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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ional freezing of melts is the best method to grow single crystals 

because this excludes the mechanical pulling and the fluid convection in the 

crucible. The crystal growth mechanism in this method is the upward movement 

of the solid-liquid interfacedrived by thermal gradient. Therefore, the grown 

crystals could have least defects, comparing to the other method. The 

fluorite(CaF2) crystal which has a wide field of application in industry, was 

grown by Tamman method in this study. The optimal condition of crystal 

growth is following 

The cooling speed : 10 .C / hr 

Crucible graphite 

Interface convex to upward 

PbF2 : 2.5 % 

Thermal gradient : 30-45 .C 



Thermal configuration CF 95 

Atmosphere Vacuum or He gas 

To measure the dislocation density, the grown crystal was cut vertical and 

horizontal to the growth axis, and then so삶ed in conc H2S04 for 30min. The 

observation by interference microscope shows that the dislocation density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lab is 3.4 x 104lcm2 and l.7 x 104lcm2, respectively. This 

is corresponding to the transparency of the grown crystal which is lineally 

dependent on the water damage of it. 

The calculated lattice parameter based on XRD data was 5.4550 Å , similar to 

that of JCPDS. The growtþ. direction (llO) could be identified with the 

special technique of X -ray diffraction. 

커
 
/ ‘ 



목차 

ABSTRACT ..... ............ .. ........................................................................... ....... ........................ .. ... .. 1 

제 1장 서 론 ....................................... ......................................... ....................................................... 5 

제2장 형 석 의 제 반특성 및 응용 ................................................................................................. 8 

제3장 단결정 육성 법 ................... ’ ................ ......... .. ..... . .............................................................. 12 

제 1절 효크랄스키 법 의 개요 ................................................................................................... 12 

제2절 탐만법 의 개요 ........ ...... .................... ..... ......... .... ............. .............................................. 16 

제4장 CaF2 단결정 육성 ........ ... ......... ..... ....... .... .................. ............. .......................................... 23 

제 1절 초기 물질의 합성 ........................................................................................................... 잃 

제2절 열원， 도가니 및 분위기선택 ...................................................................................... 23 

1. 효클랄스키법에서의 분위기 .......................................................................................... 25 

2. 탐만법에서의 분위기 ................ ............................................................ ……… ................. 25 

제3절 형석 단결정 육성 공정 ............................................................................................. 25 

제4절 초기물질의 하소(calcining ), 소결(sintering) 및 충진(charging)과정 .............. 27 

제5절 효크랄스키법에 의한 형석 단결정 육성 ................................................................. 31 

1. 용융(melting)과정 .......................................................................................................... 31 

2. Dipping, Necking, Shoulðering 및 Bodying과정 ........................................... ......... 31 

3. Separation, annealing 및 냉 각과정 ............................................................................ 33 

제6절 탐만법에 의한 형석 단결정 육성 ..... .. ...................................................................... 잃 

1. 용융과정 ........... .. .. ..... ... .... ......... .. ........ ....... .. ... ... .. .. ... ........................................................ 33 

2. annealing 및 냉각과정 … .. ..... ... … ...... ...... ... .......... .... .... .. : .... ..... .. ...... ........ ... ........ .......... 34 

, ‘ ) 



제5장 형석단결정 육성에 대한 토의 ....................................................................................... 35 

제 1절 열구배 측정 ................................................................................... … ........ ....... .... ... .. .... 35 

1. 효클라스키 에 서 의 열구배 .............................................................................................. 35 

2. 탐만법에서의 열구배 ...................................................................................................... 40 

제2절 탐만법으로 성장된 형석단결정의 폭 및 높이 증가에 대한 고찰 .................... 40 

제3절 형석 단결정의 cracking 및 annealing에 대한 토의 ................ … .... ...... ........... … 47 

제4절 고액 계 변에 대 한 고찰 ................................................................................................. 55 

제5절 광산란 및 dislocation density에 대한 고찰 .......................................................... 56 

1. 광산란 .................................................. ……… ................................................................... 56 

2. Dislocation density ......................................................................................................... 58 

제6절 형석단결정의 우선성장 방향 ................................................................................... 61 

제7절 XRD분석 .................................................................................................................. ...... 62 

제6장 결론 .................................. ....... ..... … .................. ’ ...................................... … … ................. 65 

참고문헌 ....................... ....... ............. .. ..... ...................................................... ......... ................ …….67 

A 
i , 



저11 장 서론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 기기의 현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도 

의 기술과 기기의 개발이 곧 선진화의 첩경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진국은 물론 

후발경제국들 간의 기술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기술혁신 및 

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품의 생산과 그 

에 사용되는 물질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발전은 2차대전， 동서냉전 및 우주개발경쟁을 겪으면서， 주로 군사 

적 목적의 각종 부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동서냉전의 종식과 더불 

어 이러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었던 기술은 점차 일상적인 기술， 즉 인류의 

편의를 위한 각종 기기의 생산에 응용되었다. 특히 광학소자용 단결정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추진중이거나 또는 예정인 우주개발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물 

질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첨단부품에 사용되는 단결정외에도， 기존 

부품을 대체할 고도의 단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단결정의 육성에 있어 새로 

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r 

단결정이란 “시료 전체를 통해서 유일한 결정축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질 

의 물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혹은 “어떤 물체 전체에 걸쳐서 주기적 구조가 

유지되어 있으며， 입경계를 가지지 않는 결정성 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단결 

정은 시료 전체를 통해서 구성원자 또는 분자가 3차원적으로 규칙 배열한 주기 

적 구조를 가지는 특징에 의하여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이 결정축 방향에 따라 

다른 점， 즉 빛에 대한 굴절률， 전기나 열전도율， 유전율， 열팽창계수 동에 관하 

여 이방적 성질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은 단결정이 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 

는 이유가 된다. 

단결정 합성 의 궁극적 인 목표는 완전히 모든 방향으로 crystallographic 

continuity를 지닌 결정질 물질을 육안관찰이 가능한 크기로 제조하는데 있다. 

따라서 육성해야 할 물질이 순수하거나 조화용융을 하고 증기압， 고화열，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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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낮으며， 열전도율이 높고 상전이가 없는 경우에 단결정으로 육성하기 용 

이하지만， 현재 개발 중이거나 미래에 개발된 소재들은 대개 multi -component 

system에 속해 있으며， 조화용융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와 같이 복잡 

한 물질은 효클랄스키법， 브릿지만법 등으로는 육성이 가능하지 않으며， 단순한 

물질이 대형의 단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반면에， 다성분계에 속하는 화합물 

은 규모에서 소형화할 수 밖에 없다. 완전한 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열화 

학적， 열물리학적 자료가 필요하며， 이 자료에 의해 육성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육성과정에서는 물질의 주변(예를 들어 heater, crucible 등)과의 상호반응에 대 

한 정보， 즉 물질과 도가니와의 반응 혹은 전체 시스템의 광학성을 사전에 알 

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 물질인 형석 단결정은 넓은 파장범위(0.125-9μm)에 걸쳐서 

동일하고 우수한 투과특성을 가지며，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광학재 

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외선 영역에서 높은 분산을 이용한 진 

공 자외선용 분광 프리즘과 가시영역에서 낮은 분산을 이용한 색소 레이저 

(Stephens , 1960; Herzberger, 1962)로서 도 사용되 고 있 다. 또한 원자외 선 영 역 

에서 잔류선 파장특성을 이용한 분광기 휠타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천연산 형석은 결정이 불완전하고 내부에 많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단순한 투과용의 광학부품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단결정을 합성 

하려는 시도가 오래 전부터(1920년대 중엽) 시도되어 왔지만 1949년 

Stockbarger가 Bridgman(1925)법을 개 량하여 CaF2 단결정을 육성시 키는데 성 

공하였고 이 방법을 Bridgman-Stockbarger(B-S법)이라 불렀다. 

형석 단결정은 1920년대에 처음으로 육성에 성공하였으나， 당시는 공기 중 

에서 육성한 관계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의 작은 결정을 얻는데 그쳤다 

(Meller, 1923; Friend, 1925; Tsekhnovitser, 1937; Heyse, 1930; Kyropoulos , 

1926). 그 후 CaF2, BaF2 등의 알칼리토류 금속 불화물의 결정에 대한 육성이 

이루어졌으며， CaF2 단결정의 고온에서의 산화를 방지 하기 위해， 진공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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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venger로써 PbF2를 사용하였다(Stephens ， 1960). 

