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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용 단결정 육성연구 

11. 공동연구개발 목적 및 상대국과의 공동연구 역할분담 

쳐l 겨1 

1. 공동연구개발의 목적 

광학 단결정은 용도에 따라， 전기광학용， 비선형광학용， 레이져용， 음향광 

학용， polarizer 및 phase retardation, 광굴절(Photo -refractive) 및 광전도용， 

자기광학용， scintillator용 및 기타 광학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산화물 결정 

중에서 응용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광학용 단결정은 많은 단결정이 개 

발되었으나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한마디로 화합물 반도체가 

광디바이스로서 급속하게 실용화된 상태에서， 광학용 단결정이 이들을 대체하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산화물은 원소의 혼합 비율을 변화시켜 다양한 결정구조를 갖는 결정들을 

합성할 수 있다. 결정구조의 변화에 따라 결정의 대칭성이 변화하고 또한 여 

러 가지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는 근적외선에서 -적외선 영역까지 

투명하고， 화합물 반도체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물성을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재료이다. 이것이 광학 결정의 특징이며 앞으로 선기술의 출현 전망 

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광학적 응용에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본 공동연구개발의 목적은 광학용 단결정으로서 유망한 BGO 단결정， 즉 

전기광학소자인 BÌl2Ge020 단결정과 scintillation 재료인 Bi4Ge3012 단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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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4Ge3012 단결정에 Ndl + 이온을 도핑하여 다이오드 여기 Cdiode-pumped) 레 

이져로서 사용될 수 있는 Nd:Bi4Ge3012 등의 광학용 단결정 최적 육성조건확 

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초소재를 자체 

개발하는데 있다. 

2. 상대국과의 공동연구 역할분담 체계 

1) 효크랄스키법에 의한 새로운 이론 정립 도입 및 현재 러시아에서 직접 생 

산에 사용되는 장비와 유사한 장비가 필요한 바， 당 연구소에서는 이미 러 

시아 결정학연구소와 기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공동연구를 통해 기기 

과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2) 전문가 초청 및 참여연구원의 방문으로 미공개된 이론 및 세부기술을 러시 

아로부터 습득할 수 있었고， 시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쉽게 해결 

할 수 있었다. 

3) BGO 광학소자는 전계전압센서， 자계센서， 공간광변조소자， 홀로그램 기록 

소자 등으로 사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구미 각국， 일본 등에서 개발 

중인 최첨단 소재에 대한 정보수집도 공동으로 병행하였다. 

4) 본 연구에서의 공동연구방법은 당사자인 자원연구소와 러시아 결정학연구 

소가 동일한 테마를 수행했으므로 상대국과 특별한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 

다. 다만 본 연구소는 1 inch, 러시아 결정학연구소는 2 inch 직경의 단결정 

을 성장시키면서 단계별로 협의 및 협력하였다 

ill. 공동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1. 공동연구가관 

결정학연구소는 1950년 군사용 결정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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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Schubnikov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Schubnikov는 소위 Bridgman 

법이라는 결정성장법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하는데 성공한 사람이다. 이 브 

리지만법은 현재에도 가장 빈번히 산업용 결정성장에 사용되는 방법이며， 가 

장 경제적으로 대형， 고순도의 단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결정학연구소는 러시아 아카데미 소속으로 주로 결정성장과 결정구조 해 

석을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 연구소는 세계 어느 연구기관과 비 

교해도 기술수준이나 연구성과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소이며， Kaminski , 

Veinstein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정학자들이 현재에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따라서 결정학연구소의 연구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의 연구소 중에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인 Dr. Yuri V. Pisarevsky는 다음과 같은 이력을 갖고 있다; 

Date of Birth: March 01 , 1940 

Citizenship Russian 

Affiliation Acoustooptic Laboratory, Institute of Crystallograph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oscow, Russia 

Position Head of laboratory 

Education Moscow State University, 1957-64 

Academic Degrees Doctor of Sciences (Crystallography) , 1974 

Research Experience Scientist, senior scientist, head of laboratory 

1964- 1998 

그는 모두 230 여편의 논문을 러시아 및 국제 학술지에 계제하였고 러시 

아에서 총 25 개， 그리고 미국 및 유럽에서 6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 

Pisarevsky 박사의 주요 주요 학문분야는 결정학 및 결정물리학이고 현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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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기술개발과 특성분석연구가 주요 관심분야이다. 특히 단결정의 elastic 

piezoelectric, optic photoelastic, electro-optic 특성 들를 측정 하여 새 로운 소 

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기관 연구책임자 Pisarevsky 박사의 연 

구수행 능력은 최고의 능력자의 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w. 공동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년 도 주요연구내용 

- 출발물질 합성법 개발 

1 차 년 도 - Bi4Ge3012 단결정(직경 20mm) 육성실험 및 공동실험 

- Bi4Ge3012 성장 최적조건확립 

- 출발물질 합성법 개발 

- 소형으I Bi12Ge020 단결정(직경 15mm) 단결정 육성실험 

2 차 년 도 - Bi4Ge3012 단결 정 (직 경 20mm) 육성 실 험 및 공동실 험 

- Bi4Ge3012 성 장 최 적 조건 확립 

- 단결정 특성평가 실험 및 실험자료정리 

- 출발물질 합성법 개발 

- Nd-doped Bi4Ge3012 단결 정 (직 경 20mm) 육성 실 험 및 
3 차 년 도 

공동실험 

- 2.5at% Nd-doped Bi4Ge3012 성 장 최 적 조건 확립 

v. 공동연구개발 결과 

1. Bi12Ge02o 단결정 육성연구 

성장된 단결정은 길이 70mm이고 직경 25mm이고 직경이 일정하고 양 

질의 연한 갈색이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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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적 성장조건 

- 인상속도 2rrnrνhr 

- 회 전속도 : 23-21rpm 

도가니 직경/성장된 단결정의 직경 < 0.5 

2) Bi203의 휘 발보상 : 0.3 mol% 

3) 단결정에 대한 XRD분석 결과 우선 성장방향은 <110>이었다. 

4) 결함밀도를 측정한 결과 -1037~/cm2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BGO 

광학결정 품질에 속하였다. 

5) 암갈색을 띠는 원인은 조성적 과냉현상에 의해 형성된 내포물에 의 

한 것이며 내포물의 형상은 침상， 수지상 혹은 밴드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2. Bi4Ge3012 단결 정 육성 연 구 

1) 평평한 계면을 갖는 조건은 

수직온도구배 60 0C!cm , 수평옹도구배 43 0C!cm : 

종자결정 의 회 전속도 40-30rpm 

- 수직옹도구배 50 0C!cm , 수평온도구배 41 0C/ cm : 

종자결정 의 회 전속도 30-23rpm이 었다. 

2) 우수한 품질의 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조건은 

- 수직온도구배 : 50 oC!cm , 수평온도구배 41 0C/cm 

- 인 상속도 2mrrνhr， 

- 종자결정의 회전속도 : 30-23rpm 변화 

-v-



- 도가니 직경과 성장된 결정의 직경의 비 < 0.5이하 

3) 화학양론 조성보다 더 많은 Bi203를 첨가하면 색이 갈색을 띠고 많은 

내포물이 함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육성된 결정의 성장축은 <110> 방향이며 결함밀도는 -1037~/cm2이 

었다 

3. Nd:Bi4Ge3012 단결정 육성 및 품절평가 

1) 고도의 광학품질을 가진 Nd를 도핑한 Bi4Ge3012 결정 육성조건 

수직 온도구배 : 약 100 oC/cm , 

수평온도구배 : 약 80 0C/cm, 

- 인상속도 : 0.8mrrνhr， 

- 종자결정 의 회 전속도 : 34rpm, 

분위기 : 02 분위기， 

Nd 농도 2.5at%. 

2) 성장된 결정의 크기는 직경이 20mm이고 길이가 50mm이었다. 

4. 단결정 품질평가법 개발 

BÌl2Ge020 단결정에 대한 전기광학계수， 굴절률， 광 흡수율 등의 물리 

적 성질 평가를 통해 광학전압센서로서의 응용평가에서 0.41 -7μm범위 

내에서 광투과율이 40% 이상임이 확인되어 우수한 단결정을 육성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Nd:Bi4Ge3012 단결정에 대한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803과 810nm 

에서 흡수를 확인하여 Nd- doped YAG 단결정과 같은 흡수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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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다이오드 여기 레이져로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공동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Bi12Ge02o 단결정은 높은 전기광학계수 능력때문에 광굴절 재료로 널리 

사용되며， 특히 전압센서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 응 

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전압센서로서의 개발을 위해 기업과 연계 

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할 것이다. 

2. Bi4Ge3012 단결정은 NaI, CsI와 같은 종래의 scin tilla tor 보다 효과적 인 

원자수와 밀도가 비교적 높고， 흡수계수가 크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 

하고 신틸레이터의 발광중심이 Bi 자신이므로 불순물을 도핑한 것 보다 

균일성이 좋고 조해성이 없어 고 에너지 물리 열량계의 감지기 둥의 

scintillator로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을 높 

이는 연구를 계속하여 Bi4Ge3012 단결정 육성기술을 중소기업 등에 이 

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근， 다이오드 여기 레이져 기술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발전으로 

Bi4Ge3012 결정이 유망한 레이져 재료로 대두되었다. 현재 본 연구팀은 

Nd:YAG를 대용할 수 있는 단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연 

구와 수반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다이오드-여기 레이져용 호 

스트 단결정소재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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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The study of single crγstal growth for the optical application 

n. Purpose and assignment for each part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tudy 

1. Purpòse of the cooperative study 

The large world requirement for single crystals of bismuth germanate 

for use as a scintillator, notably in high energy physics calorimeters, places 

severe demands on the quality and consistency of the crystal-growing raw 

material needed on a tonnage scale. 1n addition, the cost of such a material 

has to be contained at an acceptable level, and thus it is essential that 

realistic specifications are set with regards to purity, for example. 

Pre- reacted BGO of closely controlled stoichiometry has been developed as 

the best way of meeting these needs, with properly defined impurity limits. 

BGO crystals are currently commercially grown for the fabrication of 

scintillation detectors. The advantages of BGO are in its short radiation 

length, non- hygroscope nature and the absence of after-grow. These 

features make the material useful for many applications. 

We have grown the Bh2Ge02o, Bi4Ge3012 and 2.5at% Nd- doped 

Bi4Ge3012 and developed the crystal growth technology of optical quality 

and successfully eliminate the imperfection by Czochralski metho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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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examined the the relation of therrnal gradients and distribution 

behaviour of Nd in Bi4Ge3012 crystals, also seeking to establish whether 

locally high concentrations occur in Bi4Ge3012 crystals. 

2. Work Assignment for each part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tud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work is undertaken to establish 

the single crystal growth technology which is useful for the laser 

application in the industry. The direction of cooperative works included 

following items 

- Development of synthesis technology of the starting material for new 

laser host crystal. 

- Crystal growth apparatus for the various methods, especially CZ method. 

- Analysis of crystal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 Application of the grown new laser host crystals in the optical industry 

and scientific field of the both countries. 

The cooperation was conducted in the forrns of development of joint 

investigations, creation of the instrumentation and crystal growth methods. 

1n the cours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various programs were 

activated like exchange of scientist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We commonly used the instrumentation, methods and results 

of theoretical analysis of both sides.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cooperation was provided on the basis of 

ordinary annual budget opportunities of both sides. The cost incurred on 

the use of equipment, necessary for joint research had to b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working plan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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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Institution and the project leader ’s capability of the 

counterpart in the cooperative work 

The institute of crystallography, Russian academy of science, is world 

famous institute in the field of crystal growth.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was the scientist who invented firstly the Bridgeman method in the world. 

And the Russian project leader, Dr. Yuri V. Pisarevsky who is 

responsible for the cooperative work of the Russian side has the following 

research experience 

Date of Birth 

Citizenship 

Affiliation 

Position 

Education 

: March 01. 1940 

Russian 

Acoustooptic Laboratory, Institute of Crystallograph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oscow. Russia 

Head of laboratory 

Moscow State University. 1957-64 

Academic Degrees Doctor of Sciences (Crystallography). 1974 
Research Experience Scientist, senior scientist, head of laboratory 

1964-98 

He published about 230 papers in the intemational or Russian 

professional joumals. And he has 25 patents in Russia and 6 patents in 

USA and Europe. Some examples of patents are as follows 

1. "Acoustooptical element" - USA patent, Appl. No 968930; G. Barta, ]. 

Ctgrcky, I.M. Silvestrova, Yu Pisarevsky. 

2. "Acoustooptical materials" - FRQ patent, No 2329460; G.F. Dobrjansky, 

G. Baπa， L.V. Belaev, I.M. Silvestrova, Yu. Pisarevsky. 

3. "AOTF" - ussn patent, No 485402; Yu. Pisarevsky, I.M. Silvestr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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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thod of Crystal growth" - USSR patent, No 955751; C.F. 

Dobrjansky, Yu. Pisarevsky, I.M. Silvestrova. 

5. "Piezoelectric materi려11 - USSR patent, No 1309836; B.V. Mill, I.M. 

Silvestrova, Yu. Pisarevsky, A.N. Lobachev 

6. "Piezoelectric material" - USSR patent, No 719428; I.P. Kuzmina, A.N. 

Lobachev, Yu. Pisarevsky, I.M. Silvestrova 

Therefore Dr. Yuri V. Pisarevsky was one of the best counterpart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work. 

W. Contents and Scope of cooperative Study 

Year 

1986( 1 st year) 

.. 

19S7(2r.ld year) 

Contents and scope 

- Synthesis of starting materials 

- Experiment for the Bi4Ge3012 single crystal growth(Dia: 

20mm). Cooperative experiments for the single crystal 

growth. 

- Establishment of the most proper condition for the 

Bi4Ge3012 sinÇJle crystal ÇJrowth. 
- Development of synthetic technology of the starting 

materials 

- Experiment for the BÏi2Ge02o single crystal growth(Dia: 

15mm). Cooperative experiments for the single crystal 

growth (Dia: 20mm). . 

- Establishment of the most proper growth condition for 

the BÏi2Ge02o single crystal growth. 

- Development of the characterization method for the 

qrown crv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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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ntents and scope 

- Experiment for the highly Nd doped Bi4Ge3012 single 
crystal growth(Dia: 20mm). Cooperative experiments 

1988(3rd year) for the single crystal growth. 

- Establishment of the most proper condition for the 

2.5at% Nd doped Bi4Ge3012 single crystal growth. 

v. Results of Cooperative Study 

1. Bi12Ge02o single crystal growth 

The grown crystal was uniform diameter and has the optical quality. 

And the color is pale brown The results of experiments is follows 

1) Most proper growth condition 

- Pulling speed : 2mm가π 

Rotation speed : 23 - 21rpm 

- Size of grown crystal Length 70mm 

Diameter : 25mm 

- Diameter of crucible/ diameter of the grown crystal= <0.5 

2) Compensation for the Bi20 3 evaporation 0.3 mol% 

3) Preferred orientation of the grown crystal < 110> 

4) Dislocation density was - 1Q3/cm2 corresponding to the quality of 

the commercial BGO crystal. 

5) Dark brown- inc1usions induced from the 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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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cooling were observed. The shapes of the inc1usions were 

acicular, dendritic or band-form. 

