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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가열 초크랄스키법에 의한 야그 단결정 성장의 전산모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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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of Yttrium Aluminum Garnet(YAG) Single Crystal 
Growth by Resistance Heating Czochralski(CZ)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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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ttrium Aluminum Garnet (YAG) single crystal has received much attention as the high power 
solid-state laser’s key component in industrial and medical applications. Various growth methods have 
been proposed, and currently the induction-heating Czochralski (IHCZ) growth method is  mainly used to 
grow YAG single crystal. Due to the intrinsic properties of the IHCZ method, however, the solid/liquid 
interface has a downward convex shape and a sharp tip at the center, which causes a core defect and reduces 
productivity. To produce YAG single crystals with both excellent quality and higher yield,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core defects. In this study, using computer simulations we demonstrate that the 
resistance-heating CZ (RHCZ) method may avoid a  downward convex interface and produce core defect free 
YAG single crystal. We studied the effects of various design parameters on the interface shape and found 
that there was an optimum combination of design parameter and operating conditions that produced a flat 
solid-liqui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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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희토류 이온(RE:Nd, Er, Tm, Yb등)을 첨가한 Y3AL5O12 –

Yttrium Aluminium Garnet(YAG) 단결정 소재는 산업 및 의

료용 고출력 레이저의 광 증폭기 및 LED 소재로 사용된다 

[1]. 현재 야그 단결정은 주로 초크랄스키(CZ) 방법으로 성장

시킨다. 초크랄스키 성장방법은 도가니에 원료를 넣고 용융

시킨 후 단결정 씨앗을 융액 중앙에 접촉 후 천천히 회전시키

면서 표면장력에 의해서 융액을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진 융

액이 냉각되어 단결정 씨앗에 의해 단결정으로 성장한다 [2]. 

초크랄스키 방법은 단결정 성장방법 중에서 비교적 빠르고 

자동화가 가능하며, 결정을 끌어올릴 때의 회전 및 도가니 회

전에 의한 유동이 발생하므로 여러 첨가물이 들어간 야그 단

결정을 광학적으로 균일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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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초크랄스키 방법으로 성장 시 코어 결함이 생성되는 문

제점이 있다. 코어결함은 주로 잉곳의 중앙부에 생성되며 도

핑물질의 농도가 결함이 없는 곳에 비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광학적 특성이 불균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코어결함은 야그 

단결정 성장공정 시, 잉곳 중앙 부분 융액의 하강유동이 강하

고, 온도장의 요동이 클 때 결정의 잉곳이 아래로 뾰족한 원

뿔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잉곳의 중앙부에 생성된다 

[3]. 드릴을 이용하여 로드모양으로 만드는 추후 가공공정에

서 코어 결함으로 인하여 잉곳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잉곳의 수율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코어결함 형성의 

억제는 중요하다.

일반적인 초크랄스키 성장방법은 유도가열방식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논문의 결과 개략도인 그림 1처럼 RF 코일에

서 유도된 전류로 인하여 Ir도가니가 발열되는 방식으로 RF 

코일과 가장 가까운 도가니 측면에서 최고온도가 나타나고 

도가니 하부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나타난다 [4,5]. 이러한 온

도구배로 인하여 융액의 유동은 도가니 상부 측면에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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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for Temperature distribution by induction 
heating method in crucible [5]

Fig. 2. Geometry and regions of the CZ system

방향으로 유동이 발생되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온도구배

와 고액계면이 형성되어 코어 결함이 생성된다 [6,7].

코어결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F 코

일을 이용한 유도가열방식 신 발열체(히터)를 이용한 저항

가열 방식을 도입하였다. 저항가열방식을 사용하면 비싼 Ir 

도가니 신 저가의 Mo도가니를 사용할 수 있고 도가니 측

면과 하부의 온도구배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코어결함 생성

억제를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초크랄스키 성장공정 방식은 

결정 성장 시 유체의 유동, 열 전도, 복사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RF코일 신 히터를 이용하여 가열시키는 저항

가열방식으로 가열방식을 바꿀 경우, 열전달 및 유동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8]. 실제 실험에서는 단결정 성장의 중요한 

요소들인 열, 유동을 공정 중에 가시화하여 볼 수 없기 때문

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nsys fluent v.15를 이용하여 아직 연구되

지 않은 야그 단결정의 저항가열방식을 사용한 초크랄스키 

성장방법 적용 가능성과 코어결함 억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설계된 저항가열방식의 초크랄스키 성장로를 모

