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LS : 분리막의 길이 (m)

Mi : 화학종 i의 분자량 (kg/kmol)

Dij : 화학종 i, j 간의 확산계수 (m
2
/s)

ρ : 혼합물 도 (kg/m
3)

ω : 질량비

x : 길이 방향 좌표 (m)

y : 높이 방향 좌표 (m)

z : 폭 방향 좌표 (m)

1. 서 론

  유기금속 화학 기상증착 (MOCVD,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은 

CVD 공정의 일종이나 박막 성장 시 유기금속 

재료(MO source)나 다른 반응물들을 사용하여 

박막을 성장하는 것이 기존 CVD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MOCVD법은 기존의 열 CVD에 비해 비

교적 낮은 온도에서 에피층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 통신, 멀티미디어 등 미래 정보 

사회용 기기에서 필요한 고속화, 대용량화, 지능

화, 상화를 만족할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소자

는 대부분 MOCVD 에피탁시 성장법에 의해 제

조된다. MOCVD 장치를 이용하여 III-V족 화합

물 반도체 에피탁시 박막을 성장시킬 경우 III족 

원료로는 액체상태의 유기금속(metal organic)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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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이고 운반가스를 이용하여 반응로에 공급한다. 

V족 원료는 주로 가스상태로 직접 또는 운반가

스로 희석하여 반응로에 공급한다. 이때 양질의 

에피탁시 박막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는 반응가스의 층류 유동이 기판과 평행하게 형

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판 위를 흐르는 반응

가스의 흐름제어가 필수적이다.

  반응기의 형상을 고려한 반응로 내부의 열 및 

유체역학적 해석이 Jensen 등(1) 과 Evans 와 

Greif
(2)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물질전달

을 고려하여 실제 CVD 공정과 가깝게 수치모사

를 수행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Eversteyn등
(3)
은 단순한 형태의 CVD 반응로의 

유동 특성이 박막성장에 미치는 향을 실험적으

로 검토하여 대류의 효과가 중요한 인자가 됨을 

발표하 다. 기존에 무시되었던 대류의 향으로 

가스의 혼합이 증가함을 가시적으로 규명하 으

며, 가스속도와 경계층 두께가 성장층의 균일도

에 미치는 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식을 제시

하 다. Chiu와 Jalulia 등(4)은 Eversteyn등3)이 사

용한 동일 모델을 적용하여 열전달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반응면의 온도 및 Nu수 분

포에 의해 반응율 및 그 균일도를 예측하 으며 

다른 형태의 반응로에 대한 부력의 향을 검토

하 다. Evans와 Greif
(5)
는 수평 채널에 분리된 

입구를 통해 유입된 반응물의 질량전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전에 검토되지 않아 왔던 

물질 확산이 에너지 전달에 미치는 향에 관한 

고찰을 수행하 다. Wang(6)등은 제3의 유입구가 

수평으로 되어있는 MOCVD 반응로를 개발하여 

유량에 따른 성장 두께와 균일성을 연구한 바 있

다.

  최근 일본의 Harafiji 등(7)이 기존 수평형 반응

로의 입구에 확장 역을 도입하여 3차원 GaN 반

응로에 대한 가스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여 GaN 에피탁시에 미치는 벽면의 열적조건의 

향이 지대함을 보고한 바 있으며, Safvi 등
(8)
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반응로를 수직으로 위치하여 

부력에 의한 자연대류 효과를 검토하고, 질화갈

륨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반응 모델을 제시하

다. Fotiadis등(9)은 축대칭 수직형 반응로에 대

하여 공급유량, 반응면의 회전, 작동압력 및 수송

가스의 향등 작동조건과 반응로 도입부의 형

상, 반응면의 온도 등 MOCVD의 총괄적인 향

을 발표하 다. 