초기에는 CaF2 단결정을·육성하기 위해 B-S법을 사용하였으나， 그 후 인 

상법 (Guggnehim, 1961; Nassau, 1961), 수평 대 역 법 (Guggnehim, 1961), 수열법 

(國富 總， 1971) 및 Flux법 동 다양한 방법 에 의 한 육성 이 이 루어 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석단결정 육성을 위해 효크랄스키법과 B-S법의 원조인 

Tamman법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Tamman법은 종자결 

정이나 도가니의 움직임이 없이 성장되므로， 이들 움직임이 단결정에 주는 영 

향을 배제함으로써， 자연계에서 생성되는 광물의 성장과 가장 가까운 성장법으 

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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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형석의 제반특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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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에서 산출되는 형석은 화산암과 수반된 형석광상， 퇴적암과 관련된 

광상， 광역변성작용에 수반된 형석광상 및 열수광상에 의해 형성된 형석광상 

등 4가지 Group으로 나뀐 다. 

형석은 육안상 완벽한 팔면체적 벽개， 유리광택 및 입방정벽 그리고 불순 

물에 따른 다양한 색이 특징인 등축정계에 속하는 할로겐 광물로 자연상태에서 

보통 입방체로 산출된다. 형석의 제반 특성을 표1에 요약하였다. 

형석의 구조는 칼숨이온이 단위포의 우각과 면심에 위치하며 F는 4개의 

Ca2+와 사면체적으로 배위되어 있으며 각 칼숨이온은 8개의 F 이온에 의해 둘 

러싸여 있다(그림1). 

자연산 형석은 제철 및 야금공업에 필수적 광물이며 알루미늄 추출공업， 

빙정석의 제조， 제약 동의 화학공업 및 기타 비료， 초자， 광학공업 등 다방면에 

걸친 용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급속한 산업구조의 확대와 신 기술의 개발에 따른 용도의 다양성에 

기인되어， 첨단 기기， 특히 광학기기에 사용되는 광학용 형석 단결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광전자에 사용되는 주요 단결정은 크게 자성체， 유전체 및 반도 

체로 나뉘는데， 형석은 주로 유전체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광변조 및 광편 

광 디바이스에 적용되는데， 이는 응용광학효과(AO)를 위해 그리고 광기록 디 

바이스 중 광 크롭효과를 위해 사용되며， 광회로 디바이스 중 창， 프리즘 및 렌 

즈와 필터로써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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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CaF2 

1.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Property> 

39.0W/ (m. K) at 83K 
lOW/ (m. K) at 273K 

0.0232caν(cm. sec . OC ) at 296K 

7.99W/ (m. K) at 373K 

4.8 x 10 앞 1 at 75K 
18.9 X 1O-6K-1 at 300K 

36.6 x 10 땅 1 at 900K 

0.204c허/(g . K) at 273K 

0.306cal/(g . K) at 1700K 

1630K 

510K 

<Mechanical Property> 

2. Linear Thermal Expansion 

3. Specific Heat 

e 

때
 

빠
 
m 

Pi 

-
‘ e 

때
 
-r 

e 
-
갓
 

M 
-a 

4 
-5 

1. Hardness 

- Knoop Hardness Number 

160-178kg/m마(Knoop number with 

500-g load in <110> and <100> 

direction 

- Moh's Hardness 

2. Elastic Moduli 

4 

- Poisson' s ratio 

c11=165 GPa 

C12= 46 GPa 
C44= 33.9 GPa 

S11= 6.94 TPa-1 

S12=-1.53 TPa-1 

s44=29.50 TPa-1 

75.79 GPa 

0.0365 GPa 

33.76 GPa 

83.03 GPa at 273K 

0.28 

~ Elastic stiffness 

- Elastic compliance 

- Young ’s modulus 

Rupture modulus 

- Shear modulus 

- Bulk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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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1. Solubility 

2. 내산성 

3. 내알칼리성 

1. Transmission 

- Long wavelength limit 

- Short wavelength limit 

2. Reflection 1ιoss 

<Chemical Property> 

n0017g/ (100g H20 ) at 299K 

황산에만 용해 

암모늄용액에만 용해 

. <Üptic머 Property> 

12찌n 

0.13flITI 

3. Zero Dispersion Wavelength 

56% for two surfaces at 4μm 

1.7μm 

4. Dielectric Constant 6.76 for 100 Hz 

- 10 -



A 

B 

Fig. 1 (A) Structure of fluorite, CaF2, in which the F ions are in simp1e cubic 

2+ packing and the Ca~T ions occupy the interstices at the center of 

every other cube. 

(B) Standard unit cell for fluorite in which the ongm is chosen at the 

center of a Ca2+ ion. The eight F- ions correspond to those eight F 

ions that were 1abe1ed in (A) (B10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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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단결정 육성법 

단결정 육성 법 에는 그림2와 같이 vapor phase growth, solution growth, 

solid state growth 및 melt growth로 크게 4대분 되며， 각각은 수개의 육성법 

으로 세분된다. 그러므로 이들 방법중 성장시키고자 하는 단결정의 특성에 맞 

는 것을 선택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본 연 구로 사용된 육성 법 은 melt growth에 속하는 Czochralski법 Ccrystal 

pulling method:그림 2의 dense striped part)과 Tamman법 (directional freezing 

method:그림 2의 broad striped part)을 선택하여 형석 단결정을 육성하였다. 

이들 육성법은 원하는 단결정이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만 유리하다. 첫 

째;조화용융체， 둘째; 높은 열전도율， 셋째; 낮은 증기압(분해압) , 넷째; 낮은 정 

도， 다섯째; 적절한 성장 habit, 여섯째; 뚜렷한 벽개가 없을 것， 일곱째; 용융온 

도와 실온 사이에서 상변이가 없는 물질 등이다. 이들 조건중 특히 육성코자하 

는 물질이 조화용융을 하는 물질이어야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현재 비 

조화용융체인 경우에도 기존의 효크랄스키법을 개량한 방법으로 육성되기도 하 

지만 사용빈도가 매우 적다. 

제 1절 효크랄스키법의 개요 

효클랄스키법에 의한 결정성장을 위해 러시아와 한국자원연구소가 공동으 

로 제작한 Czochlalski 장치(일명 CROT)를 사용하였다(그림 3). 

본 장치에 대하여는 이미 1-3차년도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본 

橋에서는 더 이상 부연하지는 않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 병행하여 실시한 

Tamman법과의 비교를 위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u 



Fig. 2 Crystal growth techniques (Pampli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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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Gzochralski system used in this study. 

효크랄스키법은 도가니 내에 성장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넣고 가열하여 완 

전히 용융시킨 뒤 종자결정과 융액을 접촉시켜， 이 종자결정을 상승시키면서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그림 4) . 효클랄스키법은 인상속도， 회전속도， 

thermal geometry의 조절 및 crystal imperfections를 최 소화시 키 는 분위 기 의 

선택에 따라 생성된 단결정의 품질이 좌우된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융액 

내의 대류현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류에는 크게 2가지로 나뀐다(그림 5). 첫 

째; 자연대류는 도가니가 가열됨에 따라 온도구배에 의한 밀도 차에 따른 흐름 

이 용기의 벽으로부터 육성되는 단결정을 향해 이동된다. 둘째; 강제대류는 회 

전에 의한 원심력의 발생으로 융액의 흐름이 결정의 하부 중앙부분으로 흐른 

다. 이같은 이유로 인하여 회전속도가 클 때는 오목한 결과가 야기되며， 이러한 

오목계면은 성장된 단결정의 중앙부로 불순물 또는 기포의 농집이 일어나 단결 

정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일반적으로 단결정 육성에 있어 고액계면의 모양이 

평평할 때가 가장 우수한 품질의 단결정을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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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탐만법의 개요 

탐만법은 도가니(수직한 원통형)내의 물질을 용융시키고 나서， 서냉장치를 

통해 다시 응결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도가니 주퉁이가 결정화온도 혹은 그 이 

하에 이르러 냉각되어 결정화작용이 시작되도록 도가니 주변의 온도분포를 조 

절한다. 계속 냉각이 진행됨에 따라 계면이 그에 상응하여 이동됨으로써， 결정 

화작용이 밑으로부터 위로 진행된다. 이것이 소위 방향성 응고법이다. 결정화작 

용의 진행을 위해서는 온도가 위는 높고 아래는 낮아야 하며， 이런 것을 소위 

온도구배법 혹은 VGF법(수직구배 냉각법)이라 부른다. 

