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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리콘(Si)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은 

현대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

였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가속화는 기존 반도체 공

정으로는 그 요구를 충족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물질

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탄화규소

(silicon carbide, SiC)는 높은 융점, 큰 항복 전장, 우

수한 열전도도와 높은 포화 전자이동도 등을 갖는 와

이드-밴드갭 반도체로, 기존의 실리콘을 대체할 차

세대 반도체 물질로써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iC의 물성을 실리콘과 또 다른 화합물 반도체

인 갈륨비소(galluim arsenide, GaAs), 질화갈륨

(galluim nitride, GaN)과 비교하여 표 1에 나타내

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SiC의 높은 항복 전

장과 열전도도는 고온의 동작 환경과 높은 전력 밀

도에서 매우 큰 효율성을 갖는 소자를 실현시킨다. 

또한 높은 항복 전장과 넓은 에너지 밴드갭은 동시

에 작용하여 SiC 기반의 전력 컨버터에서 실리콘 기

반의 스위칭 소자와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른 전력 스

위칭을 가능케 한다. 이는 소자가 고주파, 고효율

(즉, 스위칭 에너지 손실이 적음)로 작동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력 컨버터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는 더 작은 크기의 축전기(capacitor)와 유도

자(inductor), 변압기(transformer)를 제작하여 결

국에는 전체적인 제품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SiC의 작은 온-저항(on-resistance)과 빠른 스위칭

은 에너지 손실, 즉 발열을 최소화하는 한편 높은 열

전도율은 동작중인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

으로 제거한다. 낮은 에너지 손실과 높은 열 효율성 

때문에 SiC 소자에서는 기존의 고전력 소자에서 과

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방열체나 냉각 장

치를 크게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 

SiC 전력소자는 위와 같은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우주 항공 시스템 및 전기자동차, 차세대 발전소 등 

운송시스템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시스템에 적용

되면 그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

히 고온, 고전압에서 작동하며 냉각장치가 필요 없

는 SiC 전자장치는 우주항공 시스템에서의 혁신적

인 개선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형화된 전

자 제어장치 및 센서는 제트 항공기에 적용되면 중

량 절감 및 유지보수 비용 감소, 높은 연료 효율성, 

높은 운용신뢰도를 이루게 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SiC 전자제품의 성능향상은 전력 발전소가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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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iC, Si, GaAs, GaN의 물성 비교.

물성/물질 4H-SiC Si GaAs GaN
전자 이동도 (cm2V-1s-1) 900 1500 8500 900
정공 이동도 (cm2V-1s-1) 100 450 400 20
항복 전계(×106Vcm-1) 3 0.3 0.4 3
열 전도도 (Wcm-1K-1) 4.9 1.5 0.46 1.3

포화 전자 표류 속도 (×107cm-1) 2.2 1 2 2
비유전율(βεr) 10.03 11.9 12.8 10.4
밴드갭 (eV) 3.26 1.12 1.42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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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비를 건설하지 않고도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력 품질과 운영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SiC를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SiC 소자를 성공적으로 제작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기대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소자제작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인 에피택셜 성장

이 매우 중요하다. SiC 소자의 성능은 에피택셜 층

의 품질에 크게 좌우되는데 따라서 에피택셜 층의 

생산성과 재현성, 품질이 소자의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특성으로는 에피택

셜 층의 결함 밀도, 폴리타입 안정성, 낮은 수준에서

부터 높은 수준에까지의 n-타입, p-타입 도핑 프로

파일 등이 소자의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 SiC의 에

피택셜 성장은 여러 종류의 기판에 대하여 그 보고

가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는 같은 SiC 기판 위의 

호모에피택셜 성장과 Si 기판에의 헤테로에피택셜 

성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온, 고전압에

서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SiC 소자는 SiC 기판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고성능 소자의 경우 호모에피택셜 

층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고에

서도 그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SiC 애피택셜 성장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

데,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승화 에피택시(sublimation epitaxy, SE), 