  고품질 질화물 반도체 에피층 성장을 얻기 위

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암모니아 기체와 유

기 금속재료와의 사전 반응의 방지, 반응기체의 

충분한 혼합을 위한 기판 까지의 거리 확보, 부

력의 문제해소, 안정된 층류 유동이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양

질의 에피탁시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고, 그 장치의 형상 및 작동조건을 최적화

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다.

2. 수치해석

2.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 채택한 계산모델의 기하학적인 형

상은 Fig. 1과 같이 상․하로 분리된 입구를 가

진 수평 채널을 사용하 다. 반응로의 구성은 비 

반응 역인 저온 벽면 및 입구 역과 출구 역, 

그리고 고온의 반응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

구 역은 유기금속 재료인 TMG(Trimethyl 

gallium)와 수소의 유입부와 암모니아의 유입부

를 분리하여 상부입구에는 수소와 TMG가 유입

되고 하부입구는 암모니아가 유입된다. 사전 열

분해 효과를 유지하도록 고안된 분리형 입구형상

을 갖는 수평형 반응로(separated flow horizontal 

reactor)의 형상이다. 수소 2000 SCCM, 암모니아 

1000 SCCM, TMG는 20μmol/min을 기준으로 

그 향을 검토하 다. 또한 TMG를 수송하는 

기체로는 1기압의 수소 가스를 사용하 다. 입구 

수평 채널의 높이와 출구 수평채널의 높이는 각

각 10 mm와 22 mm이고 반응로의 길이는 320 

mm이며,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면의 온도는 

1000K이다.

2.2 해석방법 및 경계조건

  반응면을 통한 열전달과 원료가스의 유동은 정

상상태 층류 유동에 대한 일반적인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식을 적용하며, 화학종

(chemical species)에 대한 보존 방정식은 i 번째 

화학종에 대한 대류-확산식의 해를 통하여 국소 

0.05 0.135

0.022

Ls 0.125

susceptorx
z

y

0.022

NH3

H2+NH3

Fig. 1 Separated flow horizontal type MOCV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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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비(local mass fraction)을 예측할 수 있는 다

음의 식과 같다.

운동량방정식

∇⋅(ρ v v ) = -∇p+∇⋅μ(∇ v)+ρg    (1)

에너지방정식

ρCp( v⋅∇T) = ∇⋅(k∇T)               (2)

화학종방정식

v⋅∇(ρω i) = -∇⋅J i                   (3)  

여기에서 농도 기울기에 의한 확산 플럭스는 열

확산(thermal diffusion)을 고려치 않은 경우

              

J i =  ρ
Mi
M ∑

n

j=1, j≠i
 D i j (∇ω j+ω j

∇M
M
)   (4)

          

이다. 운동량, 에너지식 등의 계산을 위한 벽면 

경계조건의 향을 검토한다.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면의 온도는 실제 사용조건인 1000K를 사용

하며, 입구가스의 온도, 농도, 속도는 균일한 값

이며 출구에서는 그 변화율을 0으로 한다. 반응

로의 상판은 등온(Tc=300K)로 하 으며 그 외 

모든 벽면을 단열조건으로 가정하 다. 반응로의 

반응면에서 복사와 열확산은 무시하 다. 1000K

의 고온의 반응면에서의 표면반응은 TMG와 암

모니아의 표면으로의 확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표면에 도달된 모든 반응물

질은 도달 즉시 소멸된다는 조건으로부터 반응표

면에서의 TMG의 질량분율은 0으로 한다.

  반응면 위에 부착하는 GaN 박막의 부착율은 

몰 평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5)으로 계산된

다.

G=
MGaN
M

ρ
ρGaN

D TMG/ H 2

∂mTMG
∂y

          (5)

3. 해석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수평형 CVD 반응로에 주입된 
수소를 수송가스로 하는 TMG 및 암모니아 가스

의 혼합에 관한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반응면위에 

부착하는 GaN의 성장률에 미치는 입구형상, 주

입가스량 등의 향을 조사하 다. 