2. Bi4Ge3012 single crystal growth 

1) The conditions for the flat interface was investigated : 

- Rotation speed : 40-30rpm, Axial gradient : 60 oC!cm & 

Radial gradient : 43 0C!cm 

Rotation speed : 30-23rpm, Axial gradient : 50 oC!cm & 

Radial gradient : 41 0C!cm 

2) The optimal condition for the crystal growth of the optical quality 

was determined by the traditional CZ method axi머 gradient 5 

WC !cm , radial gradient 41 0C!cm , pulling speed 2mm가1f， rotation 

speed 30-23rpm, and the diameter ratio of the crucible and the 

crystal <0.5 under 02 atmosphere. 

3) The overcharge of the Bi203 component to the stoichiometric 

composition induced the deep brown color and the inc1usions of 

the grown crystal. 

4) The orientation of the grown crystal was confirmed to <110> and 

the dislocation density was - 1Q3!cm2. 

3. 10% Nd:Bi4Ge3012 single crystal growth and 

characterization 

The optimal condition for the crystal growth of the optical quali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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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 as follows 

- axial gradient : 100oC /cm, 

- radial gradient : 80oC/cm, 

- pulling speed : 0.8mm에r， 

rotation speed 34rpm, 

diameter ratio of the crucible and the crystal <0.5, 

atmosphere 02, 

- Nd concentration 2.5at%, 

- size of grown crystal Length 50mm 

Diameter 20mm. 

4. Characterization of the grown crystal 

The measurement of the physical properties like refraction index 

and absorption spectrum indicates that the grown Bi12Ge02o 

crystals are suitable for the application to the optical voltage 

sensor because the transparency(40% absorption) in the range of 

0.4 1 -7μm. 

- The comparison of the optical absorption spectrum of Nd- doped 

Bi4Ge3012 around 800nm, which is commonly used as the pump 

wavelength in laser diode. The absorption band of Nd- Bi4Ge3012 is 

more distinct and has no obviously fine structure. This 

characteristic is desirable for application to la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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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_ Sugges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 of the 

Cooperative Study 

- The grown BÌl2Ge020 crystals show very good physical properties 

like the elctro- mechanical coupling constant and photo- refractive 

index. And the absorption spectrum indicates that the grown 

BÌl2Ge020 crystals are suitable for the application to the optical 

voltage sensor. 

- The comparison of the optical absorption spectrum of Nd- doped 

Bi4Ge3012 around 800nm, which is commonly used as the pump 

wavelength in laser diode. The absorption band of Nd- Bi4Ge3012 is 

more distinct and has no obviously fine structure. This 

characteristic is desirable for application to lasers. 

- We will applicate our results of the cooperative work to th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if we have a chance of study with 

some companies which are interested in BGO 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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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장 서 트료 
L-

단결정은 원자의 주기적인 배열상태가 물질 전체를 통하여 연속성을 가지 

므로， 결정 입계 (grain - boundary )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종류의 단 

결정은 이방적인 물리적 성질을 갖고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 

에， 그 재료의 최상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기능성 재료로써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반면 고기능성 재료를 다결정체로 이용할 경우， 다결정체에 존재 

하는 결정 입계들은 재료의 특성을 저하시킨다. 최근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 

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전자 부품들의 고기능화 또는 소형화가 요구되고 있으 

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기능성 재료가 필요하므로 단결정 소재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단결정은 기능에 따라 Table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 

다. 

산화물 결정 중에서 응용이 일찍부터 기대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광학소재로써 많은 단결정이 개발되고 있으나 실용화되지 않 

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한마디로 화합물 반도체가 광 디바이스로서 급속하게 

이미 실용화되고 있으므로 광학용 단결정이 이와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료는 일반적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 및 초전도체로 나누지만 반도체는 

원소의 혼합에 의해 캐리어가 변하여 이동속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 값을 용이 

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결정구조를 기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물성을 

원소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다. 절연체 산화물은 원소의 혼합 비율을 변화시 

켜 다양한 결정구조를 갖는 결정들을 합성할 수 있고 결정구조의 변화에 따라 

결정의 대칭성이 변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는 근적외선에서 적외선 영역까지 투명하고 화합물 반도체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물성을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재료이다. 이것이 광학 결정의 

특정이고 앞으로 신기술의 출현 전망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광학적 

1 
l 
4 



응용측면에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광학 결정은 일반적으로 opto-electronics(최근 optronic, 광전자학)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광을 입력시키거나 그 자체가 갖는 광학 물성에 

따라 광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물성이 변화되는 재료를 말한다. 즉， 이와 같은 

특성들은 굴절률(실수부 허수부)의 변화에 의한 광.전자 상호작용으로서 간략 

히 설명할 수 있다. 광학 단결정은 용도에 따라， 전기광학용， 비선형광학용， 레 

이 져 용， 음향광학용， polarizer 및 phase retardation, 광굴절 및 광전도용， 자기 

광학용， 신틸레이터용 및 기타 광학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 

학용 단결정으로서 유망한 BGO 단결정， 즉 전기광학소자인 Bi12Ge020 단결정 

과 scintillation 재료인 Bi4Ge3012 단결정 및 Bi4Ge3012 단결정에 NdJ‘ 이온을 

도펑하여 다이오드-여기 레이져로서 사용될 수 있는 Nd:Bi4Ge3012 등의 단결 

정의 최적육성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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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single crystals for application. 

Uses Single Crvstals 

Cr3+ : A1z03, Nd : Y AG, GSGG, LMA, YLF, alexandite, 

Ti : Alz03 

LiNbO:l, BNN, KLN , Li10:l, PbTiO:l, KNb0 3 

SBN, La2Tiz0 7 

LiTaO:l, KTN , Bi12Ge0 2Q, Pbl\‘004, Te02, 

Optical Device CaCO:l, YV04, quartz, mica, CaF2, LiF, Cs1, NaCl, 

ADP, CaMo04, ZnO 

TGS , CdS, HgCdTe 

Bi4ThOI2, Bi4Ti3012, ZnSe, KDP-Se, 

SrTiO:l : Fe.깨이0 ， CuzHg14 

Gd2(Mo04h. 5Pb03Ge02 

R-salt, ADP 

quartz, LiNbO:l 
Piezo-electirc 

Devices 
LiTaO:l, Bi12Ge020, LiGa02, Bi4(Ge04h, Li2GeO:l, PbKNb5015, 

CdS 

Bi20Si020, ZnO 
Pyro-electric 

Devices 
TGS, SBN, LINbO:l, LiTa05, PbTiO:l 

mica, CaSi03, 
Dielectric Devices TGS 

(Na-V)Nb03, Bi4ThOI2, Gd2(Mo04h KN03, BilzS020 

Mn-Zn ferrite 
Magnetic Devices 

Y1G 
Semiconductor 

Devices 
High Hardness 

Jewellery 

Substrate, 

Scintillator etc 

Si, GaAs, 1nP, GaP, AIGaAs, CdTe, ZnSe 

Alz03, SiC, diamond, c- BN 

Ti02, SrTiO:l, AIzO:l, MgOAIzO:l, Be:lA I 2(SiO싸， diamond 

cubic zirconia, amethyst 

mica, Ab03 

LiF, quartz, ADP 

Tl : NaI, Tl : Ca1, BGO 

Co2+ - Al2O3, Cr’‘ : A120 3, Fe3+ MgWO:l, Fe:l‘ Ti02 

Gd'lGa5012,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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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광학용 단결정의 국내 개발 현황은 광변조를 위한 Te02, PbMo04, 

LiNb03, LiTa03, 고체 레이저 재료로써 Nd: Y 3A15012, Nd: YV04, 비선형 광 

학재료로서 KTP, LiTa03, BBO 단결정， 신틸레이터 재료로서 Bi4Ge3012 단결 

정 등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광학 결정에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단 

결정 중에서 Te02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자동직경제어 시스템이 부착된 cz 
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육성된 바 있다 그 밖의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여러 가 

지의 광학 단결정 중 일부 단결정만을 실험실 규모로 연구 중에 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국내 광소자의 수요가 매우 적고， 광소자 제조 기술의 낙후성 때문 

에 광학 단결정의 수요 또한 매우 적으며 광학 단결정의 개발도 선진국에 비 

해 빈약한 편이다. 

광산업 이 란 광을 발생， 전송 또는 변환을 가능케 하는 광 부품， 광 부품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system 및 이를 이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광산업의 시 

장 규모는 일본 광산업기술진흥협회 보고에 의하면 1984년 6，589억 엔으로 

1980년 912억 엔에 비해 5년 사이 약 7.2배에 달하는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아 

울러 동 협회의 예측에 의하면 200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2조 엔으로 경이 

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기대되는 광학용 단 

결정에 대한 예를 본 장에서 간략하게 열거하여 본다. 

제 1절 묘률레 이 터 (Optical modulator) 

광묘률 레 이 터 , beam deflector 등은 전 기 광학효과나 음향광학효과를 응용 

한 소자이 다. 전 기 광학(electro-optic) 효과와 음향광학(acousto-optic) 효과를 

이용하여 광을 변조， 편향시키는 소자를 광변조 소자를 말한다. 즉， 전기광학 

-4-



효과나 음향광학효과는 물질에 전기장이나 음향을 가했을 때 그 물질의 굴절 

률을 변화시키는 현상으로 광의 위상 및 세기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다. 대표적 전기광학 효과로는 Kerr 효과와 Pockels 효과가 있다. 전자의 경우 

광학적으로 등방성을 지닌 물질이 강한 전기장 내에 존재할 때 그 물질이 복 

굴절 특성을 지니는 현상이며 후자는 이방성 물질이 강한 전기장 내에 존재 

할 때 굴절률이 변하는 현상이다. 

전기 광학재료는 전기광학 계수가 커야 하며， 투과성이 높고， 광학적 균 

일성이 좋아야 하며， 적은 구동 전력과 높은 회절 효과를 가져야 한다. 전기광 

학소자로서는 BúzGeOzo이 있으며 이는 전기광학효과를 이용하여 전계전압센 

서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음향광학소자는 TeOz와 PbMo04가 가장 많이 

실용화되고 있다. TeOz의 경우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성공리에 대형 단결정 

으로 육성되어 레이저영상시스템의 중요부품인 deflector에 응용함으로써 디 

바이스 화된 사례가 있다. 

제 2절 신틸레 이 터 ( S cin tilla tor ) 

신틸레이터 결정은 X 선 positron 그리고/또는 감마선을 감지하는데 사용 

되며 그 기능은 이들 radioactivities , 주로 감마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 결정은 radioacti vi ty에 대해 큰 흡수를 가져야만 하며， 방출된 광 

선에 대해 투명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정들로는 Tl:NaI, Tl:CsI, 

CsF, BaF2, CdW04, Bi4Ge301Z 및 Ce:GdzSi05 등이 있다. 각 결정의 장단점은 

응용 분야에 달려 있다. 

BúGe3012는 공간군 143d를 갖는 입방결정이며 1044 0C 에서 조화용융하므 

로 효크랄스키법으로 성장되고 있다. 이 결정에는 성장 시 미세한 기포 

(bubble)들이 종종 포함하며 이들 기포는 신틸레이터의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피해야만 한다. Bi와 Ge와는 다른 이온반경을 갖는 불순 이온， 예를 들어 Al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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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 2, Zr+ 또는 Ti‘ 4 등은 기포의 흔업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 이온의 

분별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는 1 보다는 약간 더 크며 일반적으로 성장 

작업은 물질을 정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있다. Bi4Ge3012 결정 내의 불순 이 

온들은 일 반적 으로 투과도를 감소시 키 며 , scintillation 효과를 방해 한다. 

CdW04는 공간군 P2!c를 갖는 단사정계 결정이며 그것은 1272 0C 에서 조 

화용융을 하므로 효크랄스키법이 결정성장에 적용된다. 조화용융 성분은 화학 

양론 보다는 CdO가 약간 더 풍부하다고 믿어지며 초기 용융체에 5mol% 이 

상을 초과하면 포유물이 없는 결정을 만들 수 있다. 용융체로부터 CdO의 선 

호적 증발이 예상되며， 실제 조화용융 성분이 연구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육 

성된 성장 방향은 벽개 방향 (010)과 맞서는 [001] 이다. 다른 일반적인 성장 

조건은 인상속도 3mrrνh， 회전속도; 50rpm 그리고 분위기; 산소 등이다. 

Gd2Si05는 공간군 P21!c를 갖는 단사정 계 결 정 이 다. Gd2Si05는 자체 로는 

선틸레이터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Ce이 scin tilla ti on을 위해 첨가되 

며 1900 0C 에서 조화용융하므로 효크랄스키법이 결정성장을 위해 사용된다. Ir 

도가니는 이 용융온도를 위해 필수적이며 질소가 분위기로써 사용된다. Ce은 

Ce02형태로 첨가되지만 Ce+:J이 결정격자의 Gd자리로 들어간다고 판단된다. 

최대 방출 피크는 430nm에서 나타나며 host 결정의 흡수밴드는 380nm이다. 

흡수밴드는 Ce의 농도에 따라 보다 긴 파장영역으로 이동되고 초과된 도핑은 

오히려 방출 효율을 저하시킨다. 최적 Ce 농도는 초기 용융체에서 0.6mol%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GSO에서의 Ce의 분산계수는 0.71로 측정되었다. 

제3절 고체 레 이 져 (Solid state laser) 

고체 레이저는 활성 물질로 이온이 혼합된 유전체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된 레이저를 말한다. 활성 이온은 레이저 물질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며， 활성 

이온으로는 Ci1‘ 등의 전이금속 이온， Nd:J+ , Ho3+ 동의 희토류 이온， U:1’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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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나이드 이온이 사용된다. Nd:YAG 레이저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 

체 레이저로 Nd가 첨가된 Y AG(Y 3A150d 단결정이 사용된다. 이 레이저는 

광 기록， 반도체 제조， 레이저 가공 등에 사용된다. 

최근 고밀도 기록을 위한 레이저 재료로써 Nd:YV04 단결정은 Nd:YAG 

를 대신하는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Nd:YV04 단결정은 반도체 레이저 여기 

광에 대한 흡수영역이 Nd:YAG보다 넓고 변환 효율도 높기 때문에 수 mW출 

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정 크기가 작아도 되며， 반도체 레이저의 온도 조절을 

미세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격자 상수가 Nd:YAG 단결정보다 크고， Nd 

원자를 첨끼}하기 쉽기 때문에 결정의 성장 속도를 2-3배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Nd:YV04 단결정의 이런 특정 때문에 레이저의 고효율 

화， 소형화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Nd:YAG 단결정보다도 결정이 벽개되기 쉽 

기 때문에 연마 및 코팅 시 가공이 어려운 결점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용 단결정의 향후 과제는 레이저 host 물질의 굴절률 균일성， 활성 

이온의 농도 증가 및 레이저 응용 확대로 인한 신소재 창출， 레이저 물질의 저 

가격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제4절 비선형 광학재료 

고 용량의 정보처리와 opto- electronics 분야에 있어서 소형 경량화하려는 

경향 때문에 장기간의 걸친 발진이 가능한 단파장의 광원이 요구되어졌다. 그 

러나 레이저가 단파장 영역이 될수록 자연 방출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 

에， 단파장 발생용 레이저에서는 광의 공간 패턴이 나쁘고， 신호와 노이즈의 

비율이 적으며， 시간 영역의 제어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비선형광 

학은 단파장 레이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최 

근 새로운 비선형광학 결정이 개발 중에 있다. 비선형광학 결정의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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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비선형광학 정수(d)가 커야 한다. 즉 고효율의 파장 변환이 가능 해 

야 한다. 