델링하여 야그 단결정의 고액계면 모양과 열, 유동의 패턴 및 

효과를 분석하고 도가니 회전 및 도가니 위치, 히터열량에 따

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2.1 저항가열방식의 CZ 성장로 구성

CZ성장로는 그림 2와 같이 발열체, 도가니, 단열재, 융액, 

결정씨앗, 도가니지지 로 구성되어 있다. 도가니는 도가니 

지지  위에 놓여있고 성장로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발열체

는 도가니의 측면에 위치해 있고 발열체 바깥쪽으로 흑연 펠

트에 의해 단열이 되고 있다. 정상상태의 계산을 하기 위하여 

야그 결정 어깨의 각도는 121.54°, 직경 52 mm, 길이 방향으

로 12 mm 성장하였을 때 (야그 잉곳의 10% 성장 시)를 가정

하여 계산을 진행하였다. 이 때, 진공, 결정어깨, 융액이 만나

는 부분인 삼중점은 성장로의 크기에 비하여 너무 작은 부분

임을 고려하여 기계적 평형조건은 무시하였다. 히터의 모양

은 홈이 파여 있지 않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기둥 형태로 가

정하였고, 축 칭 계산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전극봉은 생략

하였다.

2.2 시뮬레이션 방법

모든 계산에서는 결정의 회전속도는 1 rpm으로 고정하였

고 야그 초크랄스키 성장로 내부의 열전달과 유체의 유동해

석은 축 칭 회전체로 가정하였다. 성장로의 외벽은 313k의 

냉각수로 수냉이 되고 있다. 표 1은 YAG와 성장로 소재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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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apparatus components
YAG liquid YAG solid Graphite Felt insulation Molybdenum

Density kg/m3 3600 4300 1800 160 10240
Specific heat j/kg-k 590 590 1700 1700 430

Thermal conductivity w/m-k 4 4 128 0.5 75
Absorption coefficient 1/m 74 74 169500 169500 67659000

Emissivity 0.3 0.3 0.8 0.8 0.17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k 1.8e-05 7.8e-06

Melting point K 2243
Latent heat j/kg 455000
Viscosity kg/m-s 0.0468

Refractive index 1.82 1.82 2.4 2.4 3.74
Scattering coefficient 1/m 0 0 0 0 0

성이다 [9-11]. 성장로 내부는 진공, 야그 물질은 등방성의 반

투명한 물질이고 온도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

정하였다. 그라파이트, Felt insulation과 같은 탄소계 물질은 

실제 측정값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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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및 응고를 포함한 에너지 방정식은 식(1)과 같고 좌측 

항은 엔탈피(Entahlpy)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우측 항은 열전

도, 원자들의 확산, 점성소실에 의한 항이며 는 히터에 의

한 추가적인 열과 복사에 의한 열이다. 히터의 열량은 User 

Define Function을 작성하여 전력량을 토 로 하여 히터의 

부피당 열의 형태로 소스 항 (식(1)의  ) 들어가 각 그리드

에서 계산 된다. 응고 및 용융 시 식 (2), (3)과 같이 잠열은 액

상분율과 관련되어 계산되고 고체와 액체가 혼합된 영역에

서의 액상 분율은 식 (4)와 같이 온도에 의해 계산된다. 결정 

씨앗 및 도가니 회전에 의한 유동과 열적 류 모두를 고려하

기 위해 회전류를 포함한 운동량 방정식(5)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축 칭이며, 결정 씨앗의 회전이 들어가므로 유

동계산에서 원통형 축을 사용하여 계산을 진행하였다.

CZ성장로 모사는 결정 씨앗의 회전에 의해서 빠른 속도의 

강제 류가 생기기 때문에 난류를 포함한 계산이 필요하다. 

난류 계산 모델은 여러 난류 모델 중 K-epsilon realizable을 

사용하였고 식 (6)을 이용하여 난류 운동에너지 k를 계산하

고, 식 (7)를 이용하여 난류 에너지 소산율 ε 을 계산한다 

[12,13]. 복사열전달의 모델은 D.O모델을 선택하여 복사열전

달의 지배방정식은 식 (8)과 같다. 식 (8)의 좌변 항은 복사열

의 강도를 나타내고 우측 항들은 첫째 항부터 흡수와 외부산

란, 표면방사, 내부산란에 의한 복사열 강도를 나타낸다 [14]. 

본 연구에서 야그 용탕면과 성장된 잉곳의 경계조건은 반투

명 물질이라 가정하여 설정하였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의 경계조건은 불투명으로 가정하였다. 계산의 각 변수

에 한 설명은 부록의 표 2에 나타내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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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liquid/solid interface position 
in hot zone by heater power: a. heater power 100%  b. heater 
power 99.71%  c. heater power 100.48%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liquid/solid interface position 
in hot zone by heater power: a. crucible rotation speed = 0rpm  b. 
crucible rotation speed = 1rpm  c. crucible rotation speed = 3rpm

3. 결과 및 고찰

야그 단결정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CZ 성장로 핫 존(hot 

zone, Felt insulation 내부)의 온도분포, 융액의 유동패턴 및 

속도, 그리고 생성된 야그 결정형상에 해 계산을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3은 히터 열량이 성장로 및 잉곳 내부의 온도분포 그