액상 에피택시(liquid phase epitaxy, LPE), 증기-

액체-고체 에피택시(vapor-liquid-solid epitaxy, 

VLS)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장단점과 특

징이 존재한다. 승화 에피택시 방법의 경우 성장속

도가 매우 높다(1,000 μm/h)는 장점이 있지만 도

핑레벨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1]. 액상 

에피택시는 1990년대에서부터 많이 이루어졌던 증

착 방법으로 증착속도를 300μm/h까지 달성할 수 

있고 도핑 타입 또한 선택할 수 있지만 성장 중에 도

핑 레벨을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역시 존재한다 

[2]. 증기-액체-고체 에피택시 방법은 비교적 최근

에 제안된 방법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3]. 

SiC의 에피택설 성장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화학기상증착법이다. 적은 비용으로 대면적의 

생산이 가능한 화학기상증착법의 특성은 SiC의 산

업화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증착 중의 도핑 레

벨 조절과 정밀한 계면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SiC 에피택

셜 성장 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구조와 방법에 대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SiC 에피택셜 성

장에 적용되고 있는 기법과 응용에 대하여 그 이론

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SiC 에피택셜 성장 CVD 시스템

2.1 CVD를 이용한 SiC 에피택셜 성장 원리 및 과정

SiC 에피택셜 성장에 적용되는 CVD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Si와 C를 포함하는 소스를 가열된 단

결정 기판이 있는 반응기로 주입함으로써 기판 표

면에서의 화학적 반응으로 에피택셜 층이 성장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서셉터 구조에 따라 크

게 냉벽(cold-wall) 반응기, 고온 벽(hot-wall) 반

응기로 나눌 수 있으며 반응기의 형태에 따라 수평

(horizontal), 수직(vertical), 팬케이크(pancake), 배

럴(barrel) 형의 증착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Si와 C를 

공급하기 위한 전구체의 종류도 다양한데, 일반적으

로 Si를 포함하는 실레인(SiH4)와 C를 포함하는 프로

판(C3H8)이 널리 사용된다. 그 외에도 Si와 C를 포함

하는 다른 여러 종류의 전구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Si와 C를 각각 포함하는 두 종류의 전구체가 

아닌 Si와 C를 한 분자안에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일 

전구체도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헥사메틸다

이실레인(hexamethyldisilane, HMDS), 메틸트리

클로로실레인(methyltrichlorosilane, MTS)등이 있

다. 이러한 단일 전구체의 장점은 분해 온도가 낮아 

낮은 온도에서의 에피택셜 증착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응기의 종류와 전구체의 종류에 따른 대

표적인 예를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공정

압력에 따른 분류도 가능한데, 상압에서 이루어지는 

상압 화학기상증착법(atmospheric pressure CVD, 

APCVD)와 저압 화학기상증착법 (low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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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D, LPCVD)으로 나눌 수 있다. APCVD 방법

은 SiC 에피택셜 성장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LPCVD의 발전과 그 장점, 기상 핵생성 억제와 불순

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LPCVD 방

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iC의 에피택셜 성장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

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번째 단계는 에피

택셜 층을 증착하기 전의 에칭 과정이고 두 번째 단

계는 성장 조건 하에서의 에피택셜 층의 성장 단계

이다. 첫 번째 단계인 에칭 과정은 주로 수소(H2) 가

스나 염화수소(HCl) 가스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데 그 목적은 연마 과정에서 생성된 기판 위의 흠집

을 제거하고 에피택셜 층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른 

표면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에칭 온도와 시간은 

그 목적과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데 공정변수를 어

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에칭 후의 기판의 표면상

태가 다르다. 따라서 좋은 품질의 에피택셜 층의 성

장을 위해서는 에칭단계에서의 공정조건을 설정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1은 (a) 4H-SiC 기판

과 (b) 1,450℃, (c) 1,500℃에서 에칭한 표면의 주

사탐치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 사

진이다 [4]. 기판의 AFM사진에서는 연마과정에서 

생긴 흠집들이 선명하게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러한 흡집이 에피택셜 층의 성장전에 그대로 남아있

