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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e, Nd- , Sm- and Co- doped fluorite crystals were grown by 

Tamman method in vacuum. 5 Wt% PbFz was added to the charge to 

prevent the pyrohydrolysis. The growth mechanism of the fluorite crystal 

was found to be the thennal gradient introduced by the upward movement 

of solid- liquid interface. The optimal cooling rate and thennal gradients 

around the graphite crucible was - 36 0C!hr{growth rate 3-5rnrrνhr) and 20 

OC/cm, respectively. 

The interface was convex upward. The top surface of crystal showed 

dendritic and cellular texture, indicating that CaFz single crystals were 

grown under low thennal gradient. The growth direction was [110] as 

confinned by TEM and XRD analysis. For undoped CaFz single 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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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efringence was very low under the polarizing microscope indicating low 

strains in crystal. Sm- doped crystals showed strong color center in contrast 

to the Nd- and Co- doped crystals. 

To measure the dislocation density , specimens were etched in 38% HCl 

for 30 minutes. The etch pits were of triangular with round ends. The 

dislocation density was calculated to be 2 x 100/cm - 2 - 3 x 1000/cm -2. 

The absorption and transmittance of grown crystals were determined 

with the UV - VIS and IR spectrophotometer. The absorption in ultraviolet 

and visible(190- 800nm) regions was about 8% in average. An abrupt 

increase was observed in 360nm region in both pure and doped crystals. 

The transmittances in infrared region(400- 4000cm-1) were 88%, 74%, 93%, 

and 93% for pure cyrstal, Sm- doped, Nd- doped, and Co- doped crystals, 

respecti 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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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기기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기능성 

첨단 기기의 발전을 위하여 부속물로써 사용되는 신소재의 개발이 또한 병행되 

어야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거에는 천연산 물질을 부품으로써 이용 

하였으나 품질 또는 공급상의 문제로 인하여 적용영 역이 매우 제한되었다. 그 

러나 현재 각종 신소재의 개발에 따라 천연산에서의 품질 및 공급상의 문제를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신소재 산업은 종래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 해 기술 또는 지식 집약적 산업 

이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와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므로 개발에는 위 

험부담이 따르는 research and development형 산업이다. 이 는 연구를 통하여 

차세대의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원히 미완성의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광학기기에 사용되는 형석단결정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 

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석단결정의 모체가 되는 CaF2 분말을 다양한 방법으 

로 합성하여， 특히 국내산 방해석 분말을 이용한 초기물질을 합성함으로써， 국 

내자원의 재활용 및 부가가치 증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초기물질을 사 

용하여 형석단결정을 육성하였고， 이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적용한 온도구배법 

의 한 종류인 탐만법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형석단결정을 육성하였다. 

단결정 (single crystal)이란 시 료 전체를 통해서 유일한 결정축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질의 물체 또는 입경계 (grain boundary )를 가지지 않는 결정성의 물 

질로 정의된다 단결정 육성의 궁극적 인 목표는 완전히 모든 방향으로 결정학 

적 연속성을 지닌 물질을 생산함으로써， 첨단기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형석 단결정은 넓은 파장범위(0， 125-9μm ) 에 걸쳐서 동일하고 우수한 투과 특 

성을 가지며，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광학재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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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광학이 란 자외선~적외선에 이르는 파장범위의 수십rnm에서 수백 μm까지의 

전자기파가 갖고 있는 파동성， 입자성 및 에너지 성질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이런 광학적 성질을 응용한 산업을 광학산업이라 하는데 ， 광학산업의 산물로는 

안경， 망원경 ， 현미경 및 카메라 등이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레이저의 

개발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어 향후 21세기에 핵심 첨단산업의 하나로 각 

광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자외선 영역에서 높은 분산을 이용한 진공 자외선용 

분광 프리즘과 가시영 역에서 낮은 분산을 이용한 색소 레이저 (Stephen s ， 1960; 

Herzberger, 1962 )로서도 사용되며， 적외선 영역의 흡수가 작기 때문에 고출력 

레이저의 윈도우재료로 사용되고 있다(Hass and Bendow, 1977; Hass and 

Davisson, 1977; Hass and Harrington , 1977; Horgvik and Skonik, 1977). CaF2 

에 u3+은 물론 Dy2+, Eu2+ , Sm2+ 등 희토류원소를 도핑한 단결정은 레이저 재료 

로서 0.7 -2.5μm의 적외선 빛의 형광체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다결정의 

CaF2도 상당히 낮은 흡수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크기 및 항복강도가 큰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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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형석의 제반 특성 

제 1 절 형석의 지질학적 특성 

형 석 의 기 원은 Worl , Van Alstine 및 Shawe에 의 해 4가지 group으로 나뉘 어 

진다(Jensen and Bateman , 1981). 첫째; 화성암과 수반된 광상， 둘째; 퇴적암과 

관련된 광상， 셋째; 광역변성암과 수반된 광상， 넷째; 열수광상에서의 형석광상 

등이다. 