@ 위상 정합을 위해 허용 각도 및 온도 허용 폭이 커야 한다. 

@ 투과 영역이 넓어야 한다. 

@ 광손상에 대한 내구성이 커야 한다. 

@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하며， 습기에 강해야 한다. 

현재 이 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정은 없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조 

건을 만족하는 결정을 선택해 이용하고 있다. 비선형광학 효과의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결정으로는 KPT, BBO 및 LiTa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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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상대국과의 공동연구 역할분담 체계 

1. 공동연구의 주안점 

1) 효크랄스키법에 의한 결정성장법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 및 도입하기 

위해， 현재 러시아에서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와 유사한 장비가 필요 

하다. 당 연구소에서는 이미 5년전 러시아 결정학연구소와 기기를 공동으 

로 개발한 바 있으며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기의 활용성을 높이고， 동일한 

실험조건을 갖춤으로써 세부실험 결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였다. 또한 이 

러한 접근방법에 의해 러시아 전문가가 소유한 다년간의 경험을 쉽게 습득 

할 수 있었으며， 문제점 발생 시 쉽게 해결이 가능하였다. 

2) 전문가 초청 및 참여연구원의 방문으로 미공개된 이론 및 세부기술을 러시 

아로부터 습득할 수 있고 시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3) BGO 광학소자는 전계전압센서， 자계센서， 공간광변조소자， 홀로그램 기록 

소자 등으로 사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구미 각국， 일본 등에서 개발 

중인 최첨단 소재에 대한 정보수집도 공동으로 병행하였다. 

2. 공동연구의 역할 분담체계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결정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결정성장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별도의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 

c.}(Table 2). 다만 각 공정별로 긴밀히 협조(E-mail 등)하여 러시아가 확보하 

고 있는 경험을 당 연구목적에 활용하고， 기술을 이전 받는데 주안점을 두었 

다. 만일 제 2단계로 과제가 수행될 수 있다면， 기업화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 

Q 
“ 



여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2. Work assignment to the counterpart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tudy. 

한국자원연구소 

시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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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속도， 시료조성， 소성， 

분위기 등의 성장조건확립 

에칭 둥에 의한 전자현미경， 

간섭현미경 등 이용 

- 효율 및 출력검사 

- 제품생산성 및 경제성 검토 

활용 계획 



저14장 공동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l. 공동연구기관 

러시아는 결정학연구소， 일반물리연구소， VNIISIMS , 재료문제연구소 등 

많은 연구기관에서 결정소재에 대한 육성연구가 활발하며 특히 레이져 기술 

에 관련된 광학소자는 오래 전부터 소규모 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공 

동연구 대상국으로서 적합하다. 특히 결정학연구소는 1950년 군사용 결정소재 

를 개발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Schubnikov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Schubnikov는 소위 브리지만(Bridgman)법이라는 결정성장법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하는데 성공한 사람이다. 이 브리지만법은 현재에도 가장 빈번히 산 

업용 결정성장에 사용되는 방법이며， 가장 경제적으로 대형， 고순도의 단결정 

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결정학연구소는 러시아 아가데미 소속으로 주로 결정성장과 결정구조 해 

석을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 연구소는 세계 어느 연구기관과 비 

교해도 기술수준이나 연구성과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소이며 Kaminski , 

Veinstein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정학자들이 현재에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결정학연구소의 연구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의 연구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 
l 
A 

1 ’ 4 



2.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인 Dr. Yuri V. Pisarevsky는 다음과 같은 이력을 갖고 있다 : 

Date of Birth 

Citizenship 

Affiliation 

Position 

Education 

March 01 , 1940 

Russian 

Acousto- optic Laboratory, Institute of 

Crystallograph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oscow, Russia 

Head of laboratory 

Moscow State University, 1957- 64 

Academic Degrees Doctor of Sciences (Crystallography) , 1974 

Research Experience Scientist, senior scientist, head of laboratory 

1964- 98 

그는 모두 230 여개의 논문을 러시아 및 국제 학술지에 계제하였고 러시 

아에 총 25 개 그리고 미국 및 유럽에 6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특허 

1) "Acoustooptical element" - USA patent, Appl. No 968930; G. Baπa， J 

Ctgrcky, I.M. Silve~trova， Yu Pisarevsky. 

2) "Acoustooptical materials" - FRQ patent, No 2329460; G.F. Dobrjansky, 

G. Baπa， L.V. Belaev, I.M. Silvestrova, Yu. Pisarevsky. 

3) "AOTF" - USSR patent, No 485402; Yu. Pisarevsky , I.M. Silvestrova. 

4) "Method of Crystal growth" - USSR patent, No 955751; C.F. Dobrjansky, 

Yu. Pisarevsky , I.M. Silvestr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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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ezoelectric material" - USSR patent, No 1309836; B.V. Mill, I.M 

Silvestrova, Yu. Pisarevsky , A.N. Lobachev 

6) "Piezoelectric material" - USSR patent, No 719428; I.P. Kuzmina, A.N. 

Lobachev, Yu. Pisarevsky, I.M. Silvestrova 

- 발표논문 

1) YU.V. Pisarevsky, G.A. Treguboov, YU.V. Shaldin. "Electrooptic properties 

of crystals KDP, ADP N (CH)." 

2) I.MO. Dilverstrove, L.M. Bolayav , YU.V. Pisarevsky, T. Nemyshkis 

"Acoustic properties of rhombohedrical boron." Mat. Reg. Bull., v9, 1974, 

pp.1101-11 lO 

3) L.N. Demjanets, Yu. Pisarevsky et al. "Hydrothermal Na CoGeO single 

crystal growth and study of their piezoelectric and elastic properties". ]. 

Crys t. Growth 44 (1978) , pp. 483-491 

4) V.A. Kuznetsov, I.M. Silvestrova, YU.V. Pisarevsky. "Hydrothermal 

cinnabar crystal growth and study of their piezoelectric and acoustic 

properties" Solid State Physics , 1986, v28, n1 , pp.180-187 

5) A. Peter, 1. Foldvary , I.M. Silvestrova, Yu. Pisarevsky. "Growth and 

characterization of high-quality single crystals of paratellurite" Proc. 111 

Intern. Conf. of Acoustooptic, 1979 

6) Yu. Pisarevsky , I.M. Silvestrova. "Light scattering on elastic waves in 

optically biaxial crystals. Sov.Phys.Crys. 1973 v XVl.l1 , n5, pp.1733-183 

7) I.L. Chistyi , I.L. Fabelinsky , V.V. Osiko, Yu Pisarevski , I.M. Silvestrova. 

"Experimental study of the properties of 2rO-YO and UFO-U 0 solid 

solutions" Journal of Raman Spectr. , v6, n4, 1977, pp.183-192 

q J 1 
l 
A 



8) Yu Pisarevsky , I.M. Silvestrova. "Crystals with structure CaCa Ge 0 -

new family of materials for acoustoelectronics" Proc. Int. Conf. ISW AS, 

1984, pp.47-49 

9) I.M. Silvestrova, N.L. Sizova, Yu. Pisarevsky , Scuratov et al., "Elastic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Sov. Phys. Cryst., v37, n5, 1992 

10) I.M. Silvestrova, N.L. Sizova, Yu. Pisarevsky , Scuratov et al. "Influence 

of irradiation by heavy ions Ar, Ne on elastic, dielectric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of crystals." 

Pisarevsky 박사의 주요 학문분야는 결정학 및 결정물리학이고 현재 결정 

성장기술개발과 특성분석연구가 주요 관심분야이다. 특히 단결정의 Elastic 

piezoelectric, optic photoelastic, electrooptic properties를 측정 하여 새 로운 소 

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Pisarevsky 박사의 주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Electro- optical, acousto- optical , piezoelectric, optic , elastic , photoelastic 

properties of crystals. Optic and elastic methods of studying homogeneity 

of crystals. Influence of crystal growth technology on optical and acoustical 

properties of crystals. Influence of X - ray on beam radiation of acoustic 

and optical properties of crystals. 

따라서 상대기관 연구책임자 Pisarevsky 박사의 연구수행 능력은 최고의 

능력자의 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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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효크랄스키법 육성법 

제 1절 효크랄스키법의 기본원리 

단결정을 육성하는 방법은 크게 용융법， 용액법， 고체반응볍， 기상법으로 

대분된다(Fig. 1). BGO 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해 사용된 육성법은 용융법 중 

에서 자동직경 조절장치가 부착된 효크랄스키법 (Czochralski method, 용융인 

상법)이다. 

MOLECULAR BEAM EPITAXY 

Figure 1. Crystal growth techniques l). 

π
 ω 



죠크랄스키법은 단결정을 육성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 방법으로， 비 

교적 크고 완전한 결정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본원리는 도 

가니 내의 물질을 용융시킨 후， 종자결정 (seed crystal)을 융액 (melt)과 접촉 

시키고， 이 종자결정을 회전하면서 상숭시켜 융액을 결정화(crystallization)시 

키 는 방법 이 다(Fig. 2). 

Sceding: contact with melt 

￥ 
l Necking: minimized defect 

* I Shouldering: control of diameter 

Pulling rod 

Seed holder 

Seed crystal 

Grown crystal 

Melt 

Cruciblc 

Figure 2. Basic elements of the Czochralski crystal grow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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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정육성장치는 자동직경 조절장치가 부착된 효크랄 

스키 장치를 사용하였다(Fig. 3). 이 장치는 인상 및 회전장치， 열원을 포함한 

본체， 온도， 회전 및 인상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당 연구팀이 개발하여 상용화에 들어간 주파수 무게센서를 이용한 컴퓨 

터에 의해 제어되는 자동직경 조절장치 37)가 부착되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Biz0 3-Ge02 계 의 화합물들은 용융점 이 930 0C 

(Bi12Ge020)과 1044 oC (Bi4Ge301z )로 비교적 저온이므로 유도가열방식보다 전기 

적 효율이 높고， 온도 조절이 쉬운 저항 발열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 

다. 

Controller for temperature, 
~ Czochralski system 

rotation and pulling / 

Weighing sensor 

Computer for auto- / 

녁ameter control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Czochralski system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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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효크랄스키법에 의한 단결정 육성법 

l. 직 경 조 절 법 (Auto-diameter control method) 

효크랄스키법은 개발 초기에 육안에 의해 직경을 측정하여 수동으로 온도 

를 조절하여 결정을 성장하였다. 그러나， 수동온도 조절방법은 실험에 사용될 

로(furnace) 및 성장시킬 물질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숙지해야 하고 

숙련된 경험을 요구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자동직경 조절장치가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자동직경 조절방법은 무게측정방식 (Weighing system)과 광학적 방식 

(Optical system)으로 나쉰 다. 자동직 경 조절 법 의 경 우도 새 로운 단결 정 을 육 

성할 때， 우선 수동옹도 조절방법으로 단결정을 성장하여 단결정 육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하여 자동직경 조절방법으로 단결정 

을 육성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 무게측정방식에 의한 자동직경 조절방법 

무게측정 조절방법은 융액무게 측정방법 (melt weighing technique)과 결 

정 무 게 측정 방법 (crystal weighing technique) 이 있다. 이 방법 은 무 게 를 기 계 

적으로 측정하여 적절한 전기적 상태， 즉 로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써，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여 수동으로 조작에 의해 야기되는 오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대량생산을 위하여 펼수적인 조절방법이다. 융액무게 측정방법의 경 

우 2000g 이하의 결정을 성장시킬 때 유효한 방법이며， 결정무게 측정방법의 

경우는 2500-10000g의 큰 결정을 육성 시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무게의 증가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결정의 직경이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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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일정한 직경으로 결정이 성장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 방법이다. 성 

장됨에 따라 결정 중량의 증가 혹은 융액의 감소를 측정하며， 중량감지기에 

의해 중량을 아날로그 신호로 측정한다. 이 아날로그 신호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analog-digital converter, ADC)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바꾸며 컴퓨터 

가 이를 인식한다. 이 신호는 기계상의 n01se를 제거하기 위한 자동직경 조절 

프로그램으로， LP filtration을 거쳐 실제 중량으로 환산되며， 받아들여진 디지 

럴 신호를 최 소좌승법 Oeast square measurement) 및 평 균법 (averaging 

measurement)으로 계산되면， 직경공식에 따라 결정의 직경 및 성장속도가 결 

정된다. 이러한 성장속도와 요구된 성장속도를 비교하여 양자간의 차이에 의 

해 제어전압(control voltage) 이 정해진다. PID로 조절하면 제어전압이 적절하 

게 조절된다. 컴퓨터 내에서는 디지털 신호가 출력되므로， 이 신호를 다시 디 

지 털-아날로그 변환기 (digital- analog converter, DAC)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 

로 바꾸어， 콘트롤러에 전달되며 이 신호는 전력공급기 (power supply)에 보내 

져 heater를 제어함으로써 융액이 결정화되거나 혹은 성장된 결정이 용융된 

다. 이러한 일련의 순환작업은 일반적으로 1초에 한번씩 되풀이되어 순간마다 

변화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성장시킨다. 

(1) 융액 무게측정방식 

이 방법은 성장되는 결정 중량의 증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융액 중량 

의 감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로 밑에 장착된 전기천칭으로 측정된다. 장 

점은 천칭의 결과치가 성장되는 결정의 회전으로 인한 주기적인 변화를 받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인상장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으며， current electronic 

balances에 수반된 lever arm이 없으며 , 로의 장치 (furnace assembly)의 움직 

임이 성장되는 동안에 발생되지 않고 모든 장치를 growth chamberLll에 부착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고주파발생기(r.f. generator)를 사용 시， 도가니의 

공중상승에 기인한 전력변화가 천칭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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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로의 무게가 증가하고 로 무게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감도가 떨어진 

다는 것이다. 

(2) 결정무게 측정방식 

이 방법은 본체 상부에 위치한 중량감지기에 의해 성장되는 결정 중량의 

증가를 측정하며 중량을 측정은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천칭용량이 최종 

무게와 잘 맞고， 도가니의 공중상숭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로의 장치가 

free-floating되 지 않는다는 점 이 다. 단점 으로는 결 정 이 회 전 시 야기 된 입 력 

신호에 소음이 발생하고 인상장치의 수정을 필요로 하고， 정확한 중량측정장 

치가 필요하며， 성장 시 야기된 측면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 광학적 방식에 의한 자동직경 조절방법 

이 방법은 성장되는 동안， 광학센서가 결정과 융액의 겸계부를 감지하여， 

성장시킬 결정의 직경이 유지되도록 출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경변화를 직접 감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동안에 융 

액높이가 떨어지는데 대한 용기의 위치 혹은 관찰각도 등을 보정해야 하며， 

증기 를 생성시키는 물질의 경우 상이 왜곡되어 그릇된 출력신호를 보낼 수 있 

다는 단점을 갖는다. 