다면 결함 생성의 원인이 된다. 1,450℃에서 에칭한 

표면의 경우 연마과정에서의 흠집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에칭공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에피택

셜 층의 성장에 알맞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반면, 

1,500℃에서 에칭한 기판의 표면은 오히려 더 열화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온에서의 에칭에 의한 

스텝번칭(step bunching) 현상 때문이다. 위와 같

은 결과는 에칭 과정에서의 공정변수의 설정이 에피

택셜 층 전 단계의 과정으로서 중요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단계인 에피택셜 층 성장 단계에서는 일

반적으로 수소 가스를 운반 가스(carrier gas)로 하여 

Si와 C를 포함하는 전구체를 주입함으로써 가열된 

기판 위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SiC 단결정 박막을 성

장시킨다. 성장이 끝나면 전구체의 주입은 멈추어지

며 반응기의 온도를 낮추며 냉각시키는데, 냉각속도

는 반응기에 전구체가 남아있지 않은 시간을 계산하

여 수소 가스를 주입시키며 조절한다. 일반적인 SiC 

에피택셜 증착의 개략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SiC 에피택셜 성장을 위한 반응기는 유도 가열 방

식으로 가열된 서셉터를 사용한다. 서셉터는 SiC로 

코팅된 흑연(graphite)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가열

된 서셉터는 1,500℃ 이상의 고온을 형성하기에 적

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도가열 방식이 초기부터 지

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2.2 CVD 반응기 구조에 따른 SiC 에피택셜 성장

앞서 말했듯이 SiC의 화학기상증착법에는 반

그림 1. (a) SiC 기판과 (b) 1,450℃, (c) 1,500℃에서 수소 에칭
한 기판 표면의 AFM 사진 [4].

(a) (b) (c)

그림 2. 일반적인 SiC 에피택셜 증착의 개략도 [5].

그림 3. 수평 냉벽 반응기의 개략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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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기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그 중에서 수평 냉벽 반응기

(horizontal cold-wall reactor)와 수평 고온 벽 반

응기(horizontal hot-wall reactor) 수직 고온 벽 반

응기(vertical hot-wall reactor)의 구조와 특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수평 냉벽 반응기는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방

법으로 장비의 개략적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이

러한 형태의 반응기는 오래전부터 화합물 반도체

의 에피택셜 성장에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초기

에 SiC 에피택셜 성장에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되

어 사용되었다. 수평 냉벽 반응기는 그림과 같이 반

응기의 벽 사이에 물이 순환되는 이중으로 된 석영

(quartz) 튜브로 이루어진다. 기판이나 시편은 유

도 가열된 흑연 서셉터 위에 놓여진다. 벽 사이에 순

환되는 물은 냉각 작용을 하며 냉벽 상태를 유지하

기 위해 서셉터는 단열재 위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과 같이 서셉터는 성장되는 에피택셜 층의 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어진 상태로 놓여진다. 이러한 

수평 냉벽 반응기는 반응기의 간단한 구조, 적용의 

편리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었지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판 크기가 제한되고 낮은 온도 균일성 혹은 에피

택셜 층의 낮은 성장 속도 등 산업화의 측면에서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평 냉벽 반응기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 제한점은 고온 벽 반응기에서 해결될 수 있다. 냉

벽 반응기 단점의 대부분은 기판이 놓여있는 서셉터

가 가열되기 때문에 기판 밑 부분은 가열되지만 기

판 위의 부분이 가열되지 않는 다는 점과 관련이 있

다. 즉 시편 위 부분과 반응기 벽사이의 온도구배

가 매우 크다. 고온 벽 반응기는 대부분 그림 4와 같

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열되는 서셉터가 기판

을 감싸고 있어 수평방향 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으

로의 열적 균일성을 이룰 수 있다. 그림에서 흑연 서

셉터는 서셉터를 관통하여 뚫려 있는 직사각형 모양

의 구멍을 가지고 있으며 윗부분은 비스듬하게 기

울어져 있다. 이러한 서셉터의 기하학적 구조는 통

과하는 가스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균일한 에피택셜 

층을 성장시키기 위해 공핍 효과(depletion effect)