화성암에 있어 형석은 후기에 정출되며， 특히 화강암， 섬장암 및 그라이젠 등 

에서 주로 열수산물로 산출되고， 어떤 화강암질 페그마타이트의 경우에는 

accessory 광물로 산출된다. Decrepitation 방법에 의해 페그마타이트 형석에서 

의 유체포유물 조사시， 결정온도의 범위가 450-550 0C 로 밝혀진 바 있다. 

형석은 화산승화작용과 마찬가지로， 화산으로부터 방출된 blocks의 drusy 

cavities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화성산출지역에 포함된 광물 

로는 기성광상(pneumatolytic deposits)에서 錫石， 토파즈， 인회석， 레피도라이트 

등이 있으며 열수산물로써 방해석， 황철석， 인회석 등이 있다. 

형석은 특정 화성암체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바 없지만 종종 전형적인 

열수광물과 수반되어 찾아진다. 그같은 열수맥상광상은 아마도 barytes, 섬아연 

석， 방연석， 방해석 및 칼세도니 혹은 석영이 수반된다. 영국의 Pennines에서， 

fluorite zone의 중심에서 자주색 및 녹색의 형석 그리고， 외곽에서는 노란색의 

형석 이 산출되는데， 이 때는 barytes가 종종 수반된다. lllinois- Kentucky 형석 

광상은 후기 산물로 맥상광상과 층리교대광상으로 산출된다. 층서와 지질구조 

는 형석광상을 좌우하는 물리적 요인 이 다. 지하수에 의해 광액이 희석되고 상 

당량의 지하수와 접촉시 온도구배의 변화는 이들 형석광상 형성을 지배하는 주 

요 화학적 요인으로 생각된다. 

형석은 사암에서 충진물질로 찾아지기도 한다. 즉 형석의 보라색 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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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s에서의 쇄설성 광물과 마찬가지로 매우 일반적으로， 이들은 염기성 화성암이 

나 열수광상에서 유래된 것이다. 방해석， barytes, 섬아연석 등이 석회암에 함유된 

geodes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열수 기원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Blue John이 

라 알려진 형석의 변종은 방사상 결정구조로 spheroidal nodular masses에서 산출 

된다. 이는 다양한 강도의 파란색 band를 보여주고 있으며， nodular surface에 평 

행하고， 이들 사이에 무색이나 노란색 혹은 열은 파란색 bands를 이룬다. 

제 2 절 형석의 광물학적 결정학적 특정 

형석은 육안상 완벽한 팔면체적 벽개 (oct따ledral c1eavage), 유리광택 및 입방 

정 벽이 특징 이다 색이 너무 다양하여 ， 녹색， 노란색과 마찬가지로 자주색과 보 

라색의 다양한 음영 이 일반적 색조지만， 무색의 것도 희귀한 것은 아니다 형석 

은 비교적 부드럽고， 황산과 반응한다. 편광현미경하에서 등방성이며 ， 매우 낮 

은 굴절률이 특징 이다. 자주색인 것은 박편 상에서 자주색 및 보라색을 띠며， 

충분한 색 심 도(depth of color)를 갖기 도 한다. 

형석의 화학식은 CaF2로 이상적 인 경우의 조성은 Ca:F=51.3 :48.7이다. 자연산 

형석의 경우에는 불순물 또는 포유물로써 소량의 Si, Al 및 Mg가 함유되기도 

한다. 그리고 형석의 구성성분 중 칼숨의 일부를 Sr, Y 또는 Ce이온이 치환하 

며 ， Y가 많이 포함된 변종인 yttrofluorite( (Ca，Y )F2-3 )은 10-20%의 YF3 및 소량 

의 CeF3를 포함하기도 한다. 

형석은 등축정계에 속하는 할로겐 광물로 자연상태에서 보통 입방체로 산출 

된다. 다른 형 태는 비 교적 희귀하지만， 68면체정족에 속하는 모든 형태가 관찰 

되며 ， 46면체와 68면체 등이 특징적 이다(Fig. 1). 

칼숨이 온은 단위포의 우각과 면심에 위치하며 F는 4개의 ci+와 사면체적으 

로 배위되어 있다. 또한 각 칼숨이온은 우각에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F 이 온과 배 위 한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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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l. Forms of fluorite. (a) penetration twin , Cb) cube and tetrahexahedron 
and (c) cube and hexoctahedron. 