2. 죠크랄스키법으로 단결정 성장 시 고려해야할 조건 

모든 화합물 단결정은 이론적으로 육성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많은 제한 

을 받는다. 효크랄스키법으로 단결정을 육성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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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성물질의 조건 

효크랄스키법에 의해 육성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조화용융체， (2) 높은 열전도율， (3) 낮은 증기압(분해압)， (4) 

낮은 점도， (5) 적절한 성장 habit, (6) 뚜렷한 벽개가 없을 것， (7) 용융온도와 

실온사이에서 상변이가 없을 것 등이다. 

이들 조건 중 (1)과 (7)에 부합되지 않는 물질들은 다른 방법으로 성장시 

켜야 하며 기타 다른 조건들은 극복 가능하다. 

나. 모가니의 선택 

도가니의 모양과 크기는 결정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로의 크기 및 

열반응시간과， 성장시킬 결정에 따라 각각 도가니의 크기 및 종횡비가 선택되 

어야 한다. 

도가니는 재질에 따라 내화재료(fused silica 등)와 금속재료(내화성 금속 

이 나 귀 금속)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 우 주로 반도체 (silicon 

germanium, GaAs 및 GaP 등)를 성장시킬 때 사용되나， 도가니 내의 물질이 

냉각될 때 팽창 및 수축으로 인하여 파손되므로 한번 사용한 도가니를 폐기하 

여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주로 산화결정， 예를 들어 Alz03, 

LiNb03, Gd3GaS012, LiTa03 등의 성장에 사용된다. 이들 도가니의 물질로는 

백금， Ir이 주로 사용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텅스텐이나 몰리브멘 등이 사용된 

다. 이들은 고가의 것이어서 세척 후 재사용 한다. 

도가니의 재질은 제조가 용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물질과 반응이 없어야 

하고 용융시킬 물질의 융점보다 높아야 하므로 열원 및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 

게 선 택 해 야 한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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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nmon Crucibles. 

Maximum Melting 
Material Operating Use 

temperature( oc ) Point( oc ) 
Platinum 1400 1773 1,2 

lridium 2150 2452 1,2 

Molybdenum 2300 2620 1,2 

Tungsten 2800 3370 1,2 

Carbon 3000 1.2 

Silica 1550 1700 1 

Alumina 1800 2050 1 
1 resistance 2 r .f. heating 

다. 열원의 선택 

열원은 보통 저항발열식 (resistance heating)과 유도가열Cinduction 

heating 혹은 radio frequency heating)로 나눌 수 있다. 

저항발열식의 경우， 전기적 효율이 높아 작업비용이 저렴하고 열이 직접 

로에 들어가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부수적인 조절장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온도범위는 반도체와 소수의 저온용융산화물(LiNb03， Te02 동)의 비교 

적 낮은 용융온도의 결정에 사용되고 보다 높은 온도가 요구될 시에는 Pt-Rh 

코일을 사용하며， 산화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진공작업이 요구된다. 유도가열 

의 경우， 온도범위는 전자의 것보다 높아， 보다 고온의 산화물， 예를 들어 사 

파이어， Gd3Ga50dGGG) , 반도체 등의 육성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산화물 

단결정을 육성 시， 산화물 단결정은 절연체이므로 효크랄스키법에서 고주파를 

열원으로 사용할 때， 고주파 발생기가 전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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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도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백금도가니를 사용 시에는 백금 자체의 융점보 

다 훨씬 낮은 온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백금의 융점 근처까지 가 

열되면 저항이 큰 차이를 보여 용기에 hot spot을 형성함으로써 용기의 파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열원에 의한 투과율은 저항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함으로 상기한 hot spot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낮게 하여 

투과율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고주파 발생장치의 주파수는 250-500KHz이 

며， Power는 20-lQOKW로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는 20-25KW 정도의 것이 

사용된다. 

열원은 성장시킬 결정의 구성물질 및 분위기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Table 4). 

Table 4. The relation between atmospheric condition and heating 

elements. 

Ni-Cr Mo W C Hf 

02 O × × × @ 

Air @ × × × @ 

Vacuum O @ @ @ @ 

He O @ @ O @ 

N2 O A A O @ 

H2+N2(3%) O @ @ O @ 

~ :very good 0 good D. bad X very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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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죠크랄스키법에서 단결정 육성에 미치는 인자 

가. 성장속도 

효크랄스키법의 경우， Fig. 4에서와 같이 인상속도와 실제 성장속도와는 

차이가 있다. 즉， 인상함에 따라 융액으로부터 성장된 단결정의 양만큼 도가 

니 내의 융액 부피가 감소하여 실제 융액의 높이는 낮아진다. 그러므로 실제 

성장속도(h)는 인상속도(P)에 융액 높이 하강분(L)을 더해야 한다. 원형의 도 

가니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단결정을 육성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다음과 같은 

λ1 () 1 , ’ 유도될 수 있다. 

h/ P=K/ (K - D2) 

h 단위시간당 성장한 길이 

p: 인상속도 

K: 융액밀도와 결정밀도의 

D: 결정반경 대 용기반경의 

비 (p J p c) 

비 (rJ R) 

(( ~ 

_.i으쯤값많h 

Figure 4. Parameters for growth rate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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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으로부터， 끌어올려진 결정의 성장속도를 평균한 실제시간은 K와 

D 함수로 표현된다. Fig. 5에서 보면， 대략 D>0.5보다 크면 growth rate 

fluctuation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D는 0.5-0.6을 초 

과해서는 안 된다. 

ι
 
~ 
ζ
 

350 。“ o.~ 
。"

300 

250 

2.00 

.50 

.00 
00 01 02 0.3 이 05 0,8 0.1 0.& 0.9 tÐ 

0= r CI 

Figure 5. Growth rate versus crystaVcrucible ratios for various 
liquid/s이id density ratios. 

나 온도구배와 회전속도 

효크랄스키법에 의한 단결정 육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온도구배와 온도구 

배에 따른 종자결정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절에 실패 

하는 경우， 불규칙적 성장， 즉 성장축의 불규칙， 많은 결정면의 생성 및 직경 

의 불규칙을 초래하여， 많은 성장조선( striation) 이 생성되어 균질한 단결정을 

육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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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구배는 외부온도구배 (external thermal gradient)와 내부온도구배 

Cinternal thermal gradient)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결정 혹은 결정성 

장 매질 밖의 즉 afterheater 내의 수직적 온도 변화에 해당되는 외부온도구배 

이므로 주로 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후자의 경우는 결정 혹은 결정성 

장 매질 안에， 즉 융액이나 결정 내에 존재하는 내부온도구배이며 외적인 요 

소도 포함되지만 융액과 결정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주로 좌우된다. 

저항발열로에 있어서는 도가니뿐만 아니라 로 내부의 전반적인 부근에도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도구배영역이 비교적 커서 낮은 융액 온도구배를 

갖는다. 그래서 도가니의 이동으로 내부 혹은 융액 온도구배가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반면， 유도가열로의 경우， 열은 도가니에만 공급되며， 로의 바닥 

과 벽에 가해지는 열은 뜨거운 도가니로부터 나오는 열전도Cconduction) 또는 

복사(radiation)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온도구배영역이 적어 높은 

내부 및 외부 온도구배를 가지므로 용기의 위치 변화에 따라 결정성장의 환경 

이 상당한 변화가 가능하다. 

Afterheater는 외부온도구배를 변화 조절하는데 사용되며 전위발생에 수 

반된 변형을 감소시키고， 결정구조의 파괴가 없는 상변화를 조절하며， 성장되 

는 결정에서의 열적인 응력을 감소시킬 목적에서 사용된다. 

보통 afterheater는 active afterheater와 passive afterheater(Fig. 6)가 있 

다. 전자의 경우 afterheater로 또 다른 heater를 설치하는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는 융액 상부의 로에서 내화물 등을 변화시켜 온도구배를 변화시키는 방 

법으로， afterheater 구성성분의 절연 특성에 따라 외부 온도구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보통 세라믹 관이나 대류제어판(baffle)을 사용한다. 

온도구배와 종자결정의 회전은 f1uid f10w의 원인이며 f1uid f10w 현상은 

두 종류의 대류를 생성한다. 온도차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의 밀도 차에 의해 

일어나는 flow의 현상인 자연대류(natural convection) , 결정 혹은 도가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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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기 인된 mechanical force 현상인 강제대류(forced convection) 이다. 

ACTIVE 
RESISTANCE 

ACTIVE 
RF 

T--+ 

PASSIVE 
NO BAFFLES 

PASSIVE 
BAFFLES 

T--+ 

T--+ 

Figure 6. Different types of afterheaters and thermal gradients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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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회전속도가 느릴 때， 도가니 벽에 의해 가열된 용액으로부터 열 흐름 

이 결정을 향하는 자연대류가 지배적인 관계로 계면모양은 볼록하게 되며 

(Fig. 7a) , 강제대류에 기인된 대류가 상부에서 일어나고， 동시에 하부에서는 

자연대류가 일어나면 계면모양은 평평하게 되며 (Fig. 7b), 반대로 결정회전속 

도가 클 때 결정회전에 기인된 강제대류가 융액에서 지배적일 때 계면 모양은 

오목하게 된다(Fig. 7c). 이러한 대류현상은 고액계면 (crystal-melt interface) 

의 모양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결정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계면 모양은 

점차 볼록에서 오목한 양상을 보인다(Fig. 8). 이로 인한 성장된 결정의 품질 

에도 관계되므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Fig.9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용액의 깊이는 계면 모양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2) 

• \ A 

(a) 
‘ ‘ ---k u 

l 
I l 
l 

、

(c) 

Figure 7. Observations of convective phenomena in melt and crystal- melt 
interface shape (rc= 1.5cm, R=2.5cm). 
Interface shape is (a) convex, (b) flat and (c) concave toward the 
melt (See Fig. 8 for rc and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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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effect of crystal rotation rate on the crystal- melt interface 
(rc=1.5cm, R=2.5cm, d=5.0cm). 
※ ω * critical crystal rot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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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effect of melt depth on critical crystal rotation rate 
(rc=1.5cm, R=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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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광학용 BGO 단결정의 특성 

제 1절 BGO의 결정구조 

l. Bi12Ge020의 결정구조 

압전체 (Piezoelectric)인 BÏI2Ge020는 sillenite (Bi12Si020) 계 산화물로서 

298K에서 격자상수 a = 10.1455 :t 0.0008A 인 등축정계(공간군 123)에 속한 

다3) 화학식 BÏI2Me020 상은 1937년 에 Sillen4)에 의 해 최 초로 r - Bi203 상에 서 

발견되었다. Sillen은 화학식 BÏI2Me020과 일치하는 model에 크게 기여하였으 

며 순수한 r -Bi203 결정구조에서 second metal(Me) 대신에 vacancy 혹은 부 

가적인 Bi 원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r -Biz03으로 표기되는 순수 

한 체 심 입 방체 bismuth oxide는 격 자상수 a = 10.268 A을 갖으며 화학식 

BiOl~-1.667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ÏI2Ge020은 Bi203 및 다양한 다른 금속산화물 사이에 형성되는 성분군의 

특성 을 갖는다 Aurivillius와 Sillen5)은 제 2 금속으로서 Al , Si, Fe, Zr, Ce, Tl 

과 Pb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보고하였고 여기에는 또한 B, P , Ti, V, Mn , Co, 

Ni, Zn, Ga, As , Rb, Nb와 Cd를 포함할 수 있다. Bi : Me 비 는 대 략 12 : 1에 

가깝고 Me = Si4+ , Ge4‘와 Ti4‘이다. Pb를 제외하고 Bi: Me의 비는 Me가 2가 

나 3가 이온에 대하여 12 : 1을 초과한다. 

Ge 원자들은 Ge-O = 1.717 :t 0.028A를 갖는 기 하학적 으로 규칙 적 인 사 

면체로 구성되며， 이때 Bi 원자들은 7배위 (heptacoordianted)이다(Fig. 10). 즉， 

5개의 산소원자들은 불완전한 팔면체 배열을 형성하며 Bi-O의 거리는 2.076 

:t 0.027 내지 2.640 :t 0.028A 인 범위를 갖는다. 나머지 2개의 산소원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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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적으로 배위되며 bismuth로부터 3.082 및 3.170A의 거리에 있는 Bi3+내 

의 6s2 inert electron pair의 한쪽에 존재한다. 이들의 위치를 Table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모식적인 결정구조는 Fig. 11과 같다3) 양성 압전편광 

(positive piezoelectric polarization)은 <111>을 따라 가해진 압축응력에 의해 

유도되는데， 이는 Ge 원자로부터 면까지의 방향에서 Ge04 사면체 면에 수직 

하게 주어진다. 

0(2) 

0(1c) 

Figure 10. Heptacoordinated bismuth in Bi1zGeOzo. 

Table 5. Atomic coordinates in BilzGeOzo at 2980 K. 

Atom X y Z 

Bi 0.82409 ::t 11 0.68158 ::t 12 0.98433 ::t 11 

Ge 0 0 0 

0 (1) 0.8655 ::t 27 0.7477 ::t 28 0.5145 ::t 32 

0(2) 0.8019 ::t 18 0.8019 ::t 18 0.8019 ::t 18 

0(3) 0.0977 ::t 28 0.0977 ::t 28 0.0977 ::t 28 

1 
! 
i 

? 

나
 



+ 

Z 

J-• Y 

+ 

Figure 1l. Outline of one unit cell Bi12Ge020 showing the tetrahedra 
around each Ge atom and the polarization direction resulting from 
compression along <111>. 

2. Bi4Ge3012의 결정구조 

Bi4Ge3012는 결정구조가 광물 eulytite(Bi4Sb012)와 동상이질로써 점군은 

킹 3m이고 공간군은 I 깅 3d에 속하는 입방정계로써 복잡한 대칭을 갖는다. 결 

정구조는 Menzerfi)에 의해 연구되었고 neutron 회절자료로부터 Segal 등7)에 

의해 교정되었다. 단위포는 4개 분자， 즉 76개 원자를 포함한다. 격자상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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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inson 등8) 

V. Philipsborn9) 

Liebertz10) 

: aO = (1O.518 :t 0.01) A(pure) , 

= 10.515A(doped with 0.51 wt% Nd) 

1O.514A (doped with 0.51 wt% Nd) 

: aO = 10.495A , 

: aO = (1O.518 :t 0.01) A. 

site symmetry 4 를 갖는 Ge4+는 거리 1.740A에서 0 2+ 이온의 거의 규칙 

적인 사면체 배위수를 갖는다. site symmetry 3을 갖는 Bi3+는 매우 변형된 팔 

면체에서 .6개의 0 2 이온에 의해 배위된다. 한 개의 사면체는 8개의 팔면체와 

점들을 공유한다. 한 개의 팔면체는 3개의 팔면체와 모서리 (edge)를 공유하고 

6개의 사면체와 점들을 공유한다. B?‘ 이온들은 아래 좌표의 단위포(Fig. 12) 

에서 특정한 16- fold 위치를 점유한다. 