를 감소시킨다. 서셉터는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으

며, 이러한 단열재는 복사열로 인한 열 손실을 줄여 

결과적으로 냉벽 원자로보다 훨씬 적은 전력 소비

를 가능하게 한다. 고온 벽 반응기의 우수한 수직 방

향으로의 열적 균일성은 전구체 분해 효율을 높여

주고 이는 바로 성장 속도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실

제로 냉벽 반응기의 성장 속도인 5~10μm/h와 비

교했을 때 고온 벽 반응기의 성장 속도는 25~50μ

m/h정도로 매우 크다. 이러한 성장 속도의 개선 외

에도 수직 방향으로의 온도구배로 인해 나타나던 Si

의 과포화를 없애주어 에피택셜 층의 균일도를 개선

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즉 고온 벽 반응기에서는 

냉벽 반응기와 비교했을 때 기상에서의 Si 응집(gas 

phase Si aggregation)이 최소화된다. 마지막으로 

고온 벽 반응기에서는 장시간의 성장에 매우 안정적

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SiC 표면의 열화 없이 

수십 시간 이상의 연속 성장이 가능하다. 고온 벽 반

응기의 위와 같은 산업적인 장점은 많은 연구가 이

그림 4. 수평 고온 벽 반응기의 개략적인 구조 [6].

그림 5. 수직 고온 벽 반응기의 개략적인 구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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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개선된 다양한 방식으

로 적용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매우 높은 증착속도를 위해 

고안된 수직 고온 벽 반응기이다 [7]. 일명 굴뚝 반

응기(chimney reactor)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그

림 5와 같다. 마찬가지로 서셉터 내부에 직사각형의 

단면을 가지는 구멍이 뚫려 있다. 대칭적인 서셉터

의 구조는 서셉터의 반대편에 놓여진 기판들에 대하

여 대칭적인 온도구배와 가스 흐름의 분포를 가능하

게 한다. 일반적으로 가스는 반응기의 아래에서 윗 

방향으로 주입된다. 성장속도 30μm/h로 도핑농도 

1014 cm-3 수준의 에피택셜 성장이 보고되었다.

2.3 전구체 종류에 따른 SiC 에피택셜 성장

2.1에서 언급했듯이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SiC의 에피택셜 성장에는 Si와 C를 포함하는 전구

체의 주입이 필요하다. Si의 전달을 위해 가장 많이 

선택되는 가스는 실레인(SiH4) 가스이다. 그 외에 

Si2H6, SiCl4, SiH2Cl2 등이 Si 소스로서 많이 사용되

어지고 있다. C의 전달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

어지는 가스는 프로판(C3H8)가스이며 그 외에 CH4, 

C2H2, CCl4 등이 사용된다. 이렇게 Si와 C를 전달하

는 전구체를 따로 사용하게 되면 공정변수의 조절

이 정밀하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C/Si 

ratio를 조절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구

체의 분해, 특히 C를 포함한 전구체의 분해가 힘들

고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Si와 C를 같은 분자안에 포함하는 전구체

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헥사메틸다이실레인

(hexamethyldisilane, HMDS), 메틸트리클로로

실레인(methyltrichlorosilane, MTS), 실라사이

클로부테인(silacyclobutane, SCB) 그리고 비스

트리메틸실릴메테인(bis-trimethylsilylmethane, 

BTMSM)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일 전구체이

다. 이 경우 전구체의 분해온도가 낮아 보다 낮은 온

도에서 에피택셜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C/Si ratio의 정밀한 조절이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그림 6은 이러한 단일 전구체인 BTMSM을 사

용해 1370℃의 온도에서 성장시킨 4H-SiC의 호모

에피택셜 층의 reciprocal space mapping(RSM)과 

X선 회절 분석법을 이용한 rocking curve이다 [8].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BTMSM 전구체의 낮은 분해

온도로 인해 Si와 C 각각을 포함하는 전구체를 사용

했을 때에 비해(1,500~1,600℃) 매우 낮은 온도에

서 좋은 결정도(9.3 arcsec)를 갖는 4H-SiC 에피택

셜 층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외에 SiC 에피택셜 성장에 사용되는 전구체 중 

언급할 만한 것은 할로젠화물 기반의 전구체이다. 