  Fig. 2는 입구 분리막(separated plate)의 길이

가 반응면 도달 직전(x=0.13m)위치의 암모니아 

질량비에 미치는 향을 도시한 것이다. 유입된 

가스는 분리막의 끝에서 강제대류 및 확산에 의

해 혼합되어 반응면에 도달된다. 화학반응물들의 

주 전달방향은 대류에 의한 유동방향이나, 이 주 

유동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이 추가된다.  본 연구의 분리형 입구형상을 갖

는 반응로의 경우, 반응 면에 도달되기 전에 

III(Ga), V(N)족 화합물의 혼합이 기존의 완전 혼

합형 단일 입구형상의 반응로에 비해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단일 입구 형상은 MO-source와 암

모니아의 충분한 혼합의 관점에서는 우수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MO)xNHy의 부산물을 생

성하게 되어 GaN계열의 질화물 성장이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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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거나 저급의 박막성장이 됨이 발표
(10)

된바 있다.  분리막의 길이 Ls=0mm일 경우, 

x=0.13m의 위치에서 암모니아의 혼합이 양호하

게 되어 전체 단면에서 약 0.6%의 편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리막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면에 도달되는 암모니아량은 증가하나 다른 

기체와의 혼합은 잘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가 되

며, Ls=50mm 일 때  3%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

다.  

  Fig. 3은 반응면위에 부착되는 질화갈륨(GaN)

의 성장률에 미치는 분리막의 향을 도시한 것

이다. 기존의 완전 혼합형 단일입구형상의 반응

로의 경우 반응 면에 도달되기 전에 III(Ga), 

V(N)족 화합물의 혼합이 양호하여 초기의 반응

면에서 성장이 최대가 되며 반응면을 따라 완만

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리형 입구

의 경우 반응로의 상층에 위치한 III족 반응물은 

반응표면에 도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긴 확산 

길이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전달 성질을 갖

는 수송가스 뿐 아니라 하부에 위치한 짙은 농도

의 암모니아 층을 통과하여 확산되어야 한다. 따

라서 새로운 형태의 반응로의 경우, 분리막 길이

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성장률은 감소한다. 또

한 반응면의 하류 역에서 성장률을 지배하는 III

족의 화합물의 혼합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성장률

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

막의 길이가 10mm인 형태에서 가장 균일한 성

장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는 이 길이

를 기준으로 가스의 유량이 성장률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Fig. 4는 수소 가스의 양(3000 SCCM)을 일정

하게 하고 암모니아 가스의 양을 변화시켜 암모

니아 가스의 양이 성장률에 미치는 향을 나타

낸 것이며 암모니아 가스가 가장 적은 양인 1000 

SCCM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과 균일성을 나타낸

다. 즉, 암모니아의 양이 증가할수록 반응면의 

TMG 농도가 감소함으로서 성장률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박막의 성장과정에서 암모니아의 증

가는 확산과정의 지연을 야기한다. 그 이유는 암

모니아의 속도 증가(유입량의 증가)에 따라 

TMG는 반응면의 후류에 도달되며, 상대적으로 

긴 확산 길이 및 암모니아 층의  느린 확산은 성

장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5는 기체의 총 공급량을 일정(6000 

SCCM)하게 수소 또는 암모니아 양을 변화시켜 

GaN 성장률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것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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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스의 증가에 따라 성장률 및 균일성이 개선 

되었으며, 암모니아의 증가는 성장률의 감소 및 

불균일성을 야기하고 있다. 동일한 체적유량의 

공급에 대해 TMG와 수소간의 확산에 의한 질량 

전달이(300K에서의 확산계수 0.40cm2/s) TMG와 

암모니아의 확산에 의한 질량 전달보다 5배정도 

빠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300K에서의 확산계수 

0.08 cm2/s).