A B 

Fig. 2. Structure of 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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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형석의 광학적 및 물리적성질 

형석은 { ll l}에서 완벽한 벽개를 갖고， 굳기 4, 비 중 3.18인 유리질 광택을 보 

이는 투명 내지 반투명의 광물이다. 색깔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 열은 녹색， 노 

란색， 푸른 녹색 ， 혹은 자색이며， 그밖에 무색， 흰색， 장미색， 파란색， 갈색 등이 

있다. 

낮은 굴절률， 적은 분산과 등방성인 무색의 형석은 광학응용물에 사용 가능 

한 물질이다. Ca가 Y로 치환되는 양이 많을수록 굴절률은 상당히 증가한다. 

형석에 있어서 색깔의 문제는 널리 논의된 바 있다. 제안된 이 론은 결정구조 

에 있어 물리적 인 불안정성 ， 방사성 포유물과 인접 방사성물질로부터의 방사 

Cemanation), 미 량의 희 토류의 영 향 및 carbonaceous 물 질 의 포유물 인 Mn02의 

존재 에 기인된다. 보통 자색형석은 방사성 광물과 수반되어 찾아지며 ， 175 0C 로 

가열시 무색이 된다. 자색 형석은 굴절률이 증가되며， 또한 비중이 감소되는데， 

이 러 한 현상은 nuclear particles에 의 해 결정 구조가 붕괴 된 데 기 인된 것 이 다. 

강한 형광현상은 Eu, Lu 및 Ce의 양과 관계 있고 녹색은 Y와 Sm에 의한 것 

이며， 파란색은 결함구조에 기인된 것이다. 

어떤 형석의 경우에는 hydrocarbon의 존재 때문에 특징적인 색을 보이기도 

한다. 단결정은 다양한 색조의 띠형태를 이 루며 굴절률은 1.433 - 1 .435이다 

C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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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b 1 e 1. Physical. chemical.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for CaF 2. 

Crys tal symmetry Cubic (Fm3m) 

Compos ition CaF2 

Lattice Constant 5.45277 Å 

Refractive Index 1.433 - 1.435 

Di spers ion wea k 

Dens ity 3. 18g/ cm 3 

Moho' s 4 
Hardness 

Knoop' s {I OO} ‘ 178, { 1l0} : 160 

Cleavage {I 11} 

Twinning {ll l}, commonly as interpenetrates cubes 

Extremely variab le colorless , white , yellow , green , 
Color blue and purple varieties are the mo st common. 

Colorles s , pale green or pale vio let in thin section 

Melting point 

Linear T hermal 

Expansion 

141 8 0C 

18.85 x 1Q -6/oK at 3000 K 

Thermal Conductiv ity 0.0232 ca l/cm' sec.' oC at 23 0C 

Water Solubility Les s than 0.0001 g/ l OOg H20 at 23 0C 

Cut-off Wavelength 
(thickness : 2mm) 

Ultra-V iolet 0.1 257 μm 

Infra- Red 12ttm 

11 X 105 Ib/i n2 Young ’ s Modulu s 

Ruptu re Modulus 5.3 X 103 lb/ in2 

Di electric Constant 6.81 at 27 0C 

1 
l 4 

--i 



제 3 장 단결정 육성법 

제 1 절 융액 성장법 분류 

단결정 육성법에는 Fig . 3과 같이 기상법， 고상법 ， 용액법 및 융액법으로 4대분 

되며 ，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탐만법은 이틀 대분류 중 융액성장법 (melt growth)에 

속한다. 융액성장법은 공정상 크게 4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인상볍 (crystal 

pulling method) , 대 역 법 (zone melting method), 도가니 내 에 서 의 성 장법 인 온도 

구배 볍 (nonnal freezing method) , 無도가니 성 장법 인 화염 법 (flame fusion 

method) 등이다. 이 들 그룹들 또한 세부적인 공정상의 차이로 인하여 세분된다. 

본 절에서는 대역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IOLECULλR BEA~I EPITAXY 

Fig. 3. Crystal growth methods 

? 
μ
 

1 ’ 
l ‘ 



인상법은 Czochralski (1918)과 Kyropoulos( 1926)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융체 

는 도가니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결정은 융체의 개방된 상부표면에서 성장된다 

(Fig. 4). 즉 성 장된 결 정 과 도가니 는 접 촉하고 있지 않다. Czochralski에 의 해 개 

발된 기기는 결정을 서서히 인상시키면， 고액계면이 liquid surface의 수준 바로 

위에 존재한다. 이 방법은 결정과 도가니의 접촉에 기인된 응력이 존재하지 않지 

만， 융체는 여전히 도가니 내에 남아있다. 그러나 매우 반응성이 강한 물질을 성 

장시킬 경우에는， 융체와 반응하지 않는 도가니를 찾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SllICA 
TU8E 

。--tOll
。

。

。

。 SllICA
。"CRUCIBlE
。

때
 

{ 
} 
” 
μ
 

빠
 Fig. 4. Czochralski method. 