리고 고액계면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하였다. 핫 

존 내부의 최고온도는 발열체의 상부에서 하부로 약 70% 정

도 되는 지점에서 나타나고 전도 및 복사에 의하여 도가니 내

부 융액으로 열전달이 일어난다. 도가니 받침  하부에서는 

chamber와의 전도에 의한 열 교환이 일어나 온도가 낮고, 결

정 씨앗 윗부분의 pulling rod에서도 chamber와 열전도에 의

해 온도가 낮다. 성장로 분위기는 진공상태를 가정하였으므

로 핫 존 내부는 부분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 일어난다. 먼

저 저항가열 방식의 결과인 그림 3 (a)와 유도가열방식인 그

림 1 을 비교했을 때, 유도가열방식은 RF코일에서 가장 가까

운 도가니 측면이 가장 온도가 높고, 가장 거리가 먼 도가니 

바닥면이 가장 온도가 낮다. 도가니 바닥면과 측면의 온도차

이 및 도가니 회전으로 인하여 강한 유동이 발생하여 잉곳 고

액계면의 중앙부분이 아래로 뾰족한 형태를 갖는다. 저항가

열 방식은 히터의 열 전달에 의하여 온도구배가 나타나므로 

히터에서의 최고온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가니 바닥면

이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도된 전류에 의

하여 도가니에서 바로 열이 발생하는 유도가열의 결과와 달

리 저항가열방식은 히터의 열을 전달 받으므로 도가니 내의 

온도구배가 크지 않고 평탄한 온도구배모양을 갖는다. 특히, 

온도구배의 형태가 유도가열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

는데, 잉곳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매우 균일하며 평평한 온도

구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a)를 기준으로 발열체의 열량

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림 3 (b) 처럼 융액 내부의 온도가 전체

적으로 낮아져 탕면까지 결정이 생성되고, 발열체의 열량이 

증가하면 그림 3 (c) 와 같이 도가니 안쪽 및 이미 생성된 결

정까지 온도가 높아져 용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

이 실제 조업에서 조절 가능한 열량 조절만으로는 그림 3처

럼 고체/액체/기체가 만나는 삼중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성장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열체의 열량 조절 만으로는 

고액 계면의 성장을 제 로 제어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도

가열에서 사용하는 도가니 회전을 추가하여 도가니 내부의 

강제유동을 준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그림 4를 보면 도가

니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탕면의 고액계면이 사라지고 융

액 내부의 온도구배 모양과 결정의 고액계면은 아래로 볼록

한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조건의 유동결과

인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가니 회전이 빨라 질수록 용

탕 내부의 유동도 빨라져 도가니 바닥 쪽의 높은 온도의 융액

을 탕면 쪽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탕면의 고액계면이 사라져 

삼중점이 제 로 형성된다. 하지만 도가니 회전이 빨라지면

서 용탕의 가운데에 회전 와류가 강하게 생겨 용탕의 온도구

배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그림 4 (c))로 생기게 되고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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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locity vector and liquid/solid interface position in crucible 
by crucible position and heater power: a. crucible position = 380 
mm heater power = 100%, b. crucible position = 400 mm heater 
power = 100.38%, c. crucible position = 424 mm heater power = 
100.87%, d. crucible position = 448 mm heater power = 101.44%Fig. 5. Velocity vector and liquid/solid interface position in crucible 

by crucible rotation a. crucible rotation speed = 0rpm  b. crucible 
rotation speed = 1rpm  c. crucible rotation speed = 3rpm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liquid/solid interface position 
in hot zone by crucible position and heater power: a. crucible 
position = 380 mm heater power = 100%, b. crucible position = 
400 mm heater power = 100.38%, c. crucible position = 424 mm 
heater power = 100.87%, d. crucible position = 448 mm heater 
power = 101.44%

고액계면 또한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생기기 시작한다. 이

러한 형태로 결정성장이 진행되면 결정의 중앙부가 뾰족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코어결함이 생성되어 수율이 낮

아지는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5에

서 볼 수 있듯이 도가니 회전이 빨라짐에 따라서 회전와류의 

중심이 도가니 하부에서 상부 탕면으로 이동하여 유동패턴은 

달라지지 않지만 회전와류 중심의 위치가 달라진다. 회전와

류의 중심이 탕면 근처로 올라가면 위에 언급한 것처럼 하부

의 뜨거운 용탕을 탕면으로 빠르게 올려주기 때문에 탕면의 

고/액계면이 사라지고 결정의 측면부분이 파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탕면 근처의 강한 회전와류는 도가니와 맞닿는 탕

면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탕면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예

상되므로 실제 실험에서는 삼중점이 잡히지 않아 불안정하여 

측면의 굴곡이 심한 단결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

가니회전이 추가될 경우, 실제 성장로 제작과정에서 성장로

를 밀폐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난점이 있다.