이미 Tamman(1914)은 앓은 수직관내에서 금속결정을 성장시켰다. 

Obreimov와 Schubnikov(1924)가 이 방법을 완성하였는데(그림 6) ， 결정화작용 

의 초기에 한 개의 결정 입자가 형성되고 이것이 단결정으로 성장되도록 공기 

로 불어서 도가니 주둥이를 만들었다. 

A 

Fig. 6 The equipment for metal CIγstallization . A : Glass tube for melting, 

B aircool equipment CObreimov and Schubnikov,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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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주둥이의 형태는 한 개의 결정입자가 형성되느냐 혹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여러 개의 결정입자들이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므로 중요하다. 이것 

을 소위 종결정 선택이라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개 도가니 주둥 

이가 개발되었다. 대개의 경우에 간단하게 퉁그렇게 된 혹은 원추형 도가니면 

충분하다. 한 개 입자의 성장은 도가니 주퉁이가 앓은 모세관 모양일 때에 유 

리하다. 그림7의 도가니 형태의 경우 처음에 여러 개의 결정입자들이 성장된 

후 여기로부터 한 개가 모세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가니 속으로 성장된다. 

이때 결정의 결정학적 방향은 도가니의 끝에 위치시키는 종결정에 의해 좌 

우된다. 그러나 온도 상숭이 필요할 때에는 전체 넣은 물질이 완전히 용융이 

되어야 하지만， 설치한 종자결정은 녹지 않도록 정확하게 온도상숭이 이루어져 

야 한다. 

행 
Fig. 7 The various crucible fonns for crystal growth by Tamman method. 

탐만법에 사용되는 기기에는 이동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가 

장 경제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용융장치 외에， 온도조절 혹은 온도하강을 

위한 조절 기기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간단 

n 



한 경우， 조절장치는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용용 후 전원을 무조건 꺼버리 

거나， 단계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내리는데， 이 방법에 의해서 금속 원소의 경 

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졌다. 금속 원소의 경우， 상당히 빠른 냉각속도(5'C 

/hr)로도 가능하다. 결정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즉， 합금이나 비금속의 경우， 

더 정밀한 온도 조절이 필요하며， 오차범위 ::t 0.1 'C , 냉각속도 O.5 OC까lr(중요한 

온도범위에서는 더욱 느리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렇게 해서 매우 완만 

한 결정화 속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경우， 완만하고 규칙적 냉각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어떻게 계면을 균일하게 밑으로부터 위로 이동시키는 가가 중요하 

다. 

주어진 열적조건에 따라 일정한 성장속도를 갖도록 적절한 냉각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계변에서 급격한 온도구배가 유리하다. 계면을 관찰할 수 있는 가 

능성과 이에 따른 성장속도에 직접적인 조절은 대개의 경우에 매우 어렵기 때 

문에 전기로에 온도프로필을 측정함으로써， 혹은 냉각용 프로그램을 위한 온도 

모델 설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Chang외(1974)는 열흐름에 대한 일차원적 

인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적인 온도구배법을 발표했다. 그들은 결정축이나 용융 

체를 따라서 온도분포를 히터나 혹은 도가니 외벽에서의 온도분포와 비교함으 

로써 계면형태를 예언할 수 있었다(예 GaAs， 나프타린). Rajendran과 

Wi1cox(1984)는 흑연도가니내에서의 시리콘의 방향성 응고법에 대한 수치적 모 

델링을 수행하였다. 계면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울트라소닝 방법으로 

도가니의 밑부분에 초음파 발생기와 수신기를 장착하면 된다. 초음파의 파동은 

고체와 액체의 계면에서 반사된다(그림 8). 초음파의 lifetime을 측정하면 계면의 

위치를 직접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냉각과정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성장 

속도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 Potard(1981)는 소금용융체내에 있는 온도구배형 

전기로의 내부에 있는 도가니에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가를 설명한 바 있는 

데， 여기에는 저울을 달아놓았다. 결정화작용이 진행되면， 밀도가 변화되고， 소 

금용융체에서도 이 반응이 진행된다. 따라서 저울을 이용해서 결정화작용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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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따라서 성장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Welter외 (1983)는 

감마선의 회절을 이용하여， 흑연도가니내에 있는 구리의 방향성 응고를 연구하 

였다. 용융점이 낮은 화합물 결정을 준비하기 위해， 물질을 엠플이나 유리관 혹 

은 석영유리관에 넣고 분위기 가스나 진공하에서 출발물질을 용융하여 합성한 

다. 이어서 이 엠플을 온도구배를 주면서 천천히 냉각하며 이때， 이 앵플의 끝 

을 잡아 당겨서 핵성장을 유리하게 만든다. Nitsche과 Merz(1960)는 이 방법으 

로 3성분계 화합물을 얻었다. Bardsley과 jones(1967, 1968)는 Ag3AsS3, 

Ag3SbS3 고순도 광학용 단결정을 진공 12mm 직경의 석영관에서 6 0C씩 온도 

구배법을 이용하여 매일 8mm의 성장속도로 성장하였다. 

melt 

crystal 

receving set transmitting set 

Fig. 8 The setting of ultrasonic receiver and ultrasonic transmitter in crucible for 

the ultrasonic wave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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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만법은 결정육성법중 고전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방법， 예를 들 

어 브리지만법 이나 효크랄스키법과는 달리 회전 및 인상작업에 기인한 대류현 

상이 없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문제가 없는 가장 안정된 조건으로 결 

정을 육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탐만법과 브리지만법 그리고 효클랄 

스키법을 표2에서 비교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형석은 융액상태일 때와 단결정상태일 때의 부피변화가 크 

므로， 결정성장을 완료한 후 도가니로부터 성장된 단결정을 쉽게 분리시킬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특성을 지니지 않는 단결정이라면， 도가니를 파괴함으로써， 

도가니로부터 성장된 단결정을 분리시켜야만 한다. 

사용된 흑연도가니는 쉽게 산화를 받음으로써， 성장된 결정내에 불순물로 

써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미경관찰 결과， 투명한 결정부분에서는 미립 

의 흑연분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형석단결정이 성장되는 과정에서 흑 

연분이 외곽으로 밀려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9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흑 

연도가니의 dimension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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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zochralski, Bridgmann and Tamman methods. 

육성법 탐만법 효크랄스키법 브릿지만법 

융액내 
상부가고온 하부가 고온 

일정한 온도에서 도가니를 

온도분포 이동하여 온도를 조절 

회전작업 없음 있음 경우에 따라 존재 가능 

인상작업 없음 있음 있음(상대적) 

상부가 고온이므로 대류 
하부가 고온이고 회전 상부가 고온이기는 하지만 

대류 작업에 의해 자연대류 및 도가니의 회전에 의한 
현상이 없음 

강제대류가 존재 강제대류가 존재 

종자결정의 
도가니 하부에 장착하거 나 holder에 종자결정올 장착 

도가니 하부에 종자결정올 

위치 
또는 종자결정없이 육성 한 뒤 융액의 상부에 

장착하여 결정 육성 
가능 dipping하여 결정 육성 

도가니 하부에 종자결정이 
상부로부터 하부로 결정 

도가니 하부에 종자결정이 

성장방향 위치하므로 하부로부터 위치하므로 하부로부터 

상부로 결정성장 
λ。f^.{

상부로 결정성장 

상부의 온도를 가열하여야 
항상 육안관찰하면서 일 련 

육안관찰 하므로 로내의 모든 부분을 
의 과정 즉 necking， 도가니 하부로부터의 결정 

shouldering, bodying과정 성장으로 육안관찰이 
가능성 차단함으로써 결정성장시 

올 육안조절하거나 또는 
육안관찰이 불가능 

자동육성장치를 이용함. 