도가니 내 에 서 의 성 장법 은 Bridgman (1925) , Stöber(1925) , Stockbarger(1936) 

및 Tamman (1914)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그들의 방법은 도가니 내에 담겨있는 

융체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점차적으로 응결시켜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모든 성장법이 그렇듯이 온도구배는 결정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온도구배는 (1) 도가니 를 밑으로 이동시켜， (2) 로를 도가니의 

위로 움직이거나， (3) 로를 제작시 상하온도를 미리 차등 설정하여 도가니를 고 

정시켜 생성된다. 

• 13 -



Fig. 5는 브리지만 장치를 도식화한 것으로， 초기물질이 용융된 후， 도가니를 

하강하면， 결정 이 도가니 하단부로부터 상부를 향해 성장된다. 만일 도가니 하 

단부를 원추형으로 만든다면， 처음에는 원추형의 첨점 에서 오직 한 개의 결정 

만이 형성되어， 이 결정이 종자결정의 역할을 하여， 단결정으로 성장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 이 성장되는 동안 발열반응에 따라 방출된 열은 결정과 도가니를 

통한 전도로써 제거된다. 

이러한 도가니 내에서의 성장법의 주된 특정은 적 어도 일부 고액계면이 도가 

니와 접촉한다는 사실이다. 이 것은 결정의 모양이 도가니에 의해 좌우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도가니 와 결정사이 의 접촉으로 인해， 응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 상이 하게 배 열된 새로운 결정의 핵 이 형성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가 

지고 있다. 

bOaI년 

Fig. 5. Bridgma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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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Vemeuil (902) 그리고 Keck과 Golay (l953l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Vemeuil법 (Fig. 6)은 초기물질인 건조된 미세분말이 체 

를 통과하도록 진동을 가하면 이 들 물질틀이 닥하되어 OTH:?가스 화염을 통과 

함으로써 물질이 용융된다. 이렇게 생성된 필름상의 액체는 종자결정의 상단부 

에 부착되며， 이때， 종자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rod를 느리게 하강시키면(수 

mrn/hr) 단결정이 성장하게 된다. 대칭도를 유지하기 위해 종자결정을 회전시 

킨다(보통 약 10rpm). 본 방법은 분말의 하강량의 속도， 성장속도 및 직경을 유 

지하기 위한 하강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본 방법은 루비결정의 성장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vibrator 

。wder

미
 m 
‘,,‘ 

때i 때
 

썼
 
m 
m 

Fig. 6. Vemeuil method. 

제 2 절 탐만법의 성장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탐만법은 도가니내의 물질을 용융시키고 나서， 서냉장치 

를 통해 다시 응결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도가니 하단부가 결정화 온도 또는 

그 이하로 냉각되어 결정화가 시작되도록 도가니 주변의 온도분포를 조절한다. 

-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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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냉각이 진행됨에 따라 계면이 그에 상응하여 이동됨으로써， 결정화가 

밑으로부터 위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결정 화의 진행을 위해서는 온도가 상부는 

높고 하부는 낮아야 하며 이러한 육성법을 소위 온도구배볍 또는 수직구배 냉 

각법이라 부른다. 

본 방법을 최초로 고안한 Tamman(1914)은 앓은 수직관내에서 금속결정을 

성장시켰다. Obreimoy와 Schubnikoy(1924)가 이 방법을 완성하였는데， 그들은 

결정화의 초기 에 한 개의 결정 입자(종자결정)가 형성되도록， 도가니 하단부를 

원추형， 모세관 또는 구근모양인 도가니를 사용하였다. 

도가니 하단부의 형태는 한 개의 결정입자가 형성되 느냐 또는 자발적으로 형 

성된 여러 개의 결정들이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므로 중요하다. 이것을 소 

위 종결정 선택이라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가니가 

개발되었다CFig. 7). 대개의 경우， 하단부의 모양이 둥글거나 또는 원추형 도가 

니 정도면 충분하다. 결정성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작업의 하나인 종자결정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가니 하단부가 앓은 모세관 모양일 때에 유리하다. 처음 

에 는 다결정들이 성장되지만 모세관을 통과함에 따라， 이 들 다결정 중， 결정학 

적으로 우선성장방향으로 배열된 한 개의 결정 만이 성장되어， 이것이 종자결정 

의 역할을 하게 된다. 

