소재용 고품질 단결

정 생산 가능, 결정성장 속도 빠름, 초대형단

결정 성장 가능, 낮은 결함 밀도 등을 들 수 

있고, 결정의 형태 제어의 어려움 및 결정형

태에 의한 웨이퍼 수율이 낮은 등의 특정은 

단점으로는 지적된다.  

 

4.5 HEM법의 특징

HEM법은 1960년대 초에 기계 기술자 

Fred Schmid에 의해 Watertown Arsenal

에서 금속의 방향적 고형화와 He의 아크 로 

(Arc furnace)에서 Ti 캐스팅된 부분적 냉각

을 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연구를 시작하였

다. 1967년에 알루미나를 고형화하는데 성

공하였으며, 3/4인치 도가니에서 사파이어 

단결정을 성장하였다. 1969년에 F. Schmid

와 D. Viechnichi에 의하여 crack이 없는 사

파이어 단결정을 합성하는 기술로 개발되었

으며, 이때 개발된 사파이어 단결정은 3인

치 크기였다. 1969년에 최초로 HEM 논문

을 발표하여 이슈가 되었다. 1970년에는 미

국 American Ceramic Society 저널에 상

세한 기술이 "Growth of Sapphire Disks 

from the Melt by a Gradient Furnace 

Technique"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후 71년에 

6인치 크기의 단결정을 합성하였으며, 지속

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 15인치 이상 크기의 

단결정을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HEM법은 가장 나중에 개발된 결정성장법

으로 Kyropoulos법과 마찬가지로 초대형 단

결정 성장이 가능하며 내부결함 밀도가 낮은 

고품질의 사파이어 성장 기술이다. 몰리브덴 

도가니에 Al2O3을 용융한 후에 융액의 온도

를 서서히 하강함에 따라 도가니 바닥에 설

치되어 있는 씨앗결정으로부터 결정이 성장

되는 방법이다. 그 대략적인 결정성장 방법

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Kyropoulos법의 장치 및 결정 성장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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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씨앗결정을 몰리브덴 도가니 바닥에 설

치, ② 고순도의 Al2O3를 도가니에 채움, 

③ 도가니 바닥면에 He을 흘려주어 냉각하

며 Al2O3를 도가니에서 용융, ④ 씨앗결정

이 녹지 않게 온도를 조절, ⑤ 씨앗결정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융액의 온도를 서서히 

하강, ⑥ 씨앗결정이 있는 바닥면에서부터 

서서히 사파이어 결정 성장. 이 때, 세밀한 

온도 조절이 필요하고, 진공 분위기를 유

지해야 한다.

HEM법의 장점들로는 다양한 재료의 결정

성장 가능, 전자소재용 고품질 단결정 생산 

가능, 성장된 결정의 낮은 결함 밀도, 초대형 

단결정 성장 가능, 단결정 형태 제어 가능, 

높은 생산 수율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원

료 용융 시 씨앗결정 조절의 어려움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5. 요 약

현재 산업용으로 생산되는 결정의 세계시

장은 일 년에 약 3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평

가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실리콘, GaAs, InP, GaP, CdTe 등의 반도체

용이며, 약 60%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레

이저, LED 등의 광학 소자용으로 약 30% 정

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보석용 및 

시계유리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용의 

소재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최근에

는 광학용 소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

세이다. 그 중에서도 LED 분야가 친환경 소

재로서 각광받고 있어 미래 시장성이 매우 

밝은 상태이다. 하나의 예로 유럽은 광원으

로 사용되는 백열등을 수년 이내에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 환경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

세로 친환경 소재의 시장은 매우 밝은 상황

이다. 따라서 친환경 재료인 청색 LED 소

재 중 하나인 사파이어가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 세계의 업체

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은 상황으로 세

계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2009년 이후로 삼성과 LG

의 LED TV의 개발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백열등을 대체할 광원으로 주목 받

기 시작하면서 LED 기판으로 사용되는 사파

이어 웨이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

다. 사파이어 대형 단결정의 생산을 서둘러

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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