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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esign of a pulling module for silicon ingot and an apparatus of manufacturing

silicon single crystal ingot using the same method. The pulling module is conceptually designed by using TRIZ.

Czochralski method(CZ) is representative way to manufacture single crystal ingot for wafers. The seed can be broken

by high tension which is caused by large weight of a silicon ingot.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has been derived using

6SC(6 steps creativity)TRIZ. The pulling module is actuated by DC motor and rollers. High tension in the seed is removed

by the rotate-elevate motion of rollers in the pulling module. A rubber belt is included in the rotate-elevate mechanism

for increasing friction between rollers and silicon in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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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폰, 디지털 TV, 아이패드 등의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IT시장이

회복세를 맞고 있다. 경기 호조인 IT산업 제품들은 대

용량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 핵심 부품인 반도

체의 수요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시장 또한

세계적 물결에 편승하고 있다. 한국이 반도체를 자체기

술로 본격 개발하기 시작한 1983년부터 현재 세계 메모

리 공급국 1위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반도체 품목 中, 시장규모성장의 가능성이 크고 대량생

산의 장점이 있는 메모리분야를 기업의 전략목표로 삼

았기 때문이다. 이는 양산 체제의 구축이 반도체 시장

선점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1].

반도체용 웨이퍼(Wafer)의 원재료인 실리콘 잉곳

(Ingot)은 단결정 실리콘 시드(Seed)를 용융된 단결정

실리콘과 접촉시킨 후 천천히 위로 끌어 올리면서 냉

각 고화하며 성장시키는 초크랄스키법(Czochralski

method)에 의해 생산된다. 

세계 곳곳에서 효과적인 잉곳 양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2].

대용량의 메모리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잉곳

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며, 직경의 증가는

곧 실리콘 시드에 전달되는 하중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잉곳의 양산체제 발달에 문제로 작용한다. 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TRIZ 기법인 6SC를

활용하였다.

2. 이 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인 TRIZ란 다음과 같다.

TRIZ는 러시아어 ‘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E-mail : yjhuh@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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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datch’의 약자로 영어로는 Theory of Inverntive Problem

Solving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란 의

미이다.

1946년부터 지속적으로 ‘Genrich Saulovich Altshuller’

와 그의 제자들이 3,000,000 이상의 특허를 분석하였

고, 그곳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 해결 원리를 요약하

여 정리한 것이다.

TRIZ란 최소의 자원을 도입하고, 모순을 극복하여

이상성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시스템이 진화한

다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TRIZ의 다양

한 도구들을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활용함으로

써 최종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모순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

는 TRIZ 기법으로는 Fig. 1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3].

본 논문에서는 6SC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였다. 실무용 TRIZ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6SC

기법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4].

6SC 기법은 1) 그림으로 표현, 2) 시스템의 기능분

석, 3) 이상해결책, 4) 모순과 분리원리, 5) 요소-상호작

용, 6) 해결책과 평가의 6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를 정의

하여 정형화된 Tools 안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고안되

었다. 따라서 기존의 브레인 스토밍과 같은 문제정의와

해결책을 찾는데 중구난방으로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

울이지 않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5].

3. 연구 결과

3.1. 그림으로 표현

사람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

이나 도표 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그림으로 표현하면

문제의 상황을 쉽게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6].

Fig. 2는 초크랄스키법에 의해 일정 직경의 잉곳 제

조 과정에서 잉곳 자체의 무게에 의해 응력의 영향을

받아 끊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다. 잉곳이 끊어져서 용융화된 실리콘 내부로 빠져버리

는 경우 용융화 된 실리콘을 폐기해야 됨에 따른 제조

비용 상승의 문제점 및 제조공정 중단에 따른 공정효

율성 저하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3.2. 시스템 기능 분석

시스템 기능분석은 문제 상황의 시스템 구성요소들과

주변 환경들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시스템 기

능분석은 기술시스템 및 목표대상, 환경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시스템은 사각형, 목표대상은 원형, 환경요

소는 육각형으로 표현한다. 목표대상에게 기능을 전달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요소와 구성요소들 간의 상

호 메카니즘 중에서 기술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기능은 실선, 유해한 기능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Fig. 1. TRIZ process.

Fig. 2. Existing apparatus of manufacturing silicon single

crystal ingot.

Fig. 3. Analysis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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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 성장 장치 내부의 환경요소들을 Fig. 3과 같

이 나열하였다. 상호 주고 받는 기능을 유익한 기능과

유해한 기능으로 분류하여 정의할 수 있다.

초크랄스키 공정의 잉곳 제조과정에서 시드 결정으

로부터 가늘고 긴 결정을 성장시키는 네킹(Necking)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때 필연적으로 굵기가 가는 부

분이 형성되며 잉곳의 성장에 따라 고체화된 단결정이

결정의 최상부를 끌어당기는 인장력으로 인해 응력이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끊어짐이 발생한다. 

시스템 내부에서 존재하는 유해한 작용은 또 다른

유해한 작용을 생성하고, 시스템의 낮은 효율을 유발한

다. 이러한 악순환을 모두 유익한 작용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유해한 작용의 근원이 되는 인장력을 개선하거

나 제거함으로써, 단결정 성장 장치 내부 환경들이 서

로 주고 받는 기능을 유익한 작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3.3. 이상해결책 가정하기

이상적 최종 결과의 개념은 겐리흐 알트슐러

(Genrich Altshuller)가 처음으로 정립한 다음과 같은

법칙에 근거한다.