(8 ) (b ) (C) (d ) (e ) (f ) (g ) 
h ” 

Fig. 7. Crucibles for Tamma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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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종자결정이 성장되면， 종자결정의 결정학적 방향에 따라 단결정이 

성장하게 된다. 즉， 단결정의 결정학적 방향은 도가니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 

는 종자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결정성장을 위해 ， 초기물질이 완전히 용융이 되 

어야 하지만， 종자결정은 일부만이 용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종자결정 이 완전히 용융된다면， 종자결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탐만법에 사용되는 기기에는 이동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경 

제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온도조절 또는 온도하강을 위한 조절기가 필요하다. 

빠른 냉각속도로도 성장이 가능한 금속원소인 경우에는 용융후 전원을 무조 

건 꺼버리거나， 단계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 

리， 결정구조가 복잡한 합금이나 비 금속의 경우， 보다 정밀한 온도조절 예를 들 

어， 오차범위 ::t O.1 0C, 냉각속도 O.5 0C/hr인 매우 완만한 결정화 속도로 조절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완만하고 규칙적 냉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면을 균일하게 밑으로부터 위로 이동시키는 가가 중요하다. 

주어진 열적조건에 따라 일정한 성장속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냉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계변에서 급격한 온도구배가 유리하다. 그러나 본 방법에 

서는 거의 계면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성장속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전기로에 온도프로필을 측정함으로써， 혹은 냉각용 프로그램을 

위한 온도모델 설정에 의해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hang외 (1974)는 열흐 

름에 대한 일차원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적인 온도구배법을 발표했다. 그들 

은 결정축이나 용융체에서의 온도분포를 히터나 또는 도가니 외부에서의 온도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계면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예， GaAs , 

나프타린). Raj endran와 Wilcox(1984)는 흑연도가니 내에서의 실리콘의 방향성 

응고법에 대한 수치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계면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울트라소닉 방법이 사용되는데， 도가니의 하단부에 초음파 발생기와 수 

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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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를 장착하는 것이다. 초음파의 파동은 고체와 액체의 계면에서 반사된다 

(Fig. 8). 이때， 초음파의 lifetime을 측정하면 계면의 위치를 직접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냉각과정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성장속도 측정에 이용할 수 있 

다. Potard(1981)는 저울을 이용한 결정화의 진행과정 및 성장속도 조절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방법은 로내의 도가니에 저울을 장착하여 결정화에 따른 물 

질의 밀도변화를 고려한 방법이었다. Welter외 (1983 )는 감마선의 회절을 이용하 

여， 흑연도가니 내에 있는 구리의 방향성 응고를 연구하였다. 용융점이 낮은 화 

합물 결정을 준비하기 위해 물질을 엠플이나 유리관 혹은 석영유리관에 넣고 

분위기 가스나 진공 하에서 출발물질을 용융하여 합성한다. 이어서 이 엠플을 

온도구배를 주면서 천천히 냉각하며 이때 이 엠플의 끝을 잡아 당겨서 핵성장 

을 유리 하게 만든다. Nitsche와 Merz(l960)는 이 방법 으로 3성 분계 화합물을 

얻었다. Bardsley와 ]ones(1967, 1968)는 Ag3AsS3, Ag3SbS3 고순도 광학용 단 

결정을 진공 12mm 직경의 석영관에서 6 0C 씩 온도구배법을 이용하여 8mm가lr 

의 성장속도로 육성하였다. 

탐만법은 결정육성볍중 고전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방법， 예를 들어 

브리지만법이나 효크랄스키법과는 달리 회전 및 인상작업에 기인한 대류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문제가 없는 가장 안정된 조건으로 결정을 

육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탐만법과 브리지만법 그리고 효클랄스키법 

을 Table 2에서 비교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형석은 융액상태일 때와 단결정상태일 때의 부피변화가 크므 

로， 결정성장을 완료한 후 도가니로부터 성장된 단결정을 쉽게 분리시킬 수 있 

다. 만약 이러한 특성을 지니지 않는 단결정이라면， 도가니를 파괴함으로써， 도 

가니로부터 성장된 단결정을 분리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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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setting of ultrasonic receiver and ultrasonic transmitter in 
crucible for the ultrasonic waves method. 