도가니 회전으로 탕면의 고액계면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지

만 용탕의 회전 와류로 인한 코어 결함 가능성 및 탕면의 불안

정성에 기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에 고품질 잉곳을 얻기 위해서는 잉곳 하부에 존재하는 높은 

온도의 용탕을 탕면으로 공급하는 것은 원활히 하되, 강한 회

전 와류가 생기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가니 회

전 같은 강제유동은 회전와류를 강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

류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여 히터를 

이용하여 도가니 내부의 온도구배를 크게 해주는 방안을 고안

하였다. 히터의 발열 최고온도는 상부에서 하부로 전체 길이

의 약 70%되는 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온도영역과 도가

니의 상 적 위치는 도가니 및 내부 용탕의 온도구배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상 적 위치에 따른 온도 구배 

모양 및 크기 그리고 고액계면을 탐구하였다. 그림 6을 보면 

도가니 위치가 높아질수록 삼중점이 잡히지 않아 생기던 탕면

의 고액계면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가니 위치

가 높아 질수록 용탕 내부의 온도구배는 더 커지지만 온도구

배 모양은 평탄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가니 내부의 온도구배가 커짐에 따라 자연 

류에 의한 융액의 회전 와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회전와류에 의해서 탕면의 삼중점이 제 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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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것(그림 7 (d))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도가니 강제 

회전을 준 결과와는 달리 용탕 내부에 회전 와류가 강하게 형

성되지 않으며 특히, 회전와류의 중심이 탕면으로 옮겨가지 

않고 하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액 계면이 평탄한 모양으로 

생성된다. 반면에 도가니의 위치를 히터 상부로 조정하면 히

터의 최고온도 지점에서 도가니 부분이 멀어져 히터의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결정성장에 더 많은 열량이 필요

하지만 RF코일을 사용한 유도가열 방식과는 달리 코어결함이 

없는 야그 단결정 성장을 기  할 수 있다.

4. 결     론

야그 단결정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어 결함이 없는 

잉곳 성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유도가열방식을 사용한 CZ 

성장공정으로는 코어결함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저항가열방식을 이용한 CZ 성장공정의 열, 유동패

턴과 결정의 고액계면 모양을 연구하여 코어 결함이 없는 잉

곳 성장 가능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유도가열방식에 비하여 도가니 내부의 온도구배

가 균일하고 평탄한 모양을 갖는다. 히터의 최고 발열 온도 

지점 근처에 도가니가 위치 했을 경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조업 가능한 히터열량 조절만으로는 

삼중점을 제어 할 수 없어 안정적인 잉곳 성장에 불리하다. 

도가니 강제 회전을 줄 경우, 회전 속도에 따라서 삼중점이 

제 로 형성되고 잉곳 성장은 가능하지만 도가니 내부의 강

한 회전와류로 인하여 고액계면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형

성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코어결함이 형성될 가능

성 또한 높다. 뿐만 아니라 강한 회전와류는 탕면을 불안정하

게 만들어 삼중점의 위치가 변동을 일으키고 이것에 의해 굴

곡이 심한 잉곳을 생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회전와류가 강

하게 생기는 강제유동 신 자연 류를 통한 고온 용탕의 탕

면 공급이 강제 류에 의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히터 비 도가니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히터 비 도가니 위치가 상부로 이동하

면 할수록 잉곳 내부의 온도구배는 커지고 이에 의해 자연

류는 더 강해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특정 히터 비 도가니 

위치(448 mm)에서 탕면의 고액계면이 사라지고 삼중점이 

제 로 형성되었으며 고/액계면은 평탄한 형상이 되었다. 그

림 7 (d)에 보여지는 최적의 구조 및 조업조건에서 코어결함 

형성이 억제된 야그 단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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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Table 2. variable and constant of Equation [12]
 유효전도율   ́
 ́ 난류 열전도도
 히터에 의한 추가적인 열량
 Enthalpy
 sensible enthalpy
 
 Liquid fraction
 Latent heat
x Axial-coordinate
r Radial-coordinate
u Axial-velocity
v Radial-velocity
w Swirl-velocity

 max

 

 




   ε


 
 평균 속도구배에 따른 난류에너지
 부력에 따른 난류 에너지


Contribution of the fluctuating dilatation in 

compressible turbulence
 난류 점도
 상수
ε 상수

  ε


μ 0.009
 프란틀 난류계수
ε 프란틀 난류계수
 Source term
ε Source term
 위치 벡터j
 방향 벡터
 ́ 산란 방향 벡터
 Path length
 흡수계수
 굴절률
 산란계수

 볼츠만상수×Wm K
I 복사강도
 온도Φ 위상함수Ω ́ Solid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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