1/ 2- u U U 

u+ 1/4 u+ 1/ 4 u+ 1/ 4 

U - 1/ 4 U +1/ 4 u+1/4 

u + 1/4 U - 1/4 U + 1/ 4 

U U U 

U 1/ 2- u U 

U U 1/ 2- u U + 1/4 u+ 1/4 급 - 1/ 4 

또한 각각의 기본좌표보다 동일하게 1/ 2 높은 위치 (x+ 1/ 2, y+ 1/ 2, z+ 1/2)에 

존재하게 된다; u=0.0857 :t 0.0027l • 한편 Ge 원자들은 generating 좌표 3/8, 0, 

1/4를 갖는 특정한 12- fold 위치를 점유한다. 48 산소원자들은 아래 

generating 변수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위치 X , y, z를 점유한다. 

x = 0.0607 :t 0.002, y = 0.1335 :t 0.004, z = 0.2875 :t 0.002, 

이때 16Bi:l + 이온들 중에서 각각 4개는 4.46A의 동등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 

ω
 



단위포의 body diagonal에 위치하고， 즉 이 이온들이 발견되는 대각선 [111] 

은 아래와 표현된다 : 

u, u, u; u+ 1/4, u+ 1/4, u+ 1/4; u+ 1/2, u+ 1/2, u+ 1/2; u+3/4, u+3/4, u+3/4, 

Fig. 12의 body diagonal(점선)과 두꺼운 선을 따라 측정한 결과 

eulytite(aO= 10.300 A)에서 가장 짧은 Bi- Bi 거리는 3.81A이고 각각의 Bi 이온 

은 2.160A , 2.605A , 3.55A의 거리에 각각 3개의 산소원자가 위치한다. Si04 

사면체에서 Si-O는 다른 orthosillicat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63A 이다. 

Bi4Sb012와 비 교하면 Bi4Ge3012 구조의 경 우 가장 짧은 Bi- Bi 거 리 는 각각 

3.88A이고 가장 짧은 Bi- O 거리는 2.19와 2.67이며 ao=10.495A이다9) 결정화 

학적 이론에서 보면 실제의 Bi-O 거리는 계산된 것보다 다소 작다고 판단된 

다. 

Bi4Ge3012 구조의 특이성은 구조 내에 point syrnmetry 강 인 “hole"의 존 

재로서 2.47A에서 02-에 의해 사면체를 형성하지만 벽개면은 관찰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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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ation positions in the unit cell of eulytite. Large circles: Bi 
ions, small circles; Ge or Si ions. 

제2절 광학용 BGO 단결정의 특성 

1. Bi12Ge02o 단결정의 특성 

BÏl2Ge02o 단결정은 Ballmanll ) 이 효크랄스키법에 의해 처음 육성에 성공 

한 후， 현재에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12)13)14 )1 5)16). Bi12Ge020 단결정은 많은 흥 

미로운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BÏI2Ge020 결정은 NaCI03보다 더 큰 

rotatory power를 가지며， 적용된 전기장은 linear 및 circular 복굴절 양자를 

유도한다. Bi12Ge020 결정은 강력한 압전력을 가지며 약 30%정도의 전기기계 

결 합상수(electromechanical coupling constant)를 갖으며 가시 영 역 내 에 서 광 

전도성 (photoconductive)이 있고 상온에서 낮은 탄성파 손실 및 낮은 전파속 

도(propagation wave velocities)를 갖는다. 또한 높은 전자광학계수， 매우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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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한 고유저 항(Resistivity) ， 큰 감광성 (Photosensitivity) 및 굴절률을 변조하 

는 능력 17) 때문에 광굴절(Photo-refractive) 재료로 널리 사용되며， 그밖에 홀 

로그 래 피 저 장(Holographic storage)18), 상결 합(Phase conjugation) , 2차원 통 

신 19) 및 간섭기 CInterferometer )20) 등 광학분야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물질 

이다. 이런 BÏI2Ge020에 대한 물리적 성질을 요약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physical properties of BÏI2Ge020 crystal. ll ) 

Formula BÏI2Ge020 

Melting point 930 0C 

Symmetry Body centered cubic, 123 

Color Pale yellow 

Density 9.2 g/cm3(pycnometric) 

1ndex of refraction 2.55 

Dielectric constant 40(d.c.) 

Transparency 0.45μm • 7.5μm 

Piezoelectricity coupling constant: 30% 

Optical activity -44/mm(Na D light) 

Photo- conductivity visible light 

Electro- optic d.c. , 500m.c. 

2. Bi4Ge3012 단결정의 특성 

전기광학 결정 Bi4Ge3012는 우수한 scintillation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Bi4Ge3012 단결정은 유효 원자수와 밀도가 Na1, Cs1와 같은 종래의 신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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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터보다 비교적 높고， 흡수계수가 크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소형화가 가능 

하고 신틸레이터의 발광중심이 Bi 자신이므로 불순물을 도핑한 것 보다 균일 

성이 좋으며 조해성이 없어 고 에너지 물리 열량계의 감지기 등의 신틸레이터 

로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감마-분광기， X-ray 와 양전자 컴퓨터 토포그래피， 

전자기 열량측정기 (calorimetη) anti-Compron(광자와 전자의 탄성산란) 

protection system, 기타21) 여러 분야에서도 Bi4Ge3012 단결정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더구나 He 이온들을 이식할 때 저손실 waveguide를 형성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강)깅) Bi4Ge3012 결정의 물리적 성질을 Table 7에 요약하였다. 

3. Nd:Bi4Ge3012 단결 정 의 특성 . 

레이져 여기 source들로서 고출력 반도체 레이져 다이오드(Laser 

diode: LD)들을 사용한 레이져 개발은 고체레이져 기술에 혁명을 선도하 

고 있다. 레이져 다이오드에 의한 레이져 여기는 능률적이고 간결하고 

신뢰성이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안정한 고체 레이져 소자들을 개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Q- switching, mode locking, single 

frequency lasing과 frequency conversion과 같은 기술들은 이 런 높은 

다용도 레이져 소자들을 설명하고 있다24). LD에 의한 레이져 여기에 대 

한 초기의 많은 연구에서 고체 레이져들은 아직도 레이져 매체로서 가 

장 널리 연구되는 Nd:YAG에 집중되고 있었지만 LD에 의한 레이져 여 

기가 다른 gam 재료로 확산하려는 가능성 또한 널리 연구되고 있다. 

YAG 이외의 다른 레이져 여기는 YLF와 YV04와 같은 Nd 이온이 도 

핑된 모체들이 이러한 경향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25) LD에 의한 

레이져 여기를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Fig.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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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physica1 properties of Bi4Ge3012 crysta1.26l 

공간군 1 4 3d (Gerrnano-eulytite) 

결정계 입 방정 계 (Cubic) 

격자상수 10.518 A 

밀도 7.13 g/cm' 

융점 1050 oC 

열팽창계수 6.69 X 10-6 FC 

비열 0.3 J/gOC 

열전도율 1.8 W/moC 

탄성계수 

Cll 11.58 x 10 N/m' 
C12 2.70 x 10 N/m' 
C44 4.36 x 10 N/ m' 

벽개성 없음 

경도 5(Mohs) 

조해성 없음 

T。「 소 ~ 돋 Er 16 

굴절률 2.152 (480 nm) 

전기광학계수 0.95 X 10-10 c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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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igerator Optical 
coupler 

Nd:BGO rod 

Power meter 

..... 111 

Figure 12. Schematic diagram of laser diode array pumped Nd:BGO laser. 

Bi4Ge30dBGO) 결정은 레이져 응용을 위해 희토류를 도핑할 수 있다24 ) 

그러나 pumpmg source로서 재래식 flashlamp를 사용할 때 Bi4Ge3012 레이져 

모체로서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 

(i) 이온반경이 큰 Bi3+는 흡수계수가 크기 때문에 여기 광(pump light)은 

물질에서 통과할 수 거리가 짧다. 

(ii) 파장이 짧은 빛 (400nm 이하)이 여기되면 색중심이 발생한다?:7) 

그러나 최근 diode laser pumping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Bi4Ge3012 단결 

정은 다시 유망한 레이져 재료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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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Bi203-Ge02 계 상평형도 

Bi203-Ge02계 의 상평 형 도28)에 따르면 화학양론적 조성 을 갖는 

Bi12Ge020(sillenite) , Bi4Ge3012 (eulytite)와 Bi2Ge309 (benitoite)가 중간화합물 

로서 존재하며 (Fig. 13) Bi4Ge3012와 Bi12Ge020은 조화용융을 하므로 이 두 결 

정을 효크랄스키법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출발 산화물의 다형과 Bi3+ 이온의 높은 분극성 (polarizability) 때문에 

Ge02와 Bi203의 상호작용은 복잡한 반웅을 야기하므로 안정한 상 외에도 불 

안정한 상들이 BizOrGe02에서 형성된다. 불안정한 상에는 BizGe05 뿐만 아 

니라 30 및 10-20 mol% Ge02에서 생성되는 성분들이며 benitoite는 역시 불 

안정한 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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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hase diagram of Bi20 3-Ge0 2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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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12Ge02o 합성상 

평형 상태도에 의하면 Bi12Ge020 합성상은 1-32mol% Ge02 범위에서 안 

정하다. 30mol% Ge02의 화학조성을 갖는， 과냉각된 융액으로부터 노란 색의 

입방정 결정이 생성되는데 Abrahams 둥29)에 의해 이 상이 Bi12Ge020임이 

XRD로서 확인되었다. 성장속도를 낮추면 육안으로 완전한 결정들을 성장시 

킬 수 있고 성장속도를 높이면 성장조선(growth striations) 이 형성된다. 성장 

된 결정들의 옆면들은 완전히 평평하지만 수지상 비틀림 (dendritic 

distortions)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강력하게 facet하려는 경향 

을 암시하는 것이다. 

20mol% Ge02에서의 융액은 점성이 훨씬 커지며 또한 광학적 투명도는 

근적외선 영역 (near-infrared region)에서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되어 현저하게 개선된다. 그러므로 20mol%와 10mol% Ge02에 대한 관찰 

은 질소분위기에서 실시해야한다. 20mol%와 30mol% Ge02를 함유한 융액으 

로부터 석출된 BÌI2Ge020 상의 결정형태는 서로 유사하다. 즉 facet가 잘 발달 

된 입방체로서 단지 한 개의 핵만이 형성되므로 융액으로부터 한 개의 결정만 

이 성장된다 성장포(growth cell)의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입방정 단결정은 서 

서히 융해되면서 거의 완전한 구의 형태로 매우 빠르게 변형되고 가능한 크고 

매 우 느 리 게 “ in situ sphere growth"가 일 어 난다(Fig. 14)3이. 원 리 상 

Bi12Ge020의 결정구조로 정출될 때 각 F-face는 구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고 

이 들 F-faces의 ‘morphological importance' (MI)는 그들의 상대 적 인 폭으로 

부터 알 수 있다. 

10mol% Ge02에서 Bi12Ge020은 불투명 융액으로부터 역시 입방체형태로 

성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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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or {112} 

{110} 

Figure 14. Crystal morphology of BÌlzGeOzo schematic draw of in site 
sphere growth. 

2. Bi4Ge 3012 합성 상 

Bi4Ge3012에 대한 화학양론적인 성분인 60mol% Ge02에서， 융액은 과냉 

각 현상이 현저한 경향을 보이며 대류가 일어나는 융액 내에서 BÏ4Ge301z 

성분은 결정변이 잘 발달된 결정으로 낮은 속도로 성장된다. 이러한 성분과 

온도 (1055 0C)에서 점도는 분명하게 낮아진다. 성장속도가 높을 경우 성장 

프론트는 cellular하게 되 지 만 facet는 남는다. 성 장이 정 지 된 상태 에 서 단 

결정을 저온과 고온 부분으로 나누어 온도를 조절해주변 차가운 쪽에서 성 

장되고 뜨거운 쪽에서 용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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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mol% GeOz에서 cellular growth는 보다 뚜렷하였다. 치아모양의 패턴 

을 가진 결정형태로부터 추정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성장 방향은 <111> 

이었고， 치아모양의 tips는 빠르게 성장된 { 1 1 "2} facets에 의해 둘러싸이고 

그리고 측면부는 비교적 느리게 성장된 {112} facets에 의해 형성된다31) 성장 

속도가 빠를 때， 정벽은 다공질(cellular)에서 수지상으로 변한다. 

70mol% Ge02에서 융액의 점도는 훨씬 높아졌고， 고화속도를 낮추면 

Bi4Ge3012는 비 교적 작은 tip sizes를 가진 cellular 형 결정 으로 성 장되 었다. 

현미경 하에서 Bi4Ge3012는 어두운 붉은 융액에서 밝은 무 색으로 보인다. 성 

장 중에 뚜렷한 "Schlieren" effect가 알려졌으며 특히 이 현상은 융해 중에서 

도 발생한다. Ge02는 성장하며 Bi4Ge3012는 융해되는 ‘분리 (rejected) ’ 융해현 

상은 flux의 점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따라서 매우 느리게 섞인다. 고속 성 

장 시 결정형태는 사면체형의 미세한 수지상("pine trees")으로 변하며， 일반 

적 으로 2차 및 3차 side branches가 발달된다. 

75mol% GeOz에서， Bi4Ge3012에서 발견되는 수지상형 성장 프론트는 성장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지상의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부터 앓은 것 ("pine 

trees")으로 변하며 핵생성은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많은 것처럼 보인다. 

75mol% GeOz 이하의 경우에서는 성장속도가 빠르므로 단지 몇 개의 핵만이 

성장되었지만， 현재의 화학조성에서는 융액 전역을 통해 미세하지만 다수의 

독립된 결정들이 온도의 갑작스런 감소 후에 발생하였다. 

경우에 따라 안정한 상과 함께 ‘원형 platelets'의 핵이 생성되며 성장이 계 

속된 후에는 안정한 수지상으로 변화한다. 급냉시킨 시료를 편광현미경으로 

조사하면 광학적으로 이방성인 앓은 판상체가 관찰된다. 융액의 성분은 화학 

양론적 인 Bi2Ge30g(공간군 P63/ m , 격 자상수 c=9.786A 및 a=7.006A)의 성 분 

과 같으며 Friedel- Bravais - Donnay- Harker 법칙에 따라 예상되는 것은 육방 

정계 결정으로서 C축을 따라 주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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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축은 C축과 평행하므로 광학적 둥방체이지만 예상된 결정형태 

와 광학적인 거동은 관찰된 것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platelets가 

BizGe30g 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준안정한 

Bi2Ge05 상 일 것 으로 추정 되 며 또한 Corsmit 둥28)에 의 하면 Bi2Ge309가 융 액 

으로부터 동시에 핵생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Ge02 혹은 Biz03가 풍부한 융액으로부터 화학양론적 Bi4Ge3012가 성장될 

때 결정형태는 서로 유사하지만 성장되는 동안 Biz03가 풍부한 융액이 

solidification front로부터 배제되며 점도는 더 낮아진다. 

50moi% 및 40mol% Ge02의 화학조성으로부터는 단결정은 성장되지 않고 

성장속도가 낮을 때 뚜렷한 cellular(facet된) growth가 생기며 성장속도가 빠 

를 때 coarse secondary branches를 갖는 수지상이 성장된다. 미세한 수지상 

은 여기서 관찰되지 않는다. 