제 3 절 Growth kinetics 

결정 이 성장될 때 일어나는 원자규모의 진행과정은 고액계면의 성질에 지 배 

를 받는다. 만약 고체로부터 액체로의 변화가 한 개의 원자변에서 불연속적으 

로 일어난다면 ， 계면은 날카롭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몇 개의 층들에서 일어나 

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같은 계면을 확산계면이라고 한다. 

날카로운 계 면 (Sharp interface)은 perfect singular, imperfect singular 그 리 

고 rough interface 등 3가지 로 분류될 수 있다. Perfect singular interface에 있 

어， 액체로부터 유래된 원자들은 clusters로 침전된다. 계면에 부착될 수 있는 

최소 크기의 cluster가 임계핵 (critical nucleus )이다. 임계핵이 일단 형성되면， 

원자들은 쉽게 팽창될 수 있지만 그들이 형성되기 위하여 평형상태에서 보다 

는 큰 옹도차가 필요하다. 과냉각에 대한 성장속도의 의존도는 임계핵의 크기 

와 팽창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Table 3에서 다양한 타입의 계면과 그들의 성장 

속도를 제 시 하고 있으며 , Fig. 9와 10은 perfect singular interface가 성 장되 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묘사한 그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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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zochralski, Bridgmann and Tamma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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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가능 

도가니 하부에 종자결정 

성장방향 이 위치하므로 하부로부 

터 상부로 결정성장 

상부의 온도를 가열하여 

야 하므로 로내 의 모든 

부분을 차단함으로써 결 

정성장시 육안관찰이 불 

육안관찰 

가능성 

가능 

- 장점 싱부가 고온 

이므로 대류현상의 부재 

와 회전， 인상작업이 없 

으므로 이틀에 의한 육 

효크랄스키볍 브리지만법 
하부가 고온 일정한 온도에서 도가니 

를 이동하여 온도룹 조 

절 

있음 경우에 따라 존재 가능 

있음 있음(상대적) 

하부가 고온이고 회전 상부가 고온이기는 하지 

작업에 의해 자연대류 만 도가니의 회전에 의 

및 강제대류가 존재 

holder에 종자결 정 을 장 

착한 뒤 융액의 상부에 

dipping하여 결 정 육성 

상부로부터 하부로 결정 

성장 

항상 육안 관찰하면서 

일련의 과정 즉， 

necking , shouldering , 

bodying과정 을 육안조절 

하거나 또는 자동육성장 

치를 이용함 

- 장점 : 1. 육안으로 결 

정성장을 관찰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한 대 

처가 가능하다. 

성에서의 문제점이 감소 2. 육성된 결정의 높이 

2. 물질에 대한 정확한 를 자유자재로 조절이 

정 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결정육성시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음 

,,1-\::1- ::<-1 
。1....:. l..~ - 단점 1. 결정 이 성장 

되는 과정을 육안으로 

관찰하지 못하여， 불의의 

사건에 대한 대비책 이 

없음. 

2. 성장되는 높이가 냉각 

속도에 좌우되므로 육성 

결정의 높이가 한정된다 

한 강제대류가 존재 

도가니 하부에 종자결정 

을 장착하여 결정 육성 

도가니 하부에 종자결정 

이 위치하므로 하부로부 

터 상부로 결정성장 

도가니 하부로부터의 결 

정성장으로 육안관찰이 

불가능 

장점 - 장치가 간단하 

고， 자동운전이 되며 직 

경의 제어 없이도 대형 

결정을 얻을 수 있다. 

- 단점 1. 대류현상 및 - 단점 : 1. 대류현상 및 

회전 및 인상에 의한 육 회전 및 인상에 의한 육 

성상의 문제점 야기 가 성상의 문제점 야기 가 
」

。

2 숙련도를 요구한다. 

」-。.
2. 도가니와 액상이 접 

촉된 상태로 성장되므로 

다른 성장법에 비해 성 

장환경변에서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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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wth rates for various types of interface. 

Case 
Type of interface Growth rate 

No 
Perfect singular 

1 (a) Large nuclei spreading s10wly Al4T2/3exp( - Bl/ dT) 

2 (b) 1arge nuclei spreading rapid1y A2 exp( - B:J L1 T) 

3 (c) Small nuclei spreading slowly A:1 L1 T 1'11:1n* 

4 (d) Small nuclei spreading rapid1y A4 L1 T 1 'n* 

Imperfect singular 

5 (a) Constant fraction of sites avai1ab1e A ;; L1 T 

6 (b) Screw di slocation at sma1 supercooling Afi L1 T~ 

7 (c) Screw dis1ocation at 1arge supercoo!ing A7L1 T 

Rough 

8 (a) Small supercoo1ing AxL1 T 

9 (b) Large supercoo!ing A~{ l -exp( - B:j L1 T )} 
Ai and Bi are constants for the various kinds of process. Al is generally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will decrease s10wly as the temperature falls . 

n* is the number of atoms in a critical nucleus. 