- 장점 1 상부가 고온이 - 장점 :1. 육안으로 결정 - 장점 : 장치가 간단하고， 

므로 대류현상의 부재와 성장올 관찰하면서， 불의 자동운전이 되며 직경의 

회 전， 인상작업 이 없으므로 의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제어 없이도 대형결정올 

이들에 의한 육성에서의 가능하다. 얻을 수 있다. 

문제점이 감소. 2. 육성된 결정의높이를 

2. 물질에 대한 정확한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 

결정육성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다. 

장단점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음. 

- 단점 1. 결정 이 성 장되 - 단점 1 대류현상 및 - 단점 1. 대류현상 및 

는 과정을 육안으로 관찰 회전 및 인상에 의한 육성 회전 및 인상에 의한 육성 

하지 못하여， 불의의 사건 상의 문제점 야기 가능 상의 문제점 야기 가능. 

에 대한 대비책이 없음. 2. 숙련도를 요구한다. 2. 도가니와 액상이 접촉 

2. 성장되는 높이가 냉각 된 상태로 성장되므로 

속도에 좌우되므로 육성 다른 성장법에 비해 성장 

결정의 높이가 한정된다. 환경변에서 뒤진다.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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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hematic diagram of crucibles use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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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CaF2 단결 정 육성 

제 1절 초기물질의 합성 

초기물질의 순도는 육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출발 

물질 제조에 있어 문제점 즉 CaF2가 물에 대한 낮은 용해도(Ksp=3.9 × 10-11 at 

25"C)를 가지고 있어 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화학반응으로 합성된 

CaF2의 입자크기가 작아서 여과에 의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 

적 순도가 높은 CaF2를 대량으로 합성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r3차년도 연 

구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상용시약올 이용한 합성법 

CaC12+2KF 김쁨CaF 2+2KCl 

. CaC03+2HF• CaF2+H20+C02 

(NH4)zC03+CaC12 . 2H20 • CaC03 + 2NH 4Cl 

=* CaCO 3 + 2HF• CaF 2 + H 20 + CO2 

- 자연산 결정질 방해석과 HF와의 반응으로부터 얻은 CaF2 

. CaC03+2HF• CaF2+ H 20+C02 

제 2절 열원， 도가니 및 분위기선택 

열원， 도가니 및 분위기 선택은 원하는 단결정의 특성 즉 용융온도 및 성 

장가능 분위기에 따라 선택하므로 이 들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예 

를 들어 형석과 같은 불화물인 경우， 용융온도가 16300K이고， 산화환경에서는 

성장이 불가능하므로， 진공， 환원 또는 중성분위기를 요하며， 따라서 이 형석 

깅
 



초기물질을 담고 있는 도가니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안정하고 초기물질과의 반 

웅이 없는 도가니를 선택하여야한다. 물론 열원도 이에 준하여 선택되어야 한 

다. 표T4은 도가니 및 분위기에 따른 가능한 열원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T3차년도에서의 실험 에서 제시하였던， Mo-heater , 흑연도 

가니 및 He 분위기를 선택하였다. 

Table 3. Common Crucibles. 

Maximum Melting 
Material Opera.ting Point( OC ) Use 

temperature( oc ) 
Platinum 1400 1773 1,2 
Iridium 2150 2452 1,2 
Molybdenum 2300 2620 1,2 
Tung s ten 2800 3370 1,2 
Carbon 3000 1,2 
Silica 1550 1700 1 
Alumina 1800 2050 1 

1 resis tance 2 r .f. heating 

T able 4 The relation between atmospheric condition and heating elements. 

Elements 
Ni-Cr Mo W C Hf Sk.SIC 

0 2 O × × × @ × 

Air @ × × × @ O 
Vacuum O @ @ @ @ O 

He O @ @ O @ O 
N2 O 4 A O @ O 

H2+N2(3%) O @ @ O @ O 
Ql :very good 0 good 6,. bad X :very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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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클랄스키법에서의 분위기 

효크랄스키법에 의한 단결정의 육성시 고품질 투명도를 좌우하는 수분의 

제거를 위하여 PbF2를 초기물질인 CaF2분말 무게의 2, 3 및 4%를 초기물질에 

도포하여 육성한 결과 T3%에서 가장 투명하였고， 용기로 사용된 흑연도가니 

의 산화에 기인한 흑연분의 melt 및 단결정의 혼입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PbF2의 양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함량은 물론 가열 

전의 3번에 걸친 1O-3tOIT정도의 진공작업과 분위기 가스로 사용된 He가스의 

충진이 병행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용기설정을 위해 흑연도가니， 

Mo 도가니 및 Pt 도가니를 사용한 결과， 흑연도가니를 제외한 나머지는 형석 

분말과 반웅함으로써， 흑연도가니가 적절한 도가니임이 입증되었다. 분위기 가 

스도 He, N2 및 3%H2-97%N2를 사용하여 비 교한 결과 He가스가 가장 적 절하 

였다. 

2. 탐만법에서의 분위가 

Tamman법에 의한 결정육성에서는 가열전 3번에 걸친 10-4 tOIT정도의 진 

공작업과 분위기 가스로 He가스를 사용하였다. 가열에 따른 가스팽창이 야기되 

므로 모든 실험에서 최대 가열온도에서 purge시켰다. Scavenger로써 PbF2를 

2.5% 도포하였을 때가 가장 우수한 단결정이 육성되었는데 특히 이 양을 초과 

한 경우에는 결정의 상단이 노란색을 나타내어 초과된 PbF2의 발색소 역할을 

지시한다. 

제 3절 형석 단결정 육성 공정 

일반적으로 CZ법 및 Tamman법에 의한 제반 공정은 거의 유사하며 공정 

표를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공정중 Calcining , Sintering 및 Charging은 CZ법과 

Tamman법에서 공통적인 공정이므로， 제4절에 서술하였으며， 그 이하의 공정 

τ
 μ 



은 각 육성법(제5-6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물론 용융과정도 공통적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은 각 육성법에서의 로의 configuration의 차이 때문에 구분하 

여 설명한다. 

Czochralski 
method 

Calcining, Sintering 

Charging 

Melting, Soaking 

Dipping 

Necking 

Shouldering 

Body growing 

Separation 

Cooling and annealing 

Characterization 

Device 

Tamman 
method 

Fig. 10 Flow chart of CaF2 single crystal growth by Czochralski and Tamma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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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초기물질의 하소(calcining ), 소결 (sintering) 및 충진 

(charging)과정 

Calcining은 물질을 가열하여 물질내의 휘발성 성분을 제거하는 작업이며， 

sintering은 분말성형체를 가열하여 조립화(coarsening) 또는 치밀화 

( densification) 시키는 과정이다. 소결모델은 표5와 그림 11에 나타낸 것처럼 소 

결수축(sintering shrinkage: L1 L)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 

뀐다. 이 두 경우 모두 그림에서와 같이， 두 球가 가열에 의해 합쳐져서 생긴 

결합부분인 neck가 형성되지만 물질의 이동경로와 빈자리의 소멸처가 틀리기 

때문에 소결수축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에는 증 발-응 축 기 구 (evaporation-condensation), 표면확산기 구(surface 

diffusion) 및 빈자리가 표면에서 소멸되는 격자확산Oattice diffusion) 둥이 있 

다. 이들 기구는 물질이동이 입자의 표면에서만 일어나거나 빈자리가 입자의 

표면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입자의 외형이 바뀌고 neck만 형성될 뿐， 입자 중 

심간의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점성유동기구(viscous flow) , 

빈자리가 입계에서 소멸되는 격자확산기구Oattice diffusion) 및 입계확산기구 

(grain boundary diffusion) 등이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물질이동이 입자의 내 

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자간의 접근에 의한 소결수축이 동반된다. 