SiC의 에피택셜 성장 중, 성장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구체의 유량을 늘리게 되면 특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 Si 드롭렛이 생성된다 [9]. 이 때 생성된 Si 드롭렛

은 Si를 중심으로 탄화소소가 코팅되어 고온에서 없

어지지 않고 에피택셜 층에 남아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할로젠화물 기반의 전구체를 사용하면 이러

한 Si 드롭렛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음이 보고된다. 

이를 이용해 전구체의 유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좋

은 품질의 에피택셜 층을 성장시킬 수 있고 다시 말

해 높은 성장속도를 달성 할 수 있다. 할로겐화물 기

그림 6. BTMSM 전구체를 사용해 성장시킨 4H-SiC 에피택셜 
층의 RSM과 rocking curve [8].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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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전구체가 Si 드롭렛의 생성을 억제하는 원리는 

할로겐 원소의 Si와의 친화도가 Si 원자끼리의 친화

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할로겐 원소 중 브롬과 요오

드는 원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Si와의 결합이 약

하고 반면 플루오르의 경우 Si와의 결합이 너무 세 

성장을 위한 분리가 어려워 잘 사용되지 않는다. 즉  

염소가 가장 적합한 할로겐 원소로 알려져 있으며 

HCl의 형태로 단독으로 주입되기도 하고 SiHxCly, 

CHxCly, SiCxHyCl의 형태로 Si, C원자를 포함하는 

전구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3. SiC 에피택셜 성장 기법 및 응용

3.1 계단 제어 성장법

CVD를 통한 SiC의 호모에피택셜 성장은 1960

년대에 처음 보고되었는데, 6H-SiC (0001) 기판 

위에 1,700℃ 이상에서의 호모에피택셜 성장이 주

로 시행되었다 [10].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double 

positioning boundary (DPB)가 포함된 3C-SiC

가 매우 높은 밀도로 포함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

는 이러한 높은 성장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3C-SiC가 포함되지 않은 성장법이 보고되었는데 

바로 계단-제어 에피택셜 성장법(step-controlled 

epitaxial growth)이다 [11]. 이 성장법은 (0001)면

에서 인위적으로 오프컷을 주어 계단 밀도(step-

density)를 높인 기판 위에 에피택셜 층을 성장시키

는 방법으로, 보다 낮은 성장온도에서 성장한 에피

택셜 층의 폴리타입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SiC 에피택셜 성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방법이

다. 그 이후 6H-SiC 뿐 아니라 계단 제어 성장법을 

이용한 4H-SiC의 호모에피택셜 성장에 관한 보고

가 1,500~1,600℃의 성장온도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적 성질이 우수한 4H-SiC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단 제어 성장법에서의 사용이 필요한 이유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SiC의 폴리타입(polytype)에 관

한 언급이 필요하다. 다형성(polytypsm)은 SiC의 

가장 큰 결정학적 특징으로, SiC에는 Si와 C의 바이

레이어가 한 방향으로 적층되는 순서에 따라 화학

식은 같지만 결정구조가 다른 여러 가지의 폴리타

입이 존재한다. SiC의 적층구조를 c축 방향에서 표

시한 그림7을 살펴보면, A로 표기된 Si-C 바이레이

어 다음에는 B 혹은 C자리에 다음 바이레이어가 적

층될 수 있다. 이러한 적층 순서에 따라서 c축으로

의 결정구조가 다른 많은 수의 폴리타입들이 존재

할 수 있으며, SiC의 폴리타입은 입방(cubic), 육방

(hexagonal), 능면체(rhombohedral) 중 한 가지

의 구조를 가진다. 그 중 입방형 SiC는 베타-SiC(β

-SiC) 육방형과 능면체 SiC는 알파-SiC(α-SiC)라

고 불린다. 각 폴리타입의 명칭은 적층 주기에 따른 그림 7. SiC의 적층 구조 개략도 [2].