Fig. 9. Growth on a singular interface with rapid lateral spread. The 
left- hand diagram shows a newly formed nucJeus , s ucceeding 
diagrams give the sequence of st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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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rowth on a singular interface with low rates of nucleus spread. 
Several nuclei fonn and a new nucleus may be deposited on a 
previous one before a layer is completed. 

만일 성장계면이 imperfect singular interface라면， 엄계핵이 형성 될 필요성은 

없다(Fig. 11). 그러므로 성장속도는 imperfect sites의 수와 그들로부터의 

lateral growth의 속도에 비 례하게 된다. 

Fig. 1l. Growth on an imperfect singula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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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 interface에 있어， 원자 또는 분자들이 Fig. 12에서 보여 주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첨가되는 경우로， Table 3의 8과 9가 이에 속한다. 

Fig. 12. Growth on a rough interface. Note that the interface is never flat 
on an atomic scale. 

제 4 절 Transport effects 

결정과 접촉하고 있는 정적인 boundary layer를 통과하는 용질의 확산은 성 

장속도를 지 배한다. 이 layer의 두께는 회전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 적절 

하게 회전시키면 layer는 더욱 더 앓아지고， 그래서 농도구배가 커져서 용질의 

흐름과 성 장속도 모두가 증가한다(Fig. 13) 

편석계수가 1 이 아년 불순물이 존재하는 결정의 경우， 유사한 boundary 

layer effecV} 일어 난다. K> l 에 대하여 용질은 결핍될 것이며， 고갈양은 성장 

속도에 따라 증가되 어 편석계수가 감소된다. K< l에 대하여 제거된 용질은 계 

면으로부터 멀 리 확산됨에 틀림없으며 성장속도가 증가되었을 때， 편석계수는 

증가된다. Fig. 14는 일부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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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position in the liquid for two rates 
of sti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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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성장된 결정의 경우 잠재열이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열이동을 포 

함한 과정들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성장속도가 f이고 성장된 단위부피당 잠재 

열이 L1Hv인 결정에 있어， 성장된 계면의 단위 면적당 생성된 열량은 fL1 Hv이다. 

또한 고체와 액체 내의 열의 유동이 존재한다. 이들은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된다. 

서T o __ dTT 
fL1H v = K s 값으 -KL 피효 

여기서 Ks와 KL은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도도이며， 열구배는 각각 dTs/ dx 

와 dTνdx이다. 액체에서는 thermal boundary layer가 존재한다. 회전 또는 전 

체 액체의 온도변화로 인해 dTJdx가 변화된다. 이런 변화는 보통 dTs/dx가 

정확하게 적절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상기한 식에서 

의 성장속도가 변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용질의 편석계수는 성장속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변화되면， 용질 

농도 또한 변화된다. 그러므로 만일 균일한 결정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모 

든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정교하 

게 디자인 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펼 수 있다. 그러나 밑으로부터 또는 

측면으로부터 가열된 액체에서 대류가 일어나 온도구배가 임계치를 초과한다면， 

온도가 변한다. Fig. 15는 glycerol- water mixtures에서 찾아진 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 

고체에서의 열이동은 결정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온도구배는 결정내 

의 응력과 전위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Fig. 16은 온도구배와 전위밀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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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emperature oscillations in a cell lOcm high and 11.2cm in diameter 
filled with water+6vol % glycerol. The figures given for each curve 
are the vertical temperature differences(the bottom of the cell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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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고려해야 성장시 단결정 ?:-:l 
E즈 5 제 

구성 물 질 (constructional materials) 1. 

님 ,-등)에 옹도， 압력 들어， 결정육성시 제반 필요조건(예를 결정성장 장치는 

물질 。1 ~二
λA'-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선 택 하여 야 한다. T able 4와 5는 것을 합되는 

。l~느二 
I 1 1 '--표에서 ， 인용된 값들은 유동적인데， 그 있다. 2가지 기술하고 의 성 질을 

프깅~ ;;<.1 
E프 E프 

이 를 참조하여 사용하여야만 한다. 

source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상용물질인 경우，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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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와 5에서 기 술된 단단한 지지 대로써 그리 고 단열 재는 물론 moving parts 

로써 사용될 수 있는 고체물질과 더불어 기계적인 강도는 거의 없으나 매우 낮은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foams와 fibers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이들 단열재중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polystyrene foam( Q{ 70 0C가 최대 사용가능온도)， glass 

fiber(성분에 따라 200- 60CrC) , asbestos fiber( - 600 0C), silica fiber( - 120ü OC) , 

alurnino- silicate fiber( 1260 oc ) 그리고 'alurnina’ fiber( - 1800 oc ) 등이 있다. 