40mol% Ge02에 서 는 안정 한 Bi4Ge3012와 준안정 한 Bi2Ge05가 동시 에 핵 

생성되지만 Nassau와 Chadwick32l가 보고한 바와 같이 유리상(glass)은 생성 

될 수 없다. 한편 eutectic point의 반대쪽인 30mol% Ge02에서는 Bi4Ge3012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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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장 공동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Bi12Ge02o 단결정 육성 연구 

1. 자동직경 조절방식 

가. 자동직경 조절방식의 개요 

최근， 효크랄스키법(용융인상법)에 의해 단결정 육성에서 무게센서와 컴 

퓨터에 의해 직경을 자동 제어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영)영)35)36)37) • 자동직경 

조절방식은 일관성， 재현성이 보장되며， 구조적으로 우위의 품질과 보다 균일 

한 불순물 분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결정의 

무게를 직접 측정쩌-37)하는 방법 중， 당 연구팀에서 개발한 주파수 무게센서 

(frequency weighing sensor ) 37)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장치의 장점은 무접촉 

방식이므로， 회전부분에서 발생되는 노이즈의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분해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또한 주파수를 감지하므로 ADC를 사용하지 않고 고온 및 

고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므로 GaAs 등과 같은 반도체 재료의 성장에도 

적합하여 많은 응용이 기대된다. 

당 연구팀에서 개발된 직경자동 조절장치는 ‘무게센서’와 무게센서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관리， 제어하는 ‘PCB(personal computer board) 및 프로그램 

으로 대분할 수 있고 이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면 Fig.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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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chematic diagram of auto- diameter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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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게 센서 의 보정 ( Calibration) 

자동직경 조절방식 중， 주파수 무게센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무게센서 개 

발과 단결정성장(I)’꺼)에서 자세하게 논의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할 때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무게센서 

는 상대적인 무게를 측정하는 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무게값이 변화되므 

로 무게값을 자주 초기화하여 전달되는 신호와 이에 해당하는 무게값을 적절 

히 보정해야 한다. 주파수 무게센서의 보정은 무게센서에 종자결정 지지대와 

종자결정을 모두 매달고 여러 개의 표준분동을 차례로 매달아 그 무게에 따라 

발진한 주파수를 수십 회 측정한 평균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주파수 무게센서 

는 무게센서에 매달린 초기무게 (Wo)가 2Kg 정도이어야 정확도 및 효율성이 

증가된다. 실제무게와 이에 상응하는 주파수 값에 의해 아래 식으로 보정된 

상수 및 변수들을 구할 수 있으며 Table 8에 그 예를 나타내었다 : 

W f2(k 1 + k 2f 21Q -9) + W。

W: real weight(g) , Wo: initial weight (g) , 

f: measured average frequency( l!s) , 

kl & kz: constants varying with gas pressure 

and string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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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measured frequency in weight and the constants 
calibrated in this study. 

Weight(g) Frequency 

0 510.90 

5 511.40 

10 511.88 

20 512.88 

50 515.89 

100 520.84 

200 530.69 

Constant Value 

kl 1.15419573876656 x 1O-~ 

k2 - 3.38455837542780 

Wo - 2.78199000031632 x 1O~ 

다 자동직경조절 방식의 무게 계산 및 제어방식 

단결정 육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목표직경， 도가니 직경， 결정 

밀도， 융액밀도 및 인상속도 등은 사전에 입력이 가능한 상수들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자료로써， 무게센서에서 감지하는 총무게， 성장된 결정 

무게， 성장된 결정의 직경 및 길이， 성장속도， 무게증가분(g/min) ， dispersion 

및 제어전압(DC)값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성장과정에서 PID를 추가로 조절할 

수 있다. 이 때 결정직경， 무게증가분 및 온도조절기에 아날로그 신호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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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제어전압값 등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결정성장속도는 아래 식으로 계산된다. 

V c V+V m 

V~ _4M 
m π. D2 • Pm 

윗 식에서 Vc는 실제 결정성장속도， V는 인상속도 Vm은 결정이 성장됨에 

따라 융액의 높이가 감소하는 속도이다. 여기서 D는 도가니의 직경 (mm) ， 

M은 무게증가분(g/sec)， P m은 융액밀도(g/cm3) 이다. 

매초마다 구해지는 결정의 직경과 목적 직경과의 차이에 의해 제어전압 

(DC 0-10V)이 결정된다. 이 제어전압은 컴퓨터 보드의 DAC(12비트) 포트를 

통하여 온도조절기의 원격 아날로그 입력(Remote Analogue Input) 포트로 전 

달된다. 전달된 제어전압은 Eurotherm 904P 온도조절기의 기능 중， 원격제어 

기능인 아날로그 교신 (Analogue Communication) 방식에 의해 온도조절기를 

제어한다. 

2. 단결정 육성 방법 

온도조절용 열전대( thermo-couple)는 로 벽의 중심부에 장착하였고， 융액 

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열전대를 도가니 밑에 추가 설치하였 

다. 

많은 종류의 단결정은 효크랄스키법에 의해 육성되고 있다. 그러나 효크 

랄스키법에 의해 육성 가능한 결정의 조건은 첫째， 조화용융체일 것 둘째， 용 

융온도에서부터 상온까지 상변태 등이 없을 것， 셋째， 도가니와 반응을 하지 

말 것 등이 있다.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화합물인 BGO 단결정을 Table 9와 

같은 공정을 통해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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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xperimental process of Czochralski crystal growth system. 

Raw material preparation 

Mixing 

Calcining 

Forming 

Charging 

Melting, Soaking 

Dipping 

Necking 

Shouldering 

Body growing 

Separation 

Cooling 

1 
l 
4 

-h 
u 

Biz03 GeOz를 화학양론비 

혹은 첨가하여 평량 

Ball mil에서 4시간 정도 혼합 

성형된 시료를 600.C 에서 하소 

혼합된 시료를 CIP 방법으로 성형 

도가니 에 70-80% 정 도 충진 

원료를 용융하고 용융온도에서 
30분 정도 유지 

융액과 종자 결정을 접촉한 후 

10분간 주시 

종자결정의 결함을 감소시키는 
과정 

원하는 크기의 직경으로 결정을 성 
장하는 과정 

자동직경조절방식에 의한 성장과정 

성장된 결정과 융액과의 분리 

서냉하여 균열이 없는 단결정을 
얻는 단계 



가. 출발원료의 제조 및 도가니에 충진 

Bi203(4N, CERAK CO.)과 Ge02(4N, CERAK CO.)를 6:1 또는 화학양론 

적 조성보다 Bi203를 0.1 - 1.0 mol%를 첨가하여 볼밀(Ball miU)에서 5-6시 

간 혼합한 뒤 600 0C 에서 하소하여 출발원료를 제조하였다. 

하소된 출발원료를 냉간정수압성형 (Cool Isostatic Pressing, CIP)하여 성 

형체를 제조한다. 육성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하기 위해， 즉 융액이 항상 도가 

니의 80-90%가 되도록 충진하였고 이때 사용된 백금도가니의 크기는 내경 

50mm X 높이 57mm X 두께 2mm이 었다. 

나. 용융 및 dipping, necking , shouldering 

산소분위기 하에서 1000 0C 까지 100 0C/hr의 속도로 비교적 빠르게 가열하 

였고， 그 후부터 초기물질의 용융점 (1060 0C) 까지 1Q-20 0C/hr로 승온하였다. 

물질이 완전히 용융되면 성장로 전체 시스템이 평형에 이르도록 2- 3 시간 유 

지시킨 후， 종자결정을 회전시키면서， 융액과 접촉시켰다. 30- 60 분 동안 융액 

과 종자결정의 분리여부 및 직경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직경이 종자결정과 비 

슷하게 되 었을 때， 인상속도 2mm/hr, 회 전속도 18-30rpm로 2-3시 간 동안 

neck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후， 1 -5 0C/hr로 서냉하여 성장되는 결정의 

shoulder 부분과 성 장축과의 각도(shouldering angle)가 약 400 7} 되 도록 조절 

한 후 bodying 공정을 실시하였다. 

다. bodying 및 separating 

일반적으로 shouldering 단계까지는 직경 및 무게증가량 자료를 토대로 

수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며， 목표직경에 도달되면 자동으로 직경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컴퓨터에 의한 온도제어 초기 단계에서， 직경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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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은 직경을 감소시키기 위해 

온도를 계속 상승시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직경이 감소하며 감소된 직경을 증 

가시 키 기 위 해 다시 온도가 감소하는 등 심 한 옹도변화는(Fig. 16-CD) 단결정 

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직경제어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이러 

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온도조절을 정밀하게 하고 성장프로그램의 PID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결정이 계속 성장되면 성장된 결정의 무게만큼 융액의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 온도차에 의한 자연대류가 점차 감소하고， 회전에 의한 강제대류가 상 

대적으로‘ 증가되어 고액계면의 모양이 변하므로(Fig. 16-(2)) 계속적으로 안 

정한 단결정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융액이 깊이에 따라 회전속도를 변화시 

켜야 했다. 

성장된 단결정의 계면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해， 성장된 결정을 빠른 속 

도로 lOmm 정도 인상하여 융액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성장된 단결정의 균 

열을 방지하기 위해 48시간 동안 5 단계로 서서히 냉각하였다. 

라 종자 단결정의 성장 

우선 종자결정을 육성하기 위해 육안으로 직경을 관찰하고 온도조절기를 

제어하는 수동제어방식에 의해 백금 봉을 사용하여 종자결정을 육성하였다 

(Fig. 17). 육성된 결정 크기는 직경 20 x 길이 60 mm이었고， 결정 내에 많은 

내포물의 혼입에 의해 검고 불투명하였고， 직경이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하 

였다. 백금을 종자로 하여 성장된 결정을 직경 5 x 길이 25 mm로 절단.연마 

하여 종자결정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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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 example of signal pattem of cliameter recorded in computer 
: φ a plunge of cliameter, (2) unstable signals induced by abrupt 
change of interfac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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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hotograph of Bi12Ge02o crystal grown using Pt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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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12Ge02o 단결 정 성 장 

광학용 단결정을 성장할 때 출발물질의 조성， 성장속도， 온도구배 및 종자 

결정 회전속도 등을 최적조건으로 조절하여 불순물， 결정결함 또는 침출물에 

기 인된 광산란을 야기 할 수 있는 광학적 흡수(Optical absorption)가 없도록 

해야 한다11; ) 특히 BÚ2Ge020 단결정은 육성 시 휘발 등에 의한 화학양론적 조 

성으로부터의 이탈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자결정의 회전속도 변 

화와 온도구배에 의해 형성되는 대류현상은 결정의 계면모양， 결함밀도， 성장 

조선 (growth striations) 등에 크게 영 향을 미 친다3XlJ9) 주로 본 연구는 

BilzGe020 단결정 육성 시， 이 들에 대한 영향 및 효과에 대해 토의하였다. 

가. Bi203 조성 이 BilzGeOzo 단결 정 성 장에 미 치 는 영 향 

백금을 종자로 사용하여 화학양론적 조성으로 성장시킨 단결정 (Fig. 17) 

을 0.03 mm 두께의 박편으로 제작하여 X400 배율로 현미경 하에서 관찰한 

결과， BÚzGeOzo 매트릭스에 초미립질(0.01 mm 이하)의 ‘혼합체’가 전체적으로 

약 20-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우선 Biz03의 첨가량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회전 및 인상속도를 고정시키고， Bi20:i를 0.1 - 1 

mol% 침가시키면서， 단결정의 색깔변화를 비교， 관찰하였다. Biz03 0.1 

mol%(Fig. 18a), 0.2 mol%(Fig. 18b) 및 0.3 mol%(Fig. 18d 첨 가한 결 과，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불투명한 검은 색으로부터 투명한 연한 갈색 

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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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Photographs of the grown Bi12Ge02o crystals with different 
complementary Bi203 contents, a) O.lmol% Bi203, b) O.2mol% 
Bi203, c) O.3mol% BÏ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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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203 0.2 mol%를 추가하고 백금종자 및 종자결정을 사용하여 육성하였 

다. X20 배율의 실체 현미경 하에서 관찰한 결과 전자의 경우는 ‘혼합체’의 

양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Fig. 19a) 후자의 경우는 붉은 색 엽상구조의 내포 

물들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됨으로써 일정한 결정 구조적 영향하에서 형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Fig. 19b). TEM 분석결과 이들 내포물에는 2차상인 

Bi4Ge3012 결정 이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6) 그러 나 화학양론적 조성 

혹은 Bi203 0.2 mol%으로 성장시킨 단결정의 XRD 분석결과 Bi4Ge3012의 존 

재는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Bi4Ge3012의 vol %는 3% 미만으로 판단되었다. 

Bi203를 0.3mol%를 추가하여 결정을 성장시켰을 때 제2차상인 Bi4Ge3012 

는 거의 정출되지 않았으며 내포물의 형상은 침상， 수지상 혹은 밴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Fig. 20). Bi4Ge3012의 생성원인은 Bi203가 휘발됨에 따라 

BÌl2Ge020 융액은 화학양론적 조성에서 벗어나고 조성적 과냉현상 

Cconstitutional supercooling) 에 의 해 , 이 성 분 계 공융 점 (binary eutectic point) 

에 서 순간적 으로 Bi4Ge3012와 Bi12Ge020가 동시 에 형 성 되 며 따라서 두 개 의 

상이 내포물로서 결정화된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성장된 BÌl2Ge020 단결 

정의 색깔과 투명도는 Bi4Ge3012의 정출양과 비례하여 증감하며， 동시에 이들 

함량은 결정결함 또는 침출물에 기인된 광학적 흡수와 광산란을 야기할 수 있 

다.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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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hotographs of the grown Bh2Ge02o crystal. 0.2 
mol% Bi203 was added for the compensation a) seed 
crystal, b) Pt seed used for the cryst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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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Photographs of inclusions in Bi12Ge02o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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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Ï203를 0.4 mol% 이상 첨가하였을 때에는 Bi203를 0.3 mol% 추 

가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Bi12Ge020 단결정의 색깔 투명도 및 내포물의 양 등 

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1 mol%을 첨가하였을 때에는 결정화 자체가 일 

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Bi12Ge020 단결정을 육성할 때 0.3mol% Bi203를 추가 

한 경우가 가장 적당한 화학조성이었다. 

나 단결정 성장에 회전속도가 미치는 영향 

용융인상법의 경우， 온도구배에 의한 융액의 밀도 차에 의해 야기되는 자 

연대류는 도가니의 벽을 따라 상승하여 고액계면에서 하강하는 흐름을 나타 

낸다. 자연대류의 크기는 Grashof 수에 의해 표현되며， 자연대류가 우세 시， 

고액계면 모양은 볼록하게 된다. 결정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강제대류는 융액 

표면의 중심에서 도가니의 벽면을 향해 흐르고 도가니 중심부에서는 융액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그 크기는 Reynolds 수로 표시된다쟁 융액내의 유 

체역학적 대류는 고액계면의 모양과 성장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연대 

류와 강제대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수한 결정을 육성할 수 있다. 