그림 8. (a) 3C-SiC, (b) 4H-SiC, (c) 6H-SiC의 결정구조 [5].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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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입방형에 대해서는 C, 육방

형에 대해서는 H, 능면체에 대해서

는 R을 사용하여 명명된다. 예를 들

면 순수한 우르자이트(Wurtzite) 구

조인 ABABAB...적층구조로 형성된 

SiC의 경우 2H-SiC로 명명될 수 있

다. 만약 ABCABC...로 형성된 SiC

의 경우 3C-SiC로 ABACABAC...로 

형성된 SiC는 4H-SiC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림 8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3C-SiC, 4H-SiC, 6H-SiC 폴

리타입의 결정구조를 나타내었다. 

SiC는 그 폴리타입마다 그 물성에 차이가 있다. 

폴리타입마다 전기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에

피택셜 성장 중 에피택셜 층에 의도하지 않은 폴리

타입이 불순물의 형태로 포함된다면 소자의 특성저

하를 일으킨다. 특히 4H-SiC나 6H-SiC 기판을 이

용한 호모에피택셜 성장의 경우에는 성장이 이루어

지는 온도범위에서 3C-SiC의 생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단 제

어 성장법은 이와 같이 다른 폴리타입이 불순물의 

형태로 포함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다. 에피택셜 층이 성장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단(step)이 없는 테라스

에서의 핵생성을 통한 성장이고, 두 번째로는 계단

을 따라 성장하는 스텝-성장(step-growth) 방법이

다. 계단 제어 성장법에서는 오프컷을 주어 계단의 

밀도를 인위적으로 높인 기판위에 에피택셜 성장을 

시행함으로써 두 번째 방법인 스텝-성장의 가능성

을 높인다. 

그림 9의 (a)에는 계단이 없는 6H-SiC 온-엑시

스(on-axis) 표면과, (b)에 계단이 있는 6H-SiC 오

프-엑시스(off-axis) 표면을 나타내었다 [12]. 만

약 온-엑시스 표면에서 핵생성을 통해 에피택셜 층

이 성장하게 된다면 (a)에서처럼 기판의 적층순서

인 ABCACB가 아닌 ABCABC, 혹은 ACBACB의 

3C-SiC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 이루어지

는 온도 범위에서 3C-SiC가 안정하기 때문이며 이

때 인접한 3C-SiC는 더블-포지션-트윈 (double 

positioned twin)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 (b)와 같

이 계단을 따라서 스텝-성장을 하게 된다면 기판

의 적층 순서가 계단의 옆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6H-SiC가 에피택셜 층으로 그대로 전이된다. 즉 호

모에피택셜 성장에서의 폴리타입 안정성을 크게 높

여준다. 

그림 10은 계단 제어 성장법을 이용하여 (0001)

면에서 3.5도 기울어진 표면을 갖는 오프컷-

엑시스 6H-SiC 기판위에 BTMSM전구체를 사

용해 성장한 에피택셜 층의 포토루미네선스

(photoluminescence, PL) 측정 결과와 투과전자현

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그리고 회절 패턴 사진이다 [13]. PL측정결과를 살

펴보면 전구체의 유량에 따라 20 sccm 이하에서는 

3C-SiC가 없는 6H-SiC 호모에피택셜 층이 성장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프컷-엑시스 기판의 높

은 계단 밀도가 그림 9의 (b)와 같은 성장을 촉진하

였기 때문이다. 반면 전구체 유량 30 sccm에서는 

3C-SiC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계단 제어 

성장법에서의 성장 과정이 표면 반응의 제어가 아닌 

물질 전달(mass transport)이 제어하는 것과 관련

이 있다. 계단 제어 성장법을 통해 호모에피택셜 성

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물질 전달로 이루어지는 성장

을 촉진하고 핵생성을 방지기 위해 반응기 내의 과

포화(supersaturation)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겠다. TEM사진과 회절패턴은 전구체 유

량 10 sccm으로 성장시킨 에피택셜 층의 결과이다. 