본 연구에서는 형석분말이 흡습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calcining에 의 

해 초기물질 분말 내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등 휘발성분을 제거하고， sintering 

을 통해 분말을 치밀화하여 가능한 많은 출발물질을 도가니에 충진시키는 작업 

을 실시였다. 두 작업은 특정 온도로 초기물질을 가열하므로써， 동시에 이루어 

지는데， 효크랄스키법에 사용된 초기물질은 1000-1300 .C 에서 그리고 탐만법에 

사용된 초기물질은 1300 .C 에서 각각 3시간 실시하였다. Calcining 및 sintering 

을 위해 사용한 전기로의 각종 특성 및 재 원을 그림 12과 표6에서 보여주고 있 

낀
 



다. 본 로는 최 고온도 1900 0C , 상용온도 1800 0C 에 서 사용 가능한 tube형 

superkanthal을 발열체로 하는 전기로를 사용하였다. 출발물질의 충진은 도가 

니 의 크기 에 따라 140-200g의 CaF2에 T5% (CaF2의 중 량에 대 한 비 )의 PbF2 

를 도포하여 용융시켰다. 

Table 5 Sintering models (이 준근， 1991). 

Model 
Sintering Mechanism 

(Mass Path) 
Example 

1. Evaporation-Condensation 
NaCl(700-800 .C ), 

Model 1 (Surface-Vapor-Neck) 
Pure SiC, Ti02, 
ZnO(1050-1250 .C) 

. No shrinkage 

. High porosity 2. Surface Diffusion 

. Some strength development 
(Surface-Surface-Neck) 

Ice 

due to neck formation 3. Lattice Diffusion 1 

(Surface-Lattice-Neck) 

4. Viscous Flow(All part) Glass 
Model II 

. Shrinkage 5. Lattice Diffusion II 
Cu, U02, BeO, 

. Low porosity (GB-Lattice-Neck) 
Fe203, Ah03, 

. High strength development 
ZnO(600-1050.C) 

due to pore elimination 6. Grai ‘n Boundary Diffusion 

(GB-GB-Neck) 
A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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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l 

3 

Model2 

neck 

Fig. 11 Sintering models (이 준근， 1991). 

Table 6 Specification of the fumace used in this study. 

Power supply 

Heat source 

Electricity 

Cooling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rdinary operating temperature 

Maximum travelling length 

Dimension of fumace 

Temperature control 

Sample housing 

Weight 

Insulator 

Thermocouple 

AC 220V / single phase 

Super kanthal heater 

15KW 

çoo}tng fl?-n 
Cooling air; air flow-less than lOVmi 

1900t 

1800t 

150mm 

50 x 60 x lOOOmm 
600 x 600 x 700mm 

Program pid controller SCR unit 

Alumina tube 6mm Dia X 800cm 
Atmosph~re control:0.2-2Vmin(by 
controllerJ 

40kg 

Ceramic fiber and board 

PR type-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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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construction of the furnace used in this study, observed from the 

front and side direction. 1) Super kantal heater, 2) High alumina 

insulator, 1800.C, 3) Zircar board 1700.C , 4) Zircar board 1600 .C, 5) 

Alumina board 1260.C , 6) Ceramic board, 7) Ceramic fiber, 8) Cooling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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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효크랄스키법에 의한 형석 단결정 육성 

1. 용융(melting)과정 

본 작업은 Mo heater를 사용하여 처음에는 출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manual 방식으로 약 100 0C 까지 가열시키고 이후 과정은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으로 가열하였다. 

효클라스키법에 의한 육성실험시， 300 oC /hr로 1000 0C 까지 가열시키고， 이후 

에는 약 50 0C /hr로 천천히 가열시켰다. 이렇게 가열속도를 감소시킨 이유는 첫 

째， 과열을 억제하여 정확한 용융온도를 측정하고， 둘째， necking 작업시 종자 

결정의 용융을 막기 위해서이다. 명목상의 용융온도는 1190-1225, 1300-1380 및 

1450-1500 0C 였는데， 이는 사용된 로의 configuration, 예를 들어 screen의 재질， 

장착순서와 써머커플(TC)의 위치 초기물질의 충진율 및 승온속도의 차이에 기 

인된 것이다. 

2. Dipping , Necking , Shouldering 및 Bodying과정 

Dipping과정은 융액과 종자결정을 접촉시키는 결정성장에 있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정이며， Necking과정은 종자결정의 결함이 성장되는 단결정으로 전 

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정이다. Shouldering과정은 목적 

직경까지 결정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끝나면， bodying과정 

이 실시되는데， 이 과정이 실제로 기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만드는 과 

정이다. 이상의 과정에 의해 성장된 단결정 모양을 그림 13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명목상의 Dipping옹도는 1180-1210 0C 와 1450-1470 0C 인 

데， 이러한 온도차이는 로의 configuration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다. 이들 온도 

로부터 Necking과정 이 시 작되 며 , Necking과정 을 보다 향상시 키 기 위 해 종자결 

정 의 끝， 즉 융액에 처음으로 접 촉되는 부분을 뾰족하게 연마하여 사용하였다. 

” ” 



양 작업이 끝나면， Shouldering작업이 실시되는데， 목적직경까지 증가시키 

기 위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온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온도조절은 결정이 

성장됨으로써， 도가니내의 융액높이의 감소에 따른 융액내의 열흐름의 변화(대 

류의 변화)에 기인된다. 단결정 성장에서 중요한 변수는 shc ldering의 각도인 

데， 이에 따라 성장된 단결정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각도 

는 900일때가 가장 고품질의 단결정 육성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으나， 실제로 

는 육성결정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shouldering을 위해 

-T-5 0C까lr로 서냉시키면서 작업을 실시하였고， 결과적인 shouldering 각도는 

대 략 90-1200였 다. 

최종적인 작업인 bodying 과정은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shouldering 작업에 의해 목적직경까지 도달하면， 일정한 직경으로 성장시키는 

데， 이 때 shouldering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융액내의 대류변화에 대처하여 온 

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육성된 단결정의 직경은 20-25mm, 

길이 20-40mm였다. 

f d 
necking 

shouldering 

bodying 

Fig. 13 Schematic diagram of grown single crv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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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paration, annealing 및 .냉 각과정 

원하는 크기의 단결정이 성장된 후에 융액과 단결정을 분리하는 과정을 

separation이라 한다. Separation방법은 대략 두가지가 있는데， 즉 성장된 단결 

정을 갑자기 상승시켜 분리하는 방법과 온도를 상승시켜 자연적으로 분리시키 

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시켰다. Annealing과정은 고온 

에서 성장된 단결정내부에 웅력이 작용하여， 냉각시 야기되는 cracking을 방지 

할 목적 에 서 수 행 되 는 방법 이 다. 이 러 한 annealing 온도는 Guggenheimn 

(1963)에 의해 제시된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즉， 용융온도보다 200-300 0C 정도 아 

래에서 수시간동안 유지한 후 매우 느린 냉각속도로 냉각시켰다. 

제 6절 탐만법에 의한 형석 단결정 육성 

탐만법 은 효클라스키 법 과는 달리 seeding으로부터 bodying에 이 르는 과정 

이 없이 다만 온도구배에 따른 냉각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결정을 성장시키는 기 

술이다. 

1. 용융과정 

탐만법에 의한 육성실험은 죠클랄스키법에 의한 것 보다는 다소 간단하여 

약 300 0C까lr로 목적온도까지 가열시키고 이 온도에서 1시간 유지시킨 후 냉각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명목상의 용융온도는 효클라스키법에 의 

한 것 과 마찬가지 로 configuration에 따라 1280-1350 0C 였다. 그러 나 탐만법 의 

경우는 표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육안관찰을 위한 창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용 

융온도를 알기란 매우 어렵다. 