육성된 단결정의 계변을 관찰하기 위해 화학양론적 조성에서 BÚ03를 

0.3mol%를 첨 가하고， 인상속도는 2mnνhr로 고정 하고， 회 전속도를 18- 30rpm 

까지 변화시켰다. 회전속도가 30rpm일 때， 오목한 계면이 형성되었으므로 강 

제대류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면장력의 약화로 인한 계면의 불 

안정을 야기하여 융액으로부터 결정이 분리되어 결정의 성장이 스스로 중단 

되었다(Fig. 21). 오목한 계면을 갖는 경우， 균열(crack) 등의 발생이 우려되나 

재) 본 실험에서는 균열은 보이지 않았다. 회전속도가 18rpm일 때， 볼록한 계 

면이 나타나(Fig. 22) 자연대류가 우세함을 지시한다. 이때에는 결정의 중심부 

에 core가 발달되 며 bubble, 내포물 등의 결함이 많이 포함되 었다. 회 전속도를 

23-2lrpm으로 변화시키면서 육성한 결과 약간 볼록한 계변을 보이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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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연대류와 강제대류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결정을 육성할 수 

있는 조건임을 확인하였다(Fig. 23). 

Fig. 23과 24는 각각 Bi20:，를 화학양론적 조성보다 0.3 mol% 첨가하고 인 

상속도 2mm/hr, 회전속도 23rpm에서 21 rpm으로 변화시키면서 육성한 단결 

정의 사진과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자동직경조절방식으로 전환 후에 직경이 적절히 제어되어 무게 

증가분(growth rate) 의 변화 폭이 적으며 또한 육성된 단결정의 직경이 일정 

함을 보여주고 있다. 

폴講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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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hotograph of grown Bi12Ge02o crystal (O.3mol% Biz03 
added; rotation rate: 30rpm; growth rate : 2m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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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Photograph of grown Bi12Ge02o crystal (O.3mol% 
Bi20 3 added; rotation rate: 18rpm; growth rate 2mnν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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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hotograph of the grown Bi12Ge02o crystal (O.3mol% 

Bb03 added; rotation rate: 23 to 21rpm; growth rate 

2m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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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Patterns of the signals recorded in computer during 
BÌl2Ge020 crystal growth process (O.3mol% Bi203 added; 
rotation rate: 23 to 21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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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성된 단결정의 성장축과 품질평가 

(1) 결함밀도 측정 

단결정의 품질을 좌우하는 격자결함을 관찰하기 위해， 단결정을 약 5mm 

정도의 두께로 성장축에 수직하게 절단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편 

을 1000, 2000, 3000, 6000mesh 등의 연마제를 사용하여 유리판 위에서 연마 

한 다음 0.3μm 알루미나를 사용하여 연마포 위에서 최종 경면연마하여 준비하 

였다. Echant 용액은 19% HCl 용액을 사용하였다. 연마하여 준비된 시편을 

상온에서 약 2분 동안 용액 내에서 유지하여 etching을 실시하였다. Etching 

된 단결정을 Leitz사 Laborlux 간섭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내부(Fig. 25a) 보다는 외부의 경우(Fig. 25b)가 격자결함이 많이 있었으 

며 격자결함밀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수 103개/cm2이었고， 이 값은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BilzGeOzo 광학결정 품질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육성된 단결정의 동정 및 성장축 측정 

육성된 단결정의 개략적인 성장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성장축에 수직하게 

절단한 면과 합성된 출발물질에 대해 XRD분석 (Fig. 26)을 하였다. 단결정과 

출발물질을 비교한 결과， 단결정에서 (220) , (330) 회절변만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단결정은 <110>방향으로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장된 단결정을 성장축에 수직하게 절단하여 한쪽 면을 etching한 

시험 시편과 동일하게 제작한 다음， 연마한 면을 아세톤에 용해되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유리판에 접착시키고 접착된 시편을 같은 방법으로 연마하면서 두 

께 3μm 정도인 연마편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연마편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mm의 Cu 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에폭시로 접착시키고 링을 접착 

시킨 연마편을 드릴로 절단한 다음 아세톤으로 접착제를 제거하여 연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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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로부터 제거하였다. 유리로부터 제거된 이 연마편을 ion beam을 주사하 

여 hole을 만들어 흑연을 코팅한 TEM 시편을 제작하여 성장된 단결정에 대 

한 TEM 관찰을 한 결과는 Fig. 27과 같다. 공간군이 123인 BÎ!2Ge020 단결정 

에서 저기수면 (110) 면상에서 ( 200) , (011), (211)의 회절반점이 나타났다. 

이로써 이는 <110> 방향으로 육성된 단결정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XRD 

에 의해 측정된 <110> 방향으로 성장된 방향과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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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Etch figures of Bi12Ge02o crystal reacted in 19% HCl solution 
at room temperature a) Inside Bi1:2Ge02o crystal, b) Outside 
Bi12Ge020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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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TEM image for Bi12Ge02o single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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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Bi4Ge3012 및 Nd:Bi4Ge3012 단결정 육성 연구 

l. 단결정 육성을 위한 준비 및 조건 

Bi4Ge3012의 경우， 육성장치 및 방법은 Bh2Ge02o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며 

용융온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전기효율이 높고 정밀하게 온도 조절이 가능 

한 저항발열식 로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Kanthal 선을 사용하여 보았으나 

용량의 부족으로 본 연구팀이 자체 설계 제작한 Superkanthal 로를 사용하였 

다. Superkanthal 로는 6개 의 U자형 Superkanthal을 방사형 으로 배 치 하여 제 

작하였고 최대 1700 0C까지 가열이 가능하다. 온도조절용 열전대는 도가니 중 

간에 그리고 융액의 실제온도를 알기 위해 도가니 밑바닥에 열전대를 하나 더 

설치하였다(Fig. 28). 

백금 도가니의 크기는 내경 40mm, 높이 50mm, 두께 2mm이었으며， 출 

발원료로 Bi203(4N, CERAK CO.) , Ge02(4N, CERAK CO.)와 Nd20 3(4N, 

CERAK CO.) 시약을 사용하였다. 순수한 Bi4Ge3012의 경우， 2:3 또는 화학 

양론적 조성보다 Bi203를 0.1 - 1 mol%를 첨가하였고 Nd를 도핑한 Bi4Ge3012의 

경 우， Bi4 xNdxGe30dx = 0.1 - 1. 2)로 하여 , 볼 밀 에 서 5-6시 간 혼합한 뒤 

600 0C 에서 하소하여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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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Configuration of furnace used this work. 

-70 -



2. Bi4Ge3012 단결 정 육성 

효크랄스키법에서 온도구배와 종자결정의 회전수는 중요한 육성조건으로， 

온도구배는 자연대류에， 그리고 종자결정의 회전수는 강제대류에 영향을 미친 

다. 즉 임의의 임계회전속도 보다 종자결정의 회전속도가 작으면 자연대류의 

영향이 크며 볼록한 계면을， 그리고 종자결정의 회전속도가 크면 강제대류의 

영향이 크며 오목한 계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대류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 

구는 평평한 계면을 갖는 임계회전속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조건에서 좋은 

결정을 육성할 수 있다. 

가. 로의 설계 및 온도구배 측정 

우선 본 연구팀이 자체 설계한 로(Fig. 28)가 Bi4Ge3012 단결정을 육성하 

기 위한 최적 열적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로에서 baffle 및 afterheater 1, II, III 

의 열적구조를 변화시켰다. 즉 cerarruc의 종류를 변화시키고 cerælllc을 제거 

에 의해 변화되는 온도구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29는 열적구조를 변화 

시키면서 측정한 온도이고， Fig. 30은 거리에 따른 수직적 온도구배를 도시화 

한 것 이 다. Fig. 30의 1번 조건은 로의 보온을 많이 하였다. 즉， 1과 II의 

afterheater를 이중구조로 한 열적구조로 수직적 온도구배를 측정한 결과， 약 

20 0C/cm 정도이었다. 이 때에는 옹도구배가 결정화를 일으키기에 불충분하여 

결정육성에 실패하였다. 2번 조건은 afterheater 1를 다공체 부분을 제거하여 

열적구조를 변화시켰다. 온도구배가 융액근처에서는 평균적으로 60 0C 정도이 

지만 경사가 급하였다.3번 조건은 afterheater 1. II를 다공체 부분을 제거하여 

열적구조를 변화시켰다. 이 때 온도구배가 융액근처에서 약 50 0C 이며 경사가 

완만하였다. 

Fig. 30의 2번 조건에서 즉， 열적구조는 변화시키지 않고 도가니 내에 융 

1 
l 
A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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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의 높이 만을 10, 20, 30 mrn로 변화시 키 면서 온도를 측정 하고(Fig. 31) 이 를 

거리에 따른 수직적 온도구배로 나타내었다(Fig. 32). 융액의 높이가 30에서 

10으로 낮아질수록 온도구배는 작아졌다. 이는 융액의 높이가 낮아지면 도가 

니 벽 이 노출되 고， 이 노출된 도가니 벽 이 afterheater로 작용하게 되 어 온도 

구배가 작아지게 된다. 즉 융액의 높이가 감소하게 되면 온도구배가 작아져 

서 자연대류가 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평한 계면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대류 

가 감소함에 따라 강제대류를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종자결정의 회전속도 

를 감소하여야 한다. 

나. Bi4Ge3012 단결정 육성에 온도구배 및 종자결정의 회전수가 미 

치는 영향 

인상속도는 2mm까lr로 고정하고 온도구배 조건별로 종자결정의 회전속도 

에 따라 계면의 변화를 육성된 결정으로부터 관찰하였다. Fig. 33은 Fig. 30 

의 2번 조건에서 회전속도를 15 rpm으로 하여 육성된 단결정들이다. 회전속 

도가 너무 적어 강제대류가 약한 반면， 자연대류가 강해서 매우 볼록한 계변 

을 형성하고 있다. Fig. 34 중， B-14에서 17까지는 2번 조건으로 육성한 단결 

정으로， 회전속도를 30 rpm으로 증가시켜 비교적 평평한 계면의 단결정을 육 

성하였고， B-18부터 22까지는 3번 조건에서 육성한 단결정들이다. B-18의 경 

우 23rpm에서 약간 볼록한 계면을 얻었으나， 28 rpm~ 경우， 평평한 계변의 

단결정이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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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The change of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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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3 

Figure 33. Photograph of the Bi4Ge3012 crystals grown with 15 rpm and 
vertical thermal gradient 60 oC(in condition Of Fig. 30- (2) ). 

b- 22 b-20 b- 18 b-17 b- 16 b- 15 b- 14 

Figure 34. Photograph of the Bi4Ge3012 crystals grown with different 
rotation rates and vertical thermal gradient 60 0C (in condition of 
Fig. 30- (2)) or 50 0C (in condition of Fig.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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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의 2번 조건에서 성장된 단결정을 성장축에 평행하게 절단한 후， 

경면연마하여 단결정 내에 분포한 내포물을 관찰하였다(Fig. 35). B-8은 30 

rpm의 일정한 회전속도로 육성된 단결정이다. Shouldering 부분에서는 자연 

대류가 강하여 매우 볼록한 계면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성장이 진행됨에 따 

라 점차 계면이 평평하였다. B-9는 40 rpm으로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하여 육 

성된 단결정으로 shouldering 부분에서 약간 볼록한 계면을 나타내고 있다. 

B-lO은 회 전 속도를 40- 30 rpm 까지 변 화시 키 면 서 성 장시 켰 다. Shouldering 

부분에 많은 내포물이 있으며， 이는 shouldering 각도가 너무 크므로 강제대 

류가 갑작스럽게 커져서 많은 내포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B-19의 경우 

수직적 온도구배를 50 0C 정도로 조절한 후， 회전속도를 30 • 23 rpm으로 변화 

시키면서 육성한 단결정으로 내포물이 거의 없는 단결정을 얻었다. 

b- 19 b-ll b-l0 b-09 b-08 
} 

l .. , ’『 ’ ... ’ .• ' ..... c;.’‘ ’ ... ' .. "’ 1 

Figure 35. Photograph cut vertically the BúGe3012 crystals grown with 
different rot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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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i4Ge3012 단결 정 육성 에 Bi203 조성 이 미 치 는 영 향 

Bi203 조성을 - 1.0 -1.0mol%까지 변화시키면서 Bb03 조성이 Bi4Ge3012 

단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하였다(Fig. 36). B-22는 화학양론조성이고 

우측의 B- 20, B-18은 화학양론적 조성에서 각각 0.5, 1.0moV% Ge02를 더 첨 

가한 경우이고 좌측의 B-23과 B-24는 화학양론적 조성에서 각각 0.5, 

1.0moV% Bi203를 첨가한 Bi4Ge3012 단결정이다. Ge02를 더 첨가할 때는 거 

의 색의 변화가 없지만 Bi203를 더 첨가할 때에는 갈색 (brownish)으로 변화되 

었고 B-24의 경우 많은 내포물이 포함되어 있어 Bi203를 더 첨가하는 경우는 

좋은 결정을 육성할 수 없었다. 

8-24 8- 23 8-22 b- 20 b-1 8 

Figure 36. Photograph of the grown Bi4Ge3012 crystals with different 
composítí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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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양론적 조성이고 수직적 온도구배가 약 50 0C 에서 회전속도가 

30-23rpm이고 인상속도가 2mm가lr일 때， 직경이 23mm로 일정한 직경을 가 

지며 우수한 단결정 육성에 성공하였다(Fig. 37). Fig. 38은 이 단결정을 육성 

할 때 컴퓨터에서 얻은 자료를 도시한 것이다. 점선은 온도조절용 온도， 두꺼 

운 점선은 도가니 밑바닥 부분 즉 실제 융액의 온도변화 두꺼운 실선은 제어 

전압의 변화， 그리고 실선은 직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 직경변화는 ::t 2mm 

정도로 정밀한 직경제어에 따라 일정한 직경을 갖는 단결정이 육성되었다. 

Figure 37. Photograph of the grown Bi4Ge3012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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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Pattern of the signals recorded in computer during Bi4Ge3012 
crystal growth process. 
* R necking, SH shouldering, B bodying, SP separating. 

- 81-



라. BÏ4Ge3012 단결정의 성장방향 및 품질평가 

육성된 결정을 분쇄하여 X선 회절법에 의해 BμGe써12 결정이 육성되었음 

올 확인하였다(Fig; 39). 앞서 Bh2GeOæ 결정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된 TEM 

BμGe3Û12 결정시료에 대해 성장방향올 측정한 결파， 저기수면 (101) , (011) 및 

<110> 임올 확인하였다(Fig. (I lO)의 전자 회절 반점으로부터 성장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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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XRD pattern of BÏ4GeJ012 crys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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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 Photograph of TEM image for Bi4Ge3012 single crystal. 

경면연마한 수직하게 절단하여 성장축에 육성된 단결정을 연구에서 본 

방법은 자세한 41). 에칭하였다(Fig. 수용액으로 HCl 19% 상온에서 후， 

- X l(Jl/cm2로 광학용으 Bi12Ge020에서 설명되어 있다. 결함밀도 측정결과， 

로 사용 가능한 단결정임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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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l. Etch figure of Bi4Ge3012 crystal reacted in 19% HCl solution 
at room temperature. 