  Fig. 6은 일정한 수소와 암모니아의 양(2000 

SCCM, 1000 SCCM)에 대하여 TMG의 양이 성

장률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것이다. 성장률은 

TMG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배되며, 공급되는 

TMG 양과 비례하여 성장률은 증가하나, 박막의 

균일성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연구가 2차원해석을 통해 유동방향의 

성장 균일성을 주로 다루어져왔다. Fig.7(a)는 3

차원 모델해석에 의해 폭방향 성장률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기존 입구형태로서 VH2=2 lpm, 

VNH3=1 lpm가 잘 혼합되어 단일 입구를 통해 유

입되었다. 폭 방향 벽면의 주위의 유동저항에 의

해 감소된 속도(반응물 질량)에 의해 양끝에서 

최소, 중심에서 최대 박막두께를 나타내는 전형

적인 볼록형 성장률을 나타낸다. 유동이 진행되

어 반응면 하류에 도달되면 경계층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 TMG의 확산이 지연됨으로서 성장률

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7(b)는 수소 2000 SCCM, 암모니아 1000 

SCCM, TMG 20μmol/min 가 각각 분리되어 공

급되는 경우(Fig.7(b)), 반응면에서 성장률을 3차

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면의 상류에서는 단

열벽면에 근접한 위치에서 극대 성장률이 나타나

며 중심부에서 최소 성장률이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유동이 진행됨에 따라 혼합이 양호한 

혼합의 결과로서 중심부의 성장률이 증가하며 또

한 극대점이 단면의 중심에서 형성되고 있다.

   Fig. 8은 분리된 입구를 갖는 GaN 박막의 폭 

방향의 성장률을 나타낸 성장률의 윤곽선이다. 

잘 혼합되어 단일입구를 통해 유입된 기체는 반

응면에 도달될 때까지 각 질량비가 일정하게 분

포한다. 그러나 성장률 결정하는 반응기체(TMG)

의 혼합은 유동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며 하부

에서 유동하는 암모니아의 속도가 낮은  단열벽

면에 근접한 위치에서 극대가 됨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반응면의 하류 역에서 성장률을 지배

하는 III족의 화합물의 혼합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성장률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4.5

5

5.5

6

6.5

7

7.5

8

0 0.005 0.01 0.015 0.02

x = 150mm
x = 160mm
x = 170mm

gr
ow

th
 ra

te
(µ

m
/h

r)

z(m)

                
3.6

3.7

3.8

3.9

4

4.1

4.2

0 0.005 0.01 0.015 0.02

x = 150mm
x = 160mm
x = 170mm

z(m)

gr
ow

th
 ra

te
(µ

m
/h

r)

         (a) Conventional single inlet                                 (b) Separated flow inlet (LS=10mm)

Fig. 7 Growth rate variations in traverse direction

Fig. 8 Contour of growth rate on 3D sus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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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분리형 입구형상의 수평형 CVD 반응로에서 

기체의 혼합 및 성장률에 미치는 각종 향을 수

치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단일 입구를 통하여 유입된 기체는 혼합 및 
박막의 성장률은 양호하며, 반응면 선단에

서 최대인 성장률은 반응면을 따라 완만하

게 감소한다. 유동입구를 분리한 형태의 경

우, 분리막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성장률은 감소하며, 유동의 진행과 함께 성

장률이 증가하여 불균일한 분포를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는 10mm의 분리막일 때 비

교적 균일한 분포가 이루어졌다.

2. 수소가스의 증가에 따라 성장률 및 균일성

이 개선되었으며, 암모니아의 양이 증가할

수록 TMG의 확산을 지연시키게 되어 성장

률은 감소되고, 반응면의 후류에서 형성되

는 최대 성장률은 불균일성을 야기한다. 

3. 단일 입구형상의 반응로에서는 반응면의 중

심에서 최대 박막두께를 갖는 폭방향으로 

볼록한 성장률을 나타낸다. 분리형 반응로

의 반응면의 상류에서는 단열벽면에 근접한 

위치에서 극대 성장률이 나타나며 중심부에

서 최소 성장률을 형성한다. 이 중심부의 

성장률은 유동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여 

극대점이 단면의 중심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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