” 
끄
 



2. annealing 및 냉각과정 

Annealing과정은 고옴에서 성장된 단결정내부에 응력이 작용하여， 냉각시 

야기되는 cracking을 방지할 목적에서 수행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냉 

(10 0C /hr)함으로써 결정성장과 더불어 annealing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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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형석단결정 육성에 대한 토의 

제 1절 열구배 측정 

1. 효클라스키에서의 열구배 

효크랄스키법에서의 열구배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결정을 육성시키는데 사 

용된 제반 열차단 세라믹스， 예를 들어 screen 둥을 육성시킬 때의 조건과 통 

일하게 위치시킨 후 (melt의 양도 일정하게 충진시켰음)， W-Rezo% 

thermocouple (TC)를 샤프트에 장착하여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온도를 측 

정함으로써， thermal gradient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형석 단결정을 

육성시켰을 때의 단결정의 crack 유무를 관찰함으로써， 우수한 단결정을 육성 

시키는데 필요한 최적조건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형석단결정의 육성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형석 자체의 

높은 홉습성에 따른 성장 단결정의 불투명화인데， 본 실험에서는 가열하기 전， 

로내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3번에 걸친 진공 및 He가스 주입을 반복 

실시하였으며， 초기물질내에 함유된 수분에 대하여는 scavenger로써 PbFz를 초 

기물질에 도포하였고 또한 가열시 초기물질로부터 방출된 (PbFz와 반웅하지 못 

하고 방출된) 수분제거를 위해 chamber 바닥에 PZ05를 용기에 담아 넣어둠으 

로써， 이러한 수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열구배 측정은 두가지의 thermal configuration에 따라 측정하였고， 이를 토 

대로 행한 육성실험에서의 형석단결정의 직경에 따른 투명도 및 cracking의 정 

도를 측정하여 차후에 육성시킬 최적조건을 확립하였다. 

효크랄스키법에 의한 CaFz 단결정 육성을 위해， 그림 14-15의 configuration 

을 사용하였다. 

π
 ι 



CF46과 CF48의 thermal configuration의 차이는 heater의 최상부에 위치한 

screen의 dimension 및 재질에 있다. 즉 전자는 내화물 Iso li te - 3000으로 제작 

한 내경 67， 외경 88mm인 것과 그 상부에 내경 30， 외경90mm ~ screen을 설치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Is01ite-3000보다 더 강도가 높은 LBK-3000으로 제작한 

내경65， 외경 110mm인 것과 그 상부에 Is01ite-3000으로 제작한 내경 25， 외경 

112mm인 screen을 설치 하였다. 

그림 16은 melt의 용융온도인 1352 0C 에서 위치별 용기 직하부의 온도변화 

및 온도구배를 나타낸 것이다. CF-48의 경우 2번째 위치의 screen의 외경을 

110mm로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CF-48에서의 위치별 온도구배는 CF-46의 

온도구배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screen의 재질， 즉 

LBK-3000의 열전도율이 보다 좋기 때문에， 두께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열이 방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융액 직상부에서의 옹도구배의 변화에 대해 CF-46의 경우는 거의 일 

정한 온도상승율을 보이다가 용액깊이 10mm이후부터는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반면， CF-48의 경우는 융액표면에서 갑작스런 온도 증가가 일어나고， 

융액깊이 5mm부터 CF-46과 같이 일정한 온도를 나타낸다.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결정성장에 있어 고액계면에서의 온도차로 인해 성장이 

이루어지는 바， 이같은 갑작스런 온도의 증가는 결정성장에 있어， CF-48의 

configuration이 CF-46보다 우수한 조건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crack이 생성되었고 이는 성장되는 과정에서 성장된 

단결정이 흑연도가니의 밖으로 인상됨으로써 도가니와 접촉하고 있는 screen 

밖의 높은 열구배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crack을 제거하기 위해， 단순히 

열구배를 줄일 경우 결정이 육성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융액표면에서의 

낮은 온도차이에 의해 necking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rack을 줄이기 위 

해서는 annealing작업이 필수적이고， 또한 장착된 screen의 적절한 

configuration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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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chematic diagram of fumace setting(C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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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만법에서의 열구배 

열구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로의 조건에서 위치를 달리하면서 측 

정되어야 하는데， 탐만법에서는 이러한 일정한 조건을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렵 

다. 그 이유는 효클랄스키법과는 달리 인상장치가 없기 때문에， TC를 이동시키 

지 못하므로， 냉각시 융액의 고화에 따라 사용된 TC가 융액내에 포획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특정위치의 온도를 알 수 있지만 그 상황하에서 다른 곳의 

온도를 알기 어렵다. 물론 여러개의 TC을 특정위치들에 위치시켜 측정한다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TC의 손실이 너무도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온도조절용 TC의 위치와 도가니 하부에 장 

착된 TC의 온도차와 그 거리를 근거로 개략적인 열구배를 측정하였다. 열구배 

는 1T4TC !cm를 나타내었고’ 이 열구배는 예상되었듯이 성장된 단결정의 길 

이， 폭 및 품질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직접 융액 내에 

서 온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융액 내의 정확한 온도구배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제 2절 탐만법으로 성장된 형석단결정의 폭 및 높이 증가에 

대한 고찰 

본 연구대상인 형석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한， 사용된 로의 configuration에 

따른 결정성장에 대해 논한다. 처음에는 그림 17과 같은 configuration을 사용하 

여 형석단결정을 육성하였다. 육성된 단결정의 단면은 그림 18a와 같이， 도가니 

하부 부분에서만이 투명한 단결정이 성장되었고， 상부는 단결정이 아닌 melt상 

태로 남아있었다. 이는 도가니 주둥이의 온도구배는 적절하나， melt로 남아있는 

부분까지 결정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옹도구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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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온도구배를 높이기 위해， 그림 19에서 보여주눈 바와 같이， 로의 하부를 

앓게하고(그림 19의 B) 도가니 지지 대에 흠(그림 19의 C)을 파고 그림 17에서의 

지지대 상부에 놓인 Al-plate(그림 17의 A)를 없애， 온도구배를 높이고자 하였 

다. 그러나 그 결과도 그림 17에서의 configuration에서 성장된 결정에서와 같이， 

거의 동일한 높이 및 폭(Fig.18b)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낮은 온도구배에 따 

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뚜렷한 단결정 성장의 징조는 그림 20의 

configuration에서 나타났다. 여기서는 온도구배를 높이기 위해 지지대 하부의 

내화봉에 흠을 파고(그림 20의 D) 또한 흑연지지대의 홈도 그림 19의 것보다 2 

배정도 더 증가시키고 로의 하부 구멍도 그림 19에서의 35에서 45mm로 증가시 

켰다(그림 20의 E). 결과적으로 성장된 단결정의 높이 및 폭이 현저히 증가된 

단결정이 성장되었다(Fig.18c). 상기한 configuration에서 사용된 도가니는 그림 

9a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도가니의 직경이 로내의 공간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 

에 도가니의 장착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도가니(그림 9b) 

를 사용하였다. 그림 21에서의 configration은 그림 20의 것과 동일하지만， 상부를 

보온하기 위해 screen을 추가하였고(그림 21의 F) 도가니 상부의 내화봉도 거 

의 로의 공간에 해당하는 크기로 증가시켰다(그림 21의 G). 이는 상부온도를 보 

온함으로써， 하부와의 온도차를 크게 할 목적， 즉 온도구배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림 20의 configuration에서 성장된 단결정 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그림 .1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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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형석 단결정의 cracking 및 annealing에 대한 토의 

결정을 annealing하는 목적은 결정체 미세구조를 변화시켜 품질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결정성장 과정에서 생긴 응력 및 적은 미세결함을 없앨 수 있다. 

특히， 고급 광학렌즈에 사용할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구배로 

annealing을 해야한다. 최승갑(1985)은 “대형 CaFz 육성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annealing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 

Annealing에 의하여 전위밀도가 감소되는 기구는 다음과 같다(Hahn et al., 

1963). 

(1) 응력면상에서 움직이는 이부호 전위의 합체소멸 (annealing 초기 단계) 

(2) 결정면에서부터 전위의 소멸 

(3) 다른 응력변의 전위 합체소멸 이것은 空孔에 따라 전위가 상승(혹은 

하강)운동함에 따라 가능하다. 

여기서 기구(1)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진행되며 기구 (3)은 상당히 오랜시 

간이 소요된다. 

Railζhels외 (1967)는 LiF결정을 等溫燒結하여 전위밀도 N과 annealing시간 

(t)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림 22는 결과를 정성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최초의 단계 I에서， N가 급격히 감소되며， 단계 II에서는 N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극대치에 도달한다. 이 극대치는 경우에 따라 annealing 전의 초기 

전위밀도를 초과할 수도 있다. 단계 III에서 대체적으로 N은 변화하지 않으나 

어떤 경우에는 약간 감소하기도 한다. 