1. Nd:Bi4Ge3012 단결정 육성 연구 

가. Nd:l‘의 유효분포계수 

Kaminski 등411은 Be+ 이온들의 결정화학적인 형태가 3가의 희토류 이온들 

중에서 비교적 이온반경이 큰 Ndl + 이온 등이 이온반경이 작은 Di l ’ - Yhμ 

이온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Ndl+를 

도핑한 Bi4Ge3012 결정이 Hd+, Er1+ 및 Tm:J+를 도핑한 결정들 보다 더 쉽게 성 

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aminski 등241은 Fig. 42와 같이 이 값이 약 0.95로 농도와 무관하다 

고 보고하였다. Nd:J+가 Brl ‘ 이온을 치환할 때 Nd~+ ( l.04A)의 이온반경은 

BP+(o.96A) 보다 약간 더 크다. 즉 이들 이온반경의 비가 7.7% 이내이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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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보상이 펼요 없어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Nd:Bi4Ge3012 결정에서 Nd3+의 유효분포계수 keff는 Nd 농도의 함수이며 

다음과 같다. 

k eff X crystad X melt , 

여기서 X는 농도를 말하며 Bi4←xNdxGe3012에 의해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 

0.1 mol% Nd를 도핑하여 성장한 후， 성장된 결정과 성장하고 남은 융액 부 

분을 ICP 분석한 결과， keff는 0.93 정도로， Kaminski 둥24)의 결과와 잘 일치 

하였다. 

Figure 42. Effective distribution coefficient keff of Nd3+ ions in a Bi4Ge3012 
crystal as a function of neodymium concentration, C, in the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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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d:Bi4Ge3012 단결정 육성 

Nd를 도핑한 Bi4Ge3012 단결정은 Bi4-xNdxG얻Odx = 0.01 -0.1 , 즉 0.25-

2.5at%)의 조성으로 성장시켰다. Fig. 43은 Nd를 0.25와 0.67at%으로 도핑하 

고 수직온도구배 5O .C!cm , 수평온도구배 41.C/cm, 인상속도가 2mm/hr, 회전 

속도가 40-30 rpm으로 육성한 단결정으로 많은 내포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0.67at%에서는 단결정의 모양이 비틀어져 있다. 

출발물질에 Fe, Ca, Cu, Mg , Al, Si 이온 둥과 같은 불순물들은 성장공정 

시 조성적 과냉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결정 내에서는 열 

은 노란 색의 성장조선으로 구성된 결함이 존재한다. 이런 결함들은 성장공정 

에서의 온도구배를 조절하고 또한 Bi203 출발 물질내의 불순물을 감소시킴으 

로써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과냉각 층들에 의한 포유물의 형성과 백금 포유물 

의 형성 기구와는 차이가 있다. 로의 옹도를 갑자기 냉각되면， 어두운 색의 층 

의 고액계변에 발생되어 백금들이 결정 내에 혼입된다. 이들 백금 미결정들은 

용기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고온에서의 Bi4Ge3012의 침식 및 대류활동 때문이 

다. 백금 미결정들은 광산란체로써 작용한다. 어두운 색깔의 층은 백금 포유 

물이 원인으로 이는 온도구배를 증가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Nd 도핑을 실시하면， 포유물과 성장조선 등과 같은 다양한 결함들이 결정 

내에 생성된다. 그러나 수직온도구배 약 100.C!cm 수평옹도구배 약 80.C!cm 

인상속도가 1-0.8mm가π， 회전속도가 30-35 rpm를 조절하여 고품질의 광학 

품질을 가진 Nd를 도핑한 Bi4Ge3012 결정들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크기는 직 

경이 20mm이고 길이가 40-50mm이었다(Fig. 44). Nd 농도 0.67과 1.25at% 

Nd 농도에서 인상속도는 1mm/hr, 2.5at% Nd 농도에서는 O.8mm가π이었다. 

Nd 농도가 높아질수록 고품질을 얻기 위해 인상속도를 늦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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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Photograph of the Nd- doped Bi4Ge3012 crystals grown with 
Ndl + ion concentrations; a) O.25at%, b) O.67at%, respectively 
(vertical thermal gradient -50 oC!cm; growth rate 2mrrνhr l. 

Figure 44. Photograph of the Nd- doped Bi4Ge3012 crystals grown with 
Ndl ‘ ion concentrations; a) pure, b) O.67at%, c) 1.25at%, d) 
2.5at% respectively (vertical thermal gradient -100 oC!cm; 
growth rate 1 - O.8mm까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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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d-doped Bi4Ge3012 단결 정 의 평 가 

상온에서의 Nd:BGO 흡수스펙트럼은 Fig. 44와 같다. 둘다 4nm의 너비를 

있다. 흡 흡수들은 다이오드-여기 레이져와 호환성이 갖는 803과 810nm에 서 

Nd- doped 이는 6cm- I 이다. wavelength에 서 pumpmg 810nm의 /-- -...11 /-‘ '
T /iITτr 

사용이 diode-pumped 레 이 져 로서 YAG 단결정과 같은 흡수대를 보임으로서 

있었다 확인할 수 가능함을 

ω
 니
 섭
성
 (
끽
 

g 
j、

830 820 810 

Wavelength (nm) 

800 790 780 

Figure 44. Room- temperature absorption spectrum for a Nd-doped 
Bi4Ge3012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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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론 

본 실험에서는 효크랄스키법에 의해 광학용 BGO 단결정을 육성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Bi12Ge02o 단결정 육성 

1) 최적 성장조건 

- 인상속도 : 2 mrn/hr 

- 회 전속도 : 23-21 rpm 

도가니 직경/성장된 단결정의 직경 < 0.5 

2) Bi203의 휘 발보상 : 0.3 mol% 

3) 단결정에 대한 XRD분석 결과 우선 성장방향은 <110>이었다. 

4) 결함밀도를 측정한 결과 -103개/cm2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BilzGe020 광학결정 품질에 속하였다. 

5) 암갈색을 띠는 원인은 조성적 과냉현상에 의해 형성된 내포물에 의 

한 것이며 ， 내포물의 형상은 침상， 수지상 혹은 밴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 Bi4Ge3012 단결정 육성 

1) 평평한 계면을 갖는 조건은 

- 수직온도구배 60 0C/cm, 수평온도구배 43 0C/cm : 

종자결정 의 회 전속도가 40-30rpm이 고 

- 수직온도구배 50 0C/cm , 수평온도구배 41 0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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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결정 의 회 전속도는 30-23rpm이 었다. 

2) 우수한 품질의 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조건은 

- 수직 온도구배 : 50 oC!cm , 

- 수평 온도구배 : 41 0C!cm , 

- 인상속도 2rnrrνhr， 

종자결정의 회전속도 : 30 - 23rpm 까지 변화 

- 도가니 직경과 성장된 결정의 직경의 비 < 0.5이하일 때 

좋은 결정을 얻었다. 

3) 화학양론 조성보다 더 많은 Bi203를 첨가하면 색이 갈색을 띠고 많은 

내포물이 함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육성된 결정의 성장축은 <110> 방향이었다. 

3. Nd:Bi4Ge3012 단결정 육성 

1) 고도의 광학품질을 가진 Nd를 도핑한 Bi4Ge3012 결정 육성조건 

수직온도구배 : 약 100 oC!cm , 

- 수평 온도구배 : 약 80 0C!cm , 

- 인상속도 : 0.8rnrrνhr， 

종자결정의 회전속도 : 34rpm, 

- 분위기 : 02 분위기， 

Nd 농도 2.5at%. 

2) 성장된 결정의 크기는 직경이 20mm이고 길이가 50mm이었다. 

3) Nd:BGO의 실온 흡수스펙트럼은 803과 810nm에서 흡수대가 관찰되고 

있다. Nd-doped YAG 단결정과 같은 흡수대를 보임으로서 diode- pumped 레 

이져로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90-



저18장 공동연구개발 모
 
「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절 1차년도 연구사업 

l. 1차년도 사업목표 

2. 표 - Bi4Ge3012(BGO-1) 대 형 의 고순도 탄결 정 육성 법 개 발 ---, 

- 출발물질 합성법 개발 

주요연구내용 - Bi4Ge3012 단결정(직경 20mm) 육성실험 및 공동실험 

- Bi4Ge3012 성 장 최 적 조건 확립 

2. 1차년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핵심기술 개발목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 효크랄λ키법에 - Bi4Ge3012 대 형 의 - 가시적인 크기로 - 육성된 단결정의 

의 한 Bi4Ge3012 고순도 단결정 결정을 육성시킨 직경 및 투명도 

단결정 육성법 육성법 개발 단결정의 결정의 - 연구평가 결과 

개발 크기 및 성능 

- 품질평가법 개발 - 광학적。로 

균질하며 연한 

갈색의 고품질 

단결정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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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년도 개발 목표의 개발 달성도 및 기여도 

가. Bi4Ge3012 단결정 성장 및 응용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수집하고 육성 

용 도가니 구입 등의 실험 준비 및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나. Bi4Ge3012 출발물질을 Biz03 GeOz 시약을 2 : 3의 비로 혼합 및 하소 

등의 공정을 통하여 합성을 하였으며 XRD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다. Bi4Ge301z의 용융온도， 융액과 종자결정의 dipping온도를 측정하고 Pt 종 

자로부터 <110> 방향의 종자결정을 육성에 성공하였다. 

라 . <110> 방향으로 육성된 종자결정으로부터 대형의 고순도 단결정 성장 

에 성공하여 Bi4Ge301z 단결정 육성 최적조건을 확립하였다. 

제 2절 2차년도 연구사업 

1. 2차년도 사업목표 

R. 표 - BilZGeOzo(BGO- II) 단결정 육성법 개발 및 응용연구 -, 

출발물질 합성법 개발 

소형의 BilzGeOzo 단결정(직경 15mm) 단결정 

육성실험 

주요연구내용 - Bi4Ge301z 단결정(직경 20mm) 육성실험 및 

공동실험 

- Bi4Ge301z 성장 최적조건확립 

- 단결정 특성평가 실험 및 실험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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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핵심기술 개발목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효크랄A키법에 - Bh2Ge020 단결 정 - 가시적인 크기로 - 육성된 단결정의 

의 한 Bi12Ge020 육성법 개발 및 결정을 육성시킨 직경 및 투명도 

단결정 육성법 응용연구 단결정의 결정의 - 육성된 단결정의 

개발 크기 및 성능 특성평가 

- 품질평가법 개발 - 광학적。로 

균질하며 연한 

갈색의 고품질 

단결정 육성 

3. 2차년도 개발 목표의 개발 달성도 및 기여도 

가. Bi203과 Ge02를 적 당한 몰 비 로 혼합(ball mill 사용)하고 용융온도 이 하 

에서 소결(800 0C ， 3hr) 조건을 확립하여 출발물질 합성하였다. 

나. 합성된 BÚ2Ge020 melting 온도 측정 및 dipping 조건 설정실험 ， Pt seed 

를 사용 한 seed crystal 성 장 실 험 , Shouldering 및 bodying 조건을 확 립 

하여 Bi12Ge020 단결정 (직 경 30 mm) 육성 에 성 공하였다. 

다. 결정학연구소와 공동연구 수행하여 자동직경조절방식에 의한 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최적 조건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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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3차년도 연구사업 

1. 3차년도 사업목표 

.5!.. 표 - Nd- doped Bi4Ge3012 단결정 육성 -, 

출발물질 합성법 개발 

- Nd- doped Bi4Ge3012 단결정(직경 20rnm) 
주요연구내용 

육성실험 및 공동실험 

2.5at% Nd- doped Bi4Ge3012 성장 최적조건확립 

2. 1차년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핵심기술 개발목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 효크랄A키법에 - Nd-doped - 가시적인 크기로 - 육성된 단결정의 

의한 Nd-doped Bi4Ge30120 단결정 결정을 육성시킨 직경 및 투명도 

Bi4Ge3012 단결 정 육성 단결정의 결정의 - 육성된 단결정의 

육성법 개발 크기 및 성능 특성평가 

- 품질평가법 개발 - Nd의 분포가 

일정한 단결정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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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년도 개발 목표의 개발 달성도 및 기여도 

가 강제대류와 자연대류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 고액계면의 형태가 변화 

하는데 이 고액계면이 평평함을 유지하여 내포물이 없고 결함이 없는 고 

품질 단결정 성장법을 개발하였다. 

나. 단결정 육성 시 출발물질이 용융된 융액의 조성이 화학양론적 조성으로 

부터 이탈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i203 및 Ge02 조성 

의 첨가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고순도 광학용 단결정 육성볍 확립하였 

다. 

다. 화학적 etching에 의 한 단결정 의 결함 분포를 관찰하여 전위 밀도가 103 

개/cm~ 이하인 상용 광학용 단결정 육성에 성공하였다. 

다. 품질평가법 개발 

Bi12Ge020 단결정에 대한 전기광학계수， 굴절률， 광 흡수율 등의 물리적 

성질 평가를 통해 광학전압센서로서의 응용평가에서 0.41 -7μ깨범위 내에 

서 광투과률이 40% 이상임이 확인되어 우수한 단결정을 육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Nd- doped Bi4Ge3012 단결정에 대한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803과 

810nm에서 흡수를 확인하여 Nd-doped YAG 단결정과 같은 흡수대를 

보임으로서 diode- pumped 레이져로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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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9장 공동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러시아 결정학연구소와 공동실험 및 단독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Bi12Ge020, Bi4Ge3012 및 Nd:Bi4Ge3012 광학용 단결정을 3년에 걸쳐 3단계로 

성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활용성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많은 응 

용성이 고려된다. 

1. BÍl2Ge020 단결정은 높은 전기광학계수， 매우 강력한 고유저항 

(Resistivity) , 큰 감광성 (Photosensitivity) 및 굴절률을 변조하는 능력때문에 

광굴절(Photo-refractivity)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그밖에 홀로그래피 저장 

(Holographic storage) , 상결 합(Phase conjugation) , 2차원 통신 및 간섭 기 

(Interferorneter) 등 광학분야에 서 많이 응용되 고 있는 물질 이 다. 특히 높은 

전기광학계수는 전압센서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 응용이 

기대되며 앞으로 전압센서로서의 개발을 위한 산업계와 연관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Bi4Ge3012 단결정은 효과적인 원자수와 밀도가 NaI, CsI와 같은 종래의 

신틸레이터보다 비교적 높고， 흡수계수가 크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하고 신 

틸레이터의 발광중심이 Bi 자신이므로 불순물 도핑한 것 보다 균일성이 좋고 

조해성이 없어 고 에너지 물리 열량계의 감지기 등의 신틸레이터로서의 응용 

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 

하여 Bi4Ge3012 단결정 육성이전을 중소기업 등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로 확 

립할 것이다. 

3. 여기광원들로서 고출력 반도체 레이져 diode들을 사용한 고체 레이져 

의 개발에 의한 diode- purnp laser는 purnpmg이 능률적이고 간결하고 신뢰 

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안정한 고체 레이져 소자들을 개발하는데 이용되고 있 

다. Diode-purnped에 대한 많은 초기의 연구에서 고체 레이져들은 아직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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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져 매체로서 가장 널리 연구되는 Nd:YAG에 대해 집중되고 있지만 

diode-pumping이 다른 gam 재료로 확산하려는 가능성 또한 널리 연구되고 

있다. 최근 diode laser pumping 기술이 급진전됨에 따라 BGO 결정이 유망한 

레이져 재료로 대두되었다. 현재 본 연구팀은 Nd:YAG를 대체할 수 있는 단 

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연구와 수반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 

하여 diode- pumped 레이져 제조기술을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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