TEM사진에서는 스태킹펄트(stacking fault)나 전위

(dislocation)과 같은 결함이 없는 에피택셜 층을 확

그림 9. (a) 계단이 없는 온-엑시스와 (b) 계단이 있는 6H-SiC 표면의 개략도 [1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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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또한 회절패턴에서는 에피택셜 층이 

육방형을 가지는 단결정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단 제어 성장법은 그 이전에 문제가 되

었던 호모에피택셜 성장에서의 3C-SiC 생성을 크

게 감소시킴으로써 SiC소자의 개선과 산업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처음에는 6H-SiC

의 호모에피택셜 성장에 관한 보고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로는 4H-SiC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그림 11은 4도-오프컷 4H-SiC 기판위에 성장시

킨 에피택셜 층의 성장 온도에 따른 라만 측정 결

과이다 [4]. 1,280℃ 이하에서는 3C-SiC의 피크인 

796 cm-1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3C-SiC가 핵

생성 되어서 에피택셜 층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1,320℃ 이상의 성장온도에서는 3C-SiC가 포함되

지 않은 4H-SiC 에피택셜 층이 성장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에피택셜 성장 중의 공정 온도가 계단 

제어 성장법에서의 성장 메커니즘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즉, 위에서 말한 과포화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 성장 온도, 테라스 길이 등이 계단 제어 성장

법에서의 성장 메커니즘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1,320℃ 이상에서의 온도에서는 계단 제어 성장

법의 적용으로 인해 4H-SiC 호모에피택셜 성장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탄화수소 에피택셜 성장 중의 도핑 제어

SiC의 도핑은 N형과 P형 두 가지 모두 넓은 범위

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N형 도핑의 주개(donor)

로써 질소(N)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P형 도핑의 

받개(acceptor)로써 알루미늄(Al)이 많이 사용된다. 

현재 SiC 소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도핑 방법으

로는 이온주입(ion implantation)법이 가장 많이 활

용되고 있다. 이온주입을 통한 도핑에서는 주입한 

이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닐링 과정이 필요한데, 

SiC의 특성상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특히 알루

미늄을 이용한 P형 도핑의 경우). 어닐링 과정에서

의 온도는 SiC의 승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높고 

표면의 열화를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에피택셜 성장 중에 

도펀트를 포함하는 전구체를 주입함으로써 에피택셜 

층이 성장하며 도핑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N형 도

핑의 소스로써 질소를 포함하는 N2와 NH3 가스를 사

용하며 인(P)을 포함하는 PH3, 비소(As)를 포함하는 

AsH3를 사용할 수 있다. P형 도핑의 소스로써 알루

미늄을 포함하는 AlCl3, trimethylaluminium(TMA)

을 사용하며, 보론(B)을 포함하는 B2H6, 갈륨(Ga)를 

포함하는 trimethylgallium 등을 사용한다. 그림 12

는 TMA를 이용하여 에피택셜 성장중에 Al을 이용

한 P형 도핑한 에피택셜 층 표면의 주사탐치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AFM)과 주사전자현미

그림 10. 6H-SiC 에피택셜 층의 (a) 전구체 유량에 따른PL 측정 
결과와 BTMSM 10 sccm으로 성장시킨 에피택셜 층의 (b) 
TEM, (c) 회절 패턴 사진 [13].

그림 11. 4도-오프컷 4H-SiC 기판위에 성장시킨 에피택셜 층의 

성장 온도에 따른 라만 측정 결과 [4].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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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사진이다 

[14]. 그림에서 보여지는 에피택셜 층의 도핑 농도는 

TMA의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7.5 × 1017 cm-3에서 

2.0 × 1021 cm-3까지 증가하였다. TMA의 분압이 증

가하면 고농도의 도핑을 할 수 있지만 표면의 열화가 

일어나므로 에피택셜 성장 중에 원하는 도핑 수준에 

따라 공정변수를 조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SiC의 에피택셜 성장의 도핑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수준의 도핑 농도를 갖는 에피택

셜 층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도핑 농도

를 갖는 에피택셜 층을 성장시키는 것은 고온에서의 

성장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는 도핑을 억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 낮은 수준의 도핑농