“모든 시스템의 발전은 그 이상성을 증가시키는 방

향으로 진행한다”[6].

유용한 기능을 다른 기능의 저하 없이 달성하거나,

하나의 유해한 기능 제거가 또 다른 유해한 기능의 출

현 없이 달성되는 것이 이상해결책이다.

단결정 성장 장치의 유해작용은 인장력이다. 

인장력은 회전·상승 운동과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

며 해당 운동은 유용한 작용인 단결정의 길이를 증가

시키는 기능이다. 즉, 인장력을 제거함으로써 유용한

기능을 잃지 않거나 유해한 기능을 유발하지 않기 위

해 구조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이상해결책은 성장하는 단결정의 길이와

질량이 커져도 끊어짐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3.4. 모순과 분리 원리

모순은 트리즈(TRIZ)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써,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의 두 가지가 있다. 기술적

모순(Technical Contradiction)이란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술적 특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모

순(Physical Contradiction)은 어떤 하나의 기술적 변수

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다. 알트슐

러는 물리적 모순에 대해서 시간분리, 공간분리, 전체와

부분분리 그리고 조건 분리 등의 분리원리(Seperation

Principle)을 적용해 볼 것을 권장하였다[7].

본 논문에서는 조건에 의한 분리를 이용하여 모순을

해결하였다. 조건에 의한 분리란 시스템 내외부의 환경

조건을 분리하여 해당 조건에 따라 기능을 부여하고,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다. 

3.4.1. 물리적 모순

생성되는 단결정의 길이와 무게는 커져야 하며 커지

면 안 된다. 단결정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길

이와 무게가 커져야 하지만, 길이와 무게가 커짐에 따

라 끊어질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커지면 안 된다는

물리적 모순이 작용한다.

3.4.2. 조건에 의한 분리

시드부가 지지할 수 있는 하중조건에 의한 분리 방

법을 적용하였다.

즉, 단결정의 시드부가 지지할 수 있는 하중까지는

기존의 회전상승 운동을 수행한다. 지지 가능 하중 조

건을 벗어나게 되면 고체화된 단결정은 스스로 회전상

승 운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3.5. 요소상호작용

요소상호 작용은 문제를 일으키는 각 요소의 성질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며,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신기술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분석이다[8].

단결정 제조 시스템에서 고체화된 결정과 결정의 최

상부 사이에 인장력이 작용한다.

결정의 최상부는 고체화된 결정 자체의 무게에 의한

인장력이 작용하고,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끊어지는 유

해한 작용을 가진다. 

요소상호 작용 분석을 통하여 유해한 작용을 유발하

는 문제 요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고체화된 결정과 결정의 최

Fig. 4. Element reciprocal a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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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사이에 제 3의 요소가 위치하고 해당 요소는 고

체화된 결정을 고정함으로써 문제 요소인 인장력을 제

거할 수 있다.

3.6. 해결책 평가

6SC의 각 단계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도출한 여러 가

지 해결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단

계이다[9].

요소상호작용 분석을 통하여 고체화된 결정을 고정

하는 제 3의 요소는 잉곳 제조 과정을 만족하기 위하

여 회전상승 운동을 수행해야 한다.

고체화된 단결정이 스스로 회전상승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을 40가지 발명원리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최종해결책에 적용된 발명원리는 다용도(6번)/ 유용

한 작용의 지속(20번)/ 중간매개물(24번)/ 셀프서비스

(25번)이다.

제 3의 장치는 단결정의 고정과 회전상승 운동을 만

족하고 고체화된 단결정과 결정의 최상부 사이에 위치

한다. 인장력을 제거하여 끊어짐을 방지하고 단결정의

성장 과정 수행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고

체화된 단결정 스스로 회전상승 운동을 하여 최상부

균열을 방지한다.

해결책으로 도출된 잉곳 인상 모듈은 적어도 둘 이

상의 잉곳 인상부를 포함하는 원통 형상의 몸체로 구

성한다. 모듈 내부에 위치한 모터의 구동축은 잉곳의

외면에 접촉하는 롤러를 포함한다.

Fig. 5. Element reciprocal action (2).

Fig. 6. 40 Invention Principles (1).

Fig. 7. 40 Invention principles (2).

Fig. 8. Pulling Module for Silicon Ingot (1).

Fig. 9. Pulling Module for Silicon Ingo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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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잉곳 인상 모듈을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잉곳의 무게로 인한 인상수단에 가해지는 응력을

분산함으로써, 인상수단의 균열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갖게 된다.

2. 모터 및 롤러를 구비한 잉곳 인상모듈을 제공하여

잉곳 상승 시 회전력을 가함으로써, 제조과정에서 잉곳

의 끊어짐을 방지한다.

3. 단결정 잉곳을 연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되어

길이와 무게가 증가된 잉곳을 얻을 수 있다.

잉곳 생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기법인 TRIZ의 6SC를 적용하여 해결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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