非上招火와 小松 땅(1982)는 KCl결정을 annealing하여 통일한 현상을 보고 

한 바 있다. 전위밀도가 단계 I에서는 감소하였지만 그 후 시간이 길면 반대로 

증가하였다. 이런 N와 t(N-t)곡선에 대하여 몇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러나 

annealing 시 간이 길 게 하면 , 분위 기 에 서 부 터 의 오 염 에 의 하여 dislocation 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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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전위 초기 성 될 가능성 이 있다 (非上招火와 小松 햄， 1982).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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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nnealing time vs dislocation density (N) 

이 유는 다음과 같다 (Raikhel' s et a1., 1967). 밀도가 급격히 감소되는 

이부호 전위간 거리가 짧으며 (1) annealing 전， 전위밀도가 높은 상태에는 

전위의 합체소멸할 기회가 많다. 

이것 존재하기 때문에 시료에는 일반적으로 잔류웅력이 (2) annealing 전 의 

운동이 활성화되여， 전위의 합체소멸 기회가 많다. 에 의하여 전위의 

계속하면， 전위간의 거리가 증대하므로， 전위밀도가 감소되 (3) annealing을 

둔화된다. 소멸과정이 기 때문에 전위의 

/\-1 。
「 τ=높기 때문에， 전위밀도가 보통 전위밀도는 의한 금속결정의 B-S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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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결정성장과정은 물론 annealing 경우에도 얻기 위하여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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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aling어1 근에서 긴시간 annealing해야 한다(Tauner， 1976). CaF2 결정의 

annealing 낮은 온도에서 Guggenheim (1961 , 1963)은 융점보다 200-300 0C 하여 

소멸된다고 하였다. Stockbarger(1936)은 750 0C 에서 annealing 하면 내부응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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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2결정의 

annealing하여 

관찰하였으며， Desai (198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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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였 다. Cockeynes 외 (1964)는 950 0C 에 서 

결정화와 저각경계를 



사하기 위해서 시료를 600 0C 에서 annealing하였으나， 이 온도는 CaF2결정의 

annealing 온도로는 좀 낮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Nost와 Nes(1969)는 전위밀도 

(N)와 응력( ð )관계를 6αNYz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도로 configuration과 냉각속도를 조절하면서 결정을 육 

성하였는데， 특히 도가니의 상부와 하부와의 온도차이가 커야하므로 상부를 보 

온하기 위해， 도가니 상단을 Mo, W 및 치밀질 Al-plate로 완전히 차단할 필요 

가 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도가니 주둥이 부근에서의 냉각효과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였다. 수직 및 수평온도구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직온도구배 

인 경우， 성장결정의 높이를 그리고 수평온도구배인 경우에는 성장결정의 폭을 

좌우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도가니 하부에서의 많은 열손실을 유도한 그림 19-21의 

configuration으로 육성시， 단결정의 성장 높이 및 폭이 증가한 반면， 종자결정 

이 용융되지 않았고 결정에 crack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도가니 하부의 큰 온 

도구배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었다. 즉 성장 높이 및 폭의 증가를 위하여는 큰 

온도구배가 요구되는 반면 이로 인해 종자결정이 용융되지 않아 다결정이 성 

장되었고， 또한 crack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로 하단부의 내화 

봉 직상부에 wedged type dense Al-plate를 장착하여(그림 23의 H) , 종자결정 

의 용융을 유도하였고， crack을 억제하는 annealing작업을 위해， 1340-1240 oC 까 

지 10시간에 걸쳐 냉각하였으며(그림 23) 로내의 구조상 상부지역의 과열에 의 

한 도가니 상부의 내화봉의 파손을 억제하기 위해 내화봉 하부의 직경을 감소 

시켰다(그림 23의 1). 그러나 이러한 작업결과도 역시 종자결정 상단이 용융되지 

않았고， 또한 crack 역시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그림 24 a) , 여전히 도가 

니 하부의 높은 온도구배를 시사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결정의 cracking은 큰 

온도구배 뿐만 아니라 다결정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5의 configuration은 앞선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 즉 종자결정의 불용 

융에 기인된 다결정 의 형성과 crack의 형성을 억제키 위해， 내화봉 속에 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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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l-tube를 장착하고(그림 25의 J), 그 위에 치밀실 Al-plate를 첨가하였으 

며(그림 24의 K) , 내화봉 위 wedged type dense Al-plate(그림 23의 H) 상부와 

도가니 상부에 치밀질 Al-plate를 각각 하나씩 더 첨가하였다(그림 25의 L, }VO. 

또한 흑연지지 대 대신에 Mo-reflector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반사판을 

경면연마함으로써， 열반사를 통한 도가니 상부의 보온효과 및 적절한 온도구배 

를 위 한 것 이 다. 종자결정 의 불용융을 막기 위 해， 그림 23의 configuration의 실 

험에서 보다 높은 1350 0C 로 가열하고 1250 0C 까지 10시간에 걸친 느린 속도로 

냉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부 lOmm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결정성장이 일어나， 

종자결정의 용융은 물론， crack이 없는 결정이 성장되었다(그림 24 b). 이러한 

종자결정의 용융은 도가니 주둥이에서의 열손실이 내화봉 위에 첨가한 

Al-plate와 도가니 주둥이 하부에 첨 가된 치 밀질 Al-plate에 의 해 막아졌기 때 

문이며， crack의 소멸은 느린속도의 냉각에 의한 annealing효과로 사료된다. 

반사판으로 사용한 Mo-reflector와 흑연지지대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 그림 25와 동일한 configuration으로 Mo-reflector 대신에 높이 24mm인 흑연 

지지 대를 그리고 Al-plate(그림 25의 M) 대신， W-plate(그림 26 ， N)로 교체하였 

다(그림 26). 실험 결과 그림 25의 configuration으로 작업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얻음으로써(그림 24 c) 지지대의 종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가니 주둥이 부근에서의 냉각속도 조절을 위해서 흑연지지대가 성형 

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였다. 

그림 23-26에서 보여준 configuration에 의한 결과를 표7에서 보여주고 있 

다. 

Table 7 Summary of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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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hotograph of grown single crystals, (a) CF-90, (b) CF-94 , élnd 

(c) CF-95. 

이
 

/ 
-

-
、
J 



M 

L 

K 

J 

TC 

” 
180 빠 

37 

133 

80 

:바깅과: 

Fig. 25 Schematic diagram of fumace configuration for CF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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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고액계면에 대한 고찰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장된 단결정의 고액계면 모양은 결정의 품질을 좌우 

하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만옥이 심한 경우는 수평온도구배가 큰 것을 함축하 

며， 결과적으로 strain과 dislocations의 생성을 야기한다(Brice， 1973). 

효크랄스키법에서， 계면의 모양은 성장속도와 회전속도의 증가， 그리고 

afterheater를 사용한 수평온도구배의 감소에 의해 만곡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반대로， 융액내의 수평온도구배를 증가시키면 (용기의 밑부분을 가열함으로 

써)， 볼록계면 (convex interface) 이 생성된다(Brice， 1970). 일반적으로 산화물단 

결정의 경우， 계면의 모양이 평평계면(f}at interface) 일 때， 가장 우수한 단결정 

이 육성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고액계면의 모양은 융액내의 대류와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은 제3장에서 이미 서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효크랄스키법에 의해 육성된 형석단결정 모두가 볼록계면을 

보입으로써， 자연대류가 우세하였고 이러한 볼록계면을 평평계면으로 전환시키 

기 위해서는 회전속도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속도 

20-30rpm, 인상속도 3mm/hr로 육성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탐만법으로 육성한 단결정 역시 볼록계면을 보임으로써， 효클랄스키법에 

의한 결과와 일치하였다(그림 18). 탐만법에서는 회전작업이 없는 관계로 인하 

여， 대류현상에 기인된 계면모양의 변화는 없고， 다만 수평 및 수직온도구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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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광산란 및 dislocation density에 대 한 고찰 

1. 광산란 

형석 단결정을 광학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장된 단결정이 광산란이 

없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형석 결정에 있어 광산란은 CaO의 침전 및 

hydrolysis가 주요 원인이며， 그밖에 희토류 원소로 도핑한 단결정에서 가끔 관 

찰되 는 Cl 또는 S 둥도 이 에 포함된 다(Bardsley and Green,1965). 주요 광산란 

의 원인인 CaO의 침전은 수분에 포함된 0가 원인으로 그 반웅은 아래와 같다. 