도를 갖는 에피택셜 성장을 이루는 것은 SiC의 우수

한 항복전장이 가지는 이점을 소자의 실현시키기 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

러한 저농도의 도핑은 시행하기 어려워서 1016 cm-3 

이하의 도핑농도를 갖는 에피택셜 층의 성장이 매

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0년대에 site-

competition 에피탁시라고 불리는 방법이 보고되

면서 해결되었다 [15]. 1990년대 초 Larkin은 에피

택셜 성장 중에 주입시키는 C/Si 비율을 조절함으로

써 에피택셜 층의 도핑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보고

하였다. 도핑을 위한 도펀트들은 SiC의 격자내에 특

정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특히 질소의 경우에

는 격자 내의 C 원자 자리에,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Si 원자 자리를 선호한다. 만약 주입시키는 C/Si 수

치가 높다면 SiC 층의 표면에서 C의 농도가 높아져 

성장하고 있는 에피택셜 층에서 질소 원자가 자리할 

수 있는 위치에 C 원자가 자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낮은 도핑 농도를 갖는 N형 에피택셜 층을 형

성할 수 있다. 반대로 C/Si 수치가 낮다면 Si의 농도

가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SiC의 Si 격자 자리에서 알

루미늄과 경쟁하여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C/Si 비율을 조절하는 site-competition 에

피탁시를 이용하면 1014 cm-3 이하의 매우 낮은 농

도를 갖는 N형과 P형 에피택셜 층을 얻을 수 있고, 

그림 12. Al을 이용해 P형 도핑한 에피택셜 층 표면의 AFM과 
SEM 사진 [14].

그림 13. C/Si 비율에 따른 질소의 도핑 농도를 측정한 SIMS 프
로파일 분석과 C-V 측정 결과 [15].

그림 14. 바나듐 도핑된 4H-SiC 에피택셜 층의 verrocene 용기 
온도에 따른 저항값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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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iC의 고전압 소자의 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이

라고 볼 수 있다.

더 높은 저항값을 갖는 반절연 SiC 에피택셜 층의 

제작을 위해서는 에피택셜 성장 과정 중 바나듐(V)을 

포함하는 전구체를 주입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림 

14는 verrocene (bis-cyclopentadienylvanadium, 

C10H10V)전구체를 사용하여 성장한 바나듐 도핑된 

4H-SiC 에피택셜 층의 verrocene 용기 온도에 따른 

저항값을 나타내였다 [16]. 용기 온도가 증가하면 에

피택셜 성장 중의 바나듐의 주입량이 증가한 것이고 

그래프를 살펴보면 바나듐의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

라 에피택셜 층의 저항값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바나듐이 도핑됨으로써 반절연의 에피

택셜 층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맺음말

지금까지 탄화SiC의 에피택셜 성장에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활용되는 화학기

상증착법을 이용한 SiC 에피택셜 성장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화학기상증착법에서의 성공적인 에피택

셜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반응기의 형태와 구조, 그

리고 전구체가 제안되었으며 본고에서 그 중 대표적

인 예를 소개하였다. 에피택셜 성장을 위한 기법으

로써 SiC 에피택셜 층의 폴리타입 안정성을 개선하

기 위해 오프-엑시스 기판을 이용한 계단 제어 성장

법을 활용하고 있다. 에피택셜 성장 과정 중에는 도

핑농도의 제어가 가능한데, 적합한 전구체를 사용하

여 도핑을 시행할 수 있고, 낮은 수준의 도핑을 위해

서는 주입하는 전구체의 C/Si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SiC 소자의 성능 개선은 에피택셜 층의 

품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SiC의 상

용화에 있어서 에피택셜 성장이 가지는 중요성이 매

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관한 많은 연구와 논의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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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공학사

·� 2017년 -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석박사 통합과정 

◈ 성  명 : 김형준

◈ 학  력

·� 1976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공학사

·� 1978년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공학석사

·� 198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재료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 1978년 - 1981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 1986년 - 1990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조교수

·� 1991년 -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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