CaF2+H20=CaO+2HF • 

이러한 현상을 소위 ”수해”라 일컬으며， 결정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형석 

단결정을 광학재료로 사용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투명도 

를 증진시키기 위해 HF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실시하던지， 또는 scavenger로써 

PbF2를 첨가시킨다. PbF2는 초기물질을 용융시킬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과 반응하는데， CaF2보다. 용융점이 낮아 증발되므로 초기물질 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반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CaO+PbFz=CaFz+PbO • 

H20+PbF2=PbO • +2HF • 

Tamman법에 의해 육성된 형석단결정의 형태(시료번호 CF-96)를 그림 27 

에서 보여주고 있다. 최상부는 단결정으로 성장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온도구배 

효과가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28은 단결정을 성장방향인 <110>방향과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절단한 

면에 대한 투명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평절단면의 경우， Slab 1보다는 Slab II가 

투명한 양상을 띠는데， Slab 1은 수해의 정도가 심한 melt 부분과 단결정의 경 

계부분에 근접한 곳을 절단한데 반해， Slab II는 완전히 단결정으로 성장된 부 

분이기 때문이다. 사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Slab III의 경우는 상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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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노란색을 띠며， 하부로 갈수록 투명도가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냉으로써 ， 

앞서 설명한 Slab 1과 II의 투명도 차이를 입증하고 있다. 

보다 정량적인 조사， 예를 들어 위치에 따른 Slab을 절단하여 IR 

transmittance를 측정한다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 

나， 이는 차후에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작업과 더불어 정확한 열구배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면， 결정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믿어진다. 

4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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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hotograph of single crystal, CF-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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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Photograph of single crystal slabs, CF-96. 

(a) Slab 1, (b) Slab II, and (c) Slab III. 

2. Dislocation density 

Dis location density 측 정 을 위 해 , 상 기 한 3개 의 Slab 1, II 및 III에 대 해 , 

conc H2S04로 상온에서 30분 동안 eching하였다. 성장방향이 <110> 이므로， 

etching pits의 모양은 선상인 앓은 주상모양을 보이는데， Slab 1, II 및 III의 

평 균 dislocation density는 각각 3.4 × 104/cm2, 2.4 × 104/ cm2, l.7 × 104/ cm2 였 다. 

그러고 이들의 위치별 density는 성장축과 수직하게 절단한 Slab 1인 경우， 단 

결정의 중앙부가 2.8 X 104/cm2이고， 외곽부는 3.8 X 104/cm2을 나타내어 중앙부가 

보다 결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Slab II인 경우， 단결정의 중앙부가 2.2 

X 104/cm~이고， 외곽부는 3.0 X 104/cm2을 나타내어 ， Slab 1과 일치된 결과를 얻 

었디→- 성 장축과 수평하게 절단한 Slab III의 경우는， 하부와 중앙부가 1.7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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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lcm2이고， 상부는 2.6 x 104lcm2였다. 이같이 상부가 더 높은 dislocation 

density를 보이는 것은 상부가 단결정으로 성장된 부분과 melt의 경 제부이 기 

때문이다. 그림 29-31은 이 들의 형태 및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Fig. 29 Photograph of dislocation density, Slab 1. 

- 59 -



Fig. 30 Photograph of dislocation density, Slab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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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hotograph of dislocation density , Slab III . 

제 6절 형석단결정의 우선성장 방향 

그림 32는 탐만법에 의한 결정성장 실험중 융액으로부터 증발된 기상의 물 

질 이 노기- 니 직상부에 위치한 W-plate(그림 26의 N)에 증착되어 결정화된 것을 

봐여주고 있다- 종자결정과는 무관하게 성장된 이 미세결정들이 거의 정삼각형 

으로 방위된 3방향의 벽개면을 보여， ( 111)면에 나타나는 벽개로 추정되며， 이 

갓 은 < 111 >빙향이 CaF2에 있어 우선 성장방향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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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Photograph of single crystal grown on the tungsten plate by volatilization 

저117절 XRD분석 

XRD분석은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Phillip사뀐 X -ray Powder 

Diffractometer로 Cu-target, Ni-filter에 서 r85도 의 범 위 로 측 정 하 였 다. 주 요 

XRD peak로 (1 1), (220) , (311), (400) 및 (331)연의 peak가 관찰된다(그림 33a). 

기존에 보고된 형석의 격자상수 및 이것과의 비교를 위해， X 선 회절분석 결 

파를 토대로 재계산한 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재계산하여 얻은 격자상수는 

éF5.4550Ä 으로 ， 기존에 보고된 값(jCPDS)인 a=5.4626Ä 과 잘 일치하였다 또 

한 그굉 27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장축에 수직한 Slab 1을 분말이 아닌 결정， 자 

체 블 측정 하였는데， 이 는 개략적이나마 성장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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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11)면 만이 관찰되었으며(그림 33b) ， 이러한 결과로 성장된 결정이 형석 

의 단일상(single phase)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종자결정의 방향 

<110>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는 결정을 절단할 때와 Slab을 XRD에 

장착시 tilting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8. X -ray powder data for cubic fluorite. 

JCPDS 
This Study(Single Crystal) 

Powder Slab 1 
hkl d(A) d(A) Main peaks (hkl) 
111 3.1530 94 3.1427 100 (311) 

220 1.9310 100 1.9295 10 

311 1.6470 35 1.6448 3 

400 1.3660 12 1.3645 2 

331 1.2530 10 1.2529 2 

422 1.1150 16 

511 1.0512 7 

440 0.9657 5 

531 0.9233 7 

600 0.9105 1 

620 0.8637 9 

533 0.8330 3 
Lattice Constants Growth Direction 

ao=5.4626( A) ao=5.4550( A) <311> • 

* The direction of seed crystal is <110>. This difference of direction is 

caused by tilting of cut of Slab 1 during cutting and mounting error of Slab 

on the XRD sample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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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흑연도가니와 He가스 분위기를 사용하여 인상법에 의해 산업용 형석 단결정 육 

성법올 개발하였으나， 육성된 형석단결정은 품질 불량과 cracking의 문제를 야기하므 

로 고품질 형석단결정 육성올 위해 올해 본 연구에서는 탐만법에 의한 육성법올 독자 

적으로 개발하였다. 

1. 탐만법은 도가니나 종자결정이 이동하지 않는 정지된 상태에서 단결정올 성장 

시키는 방법으로써 결정이 하부에서 상부로 성장되므로 대류가 없으므로 고액계면이 

매우 안정하며， 진동이 없으므로 가장 고품질의 단결정올 성장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 개발된 탐만법에 의한 형석 단결정 육성 최적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온도구배 : 30-50 .C!cm 

- PbF2 : 2.5% 

- 도가나 : 흑연도가니(그림9 참조) 

- 냉각속도 : 10 .C써r 

- 고액계면 : 볼록~평평계면 

2. 육성된 단결정올 성장방향과 수직 및 수평으로 절단하여 dislocation density를 

측정한 결과， 성장방향에 수직 혹은 평행하게 하게 절단한 시료들의 평균 전위밀도는 

각각 3.4 X 1Q4!cm2 그리고 1.7 X 1Q4!cm2였으며， 또한 결정의 중심부로 부터 외곽부로 

갈수록 그리고 하부보다 상부로 갈수록 전위밀도가 증가하는 양상올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성장된 단결정의 상부가 하부에 비해 투명도가 감소하는 양 

상과 일치하였다. 

3. 단결정에 대한 2 e =3‘850까지 측정한 XRD분석 결괴， (11 1), (220), (311), (400) 

및 (331)면 이 관찰되며， XRD 자료를 토대로 재 제산한 결과 격자상수가 5.4550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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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의 자료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개략적인 성장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축과 수직하게 절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311) 한 개의 피크만 관찰되었 

다. 그러나 실제 종자결정의 방향 <110>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결 

정을 절단할 때와 시료를 XRD에 장착시 tilting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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