느슨하게 결합된 상태인 이들 물질들의 열전도도는 보통 1O-3watts/cm . OC 이 

하이다. 그러나 그들의 최대온도 근처 에서 이 들 물질의 성질은 시간에 따라 변 

화된다. 

2. 가열방법 

결정성장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가열방법이 사용되고 있다(Table 6). 사용된 

열원은 안정하여야만 하며 또한 출력 변화가 가능하여야만 한다. 레버나 다이 

얼 조절에 의해 온도를 조절하는 초보적 인 장치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동장 

치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가열법으로는 저항 

가열， 유도가열 및 전기충격 (bombardment) 등이 있다. 

결정성장에 사용되는 전기 저항가열은 많은 형태가 있다. Immersion heater(물 

또는 oil baths을 위한)와 lamps(일정온도 cabinets을 위한)는 저 렴하며， 사용하기 

간단하고 contact thermometers 등과 같은 간단한 , on - off' devices로 정 확하게 조 

절될 수 있다. 덜 일반적 인 품목 예를 들어， self- supporting resistance heater를 

Fig. 17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같은 히터는 보통 소결된 silicon carbide(최대작동 

온도 160ü OC) 또는 흑연으로 만들어 졌으나， nichrome( l1Oü OC), 다양한 백금합금 

(1600 0C까지)， Mo(24OO oC) 그리고 W(300ü OC) 등도 사용된다. Table 4에서， 제시한 

silicon carbide heaters 또한 상업 적 으로 이 용되 고 있다. Davenport외 (1950)는 로 

에 대한 전도성 산화열원의 사용을 토의하였고 Faucher외(197이는 산화조건에서 

고온으로 가열하기 위해 zirconia heating element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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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properties of some electrical conductors t 

Linear 
Thermal Maximum 

Resistivily conductiv ity working Speci fic 
expans lOn 

Permilled 
Temperature 

Material coefficient . coefficient of Emissivity 
.. 

( μ Q cm) (Wcm-ldeg temperature gravity 
deg 

atmospheres 
reslstivlty 

C- l ) ('C) 
C-I X106 

Gold 2.06(0) 3.](50) 1000 9.32 14.38(50) 1\, R 0004(50) 003(500) 

Graphitc 800- 1300 -0 691000) 2600 2.l -2.3 -7(1000) 1\, R 0.003 -0.8 

lridium 4.7](0) 1.48(50) 2200 22.65 6.8(50) K 0.0043(50) 

0(< 1α)() ) 

I\ickcl 9.9 0.6(18) 1300 8.9 13 1\, R 0.004 0.l5(700) 

0.24 (1000) 

I\ickel sil ver 20(40) 600 8.6 16 0 , N, R 0.0002- 0.0003 

I\ichromc 100(20) 0. 13 1100 8.5 13.2 0 , N, R 0.0001 

Molvbdenum 2[(750) 1.34 2400 10.2 a 1\, R 0.004 0.l300(0) 

Platinum 9.85(0) 073(50) 1600 21.45 9.](50) 0 , 1\ 0.0039 0.096(500) 

47 (] 000) 

PlIO%lr 24 (0) 0.3W7) 1700 21.6 15 0 , 1\ 0.0012 

Rhodium 4.33(0) 1.5(50) 1800 12.41 8.3 O. 1\ 0.0046 

Silicon carbide 10000(800) 0. 15(500) 1600 2.l 5 0 , 1\, R 

(sinlered) 

Silvcr 1.59(0) 4.l9(50) 900 10.49 19.7 N, R 0.004(0) 0.035(500) 

Tanlalum 44(700) 0.55(]7) 2700 16.6 7 1'1, n O.Oo:l 0.25(2000) 

Tungslen 5(0) 2.0(17) 3000 19.3 3 1\, R 0.006 0.2(]600) 

Vitreous 1000(2이 - 0,06 3000 1.3-1.5 2(50) N, R 0.004 

carbon 3.5(450) 

Zirconium 1.28(000) 021(25) 1700 6.4 6.3 1\, n 0.004 - 0.4 

0.l9(3oo) 8.0(]000) 

t Figures in parenthesis are the tempcrature of measurcmcnt 

* I\-ncutral, O-oxidizing, n~reducing 

** Emissivities are usually proporlion to lhc absolute lempera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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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properties of some insulating materials. 

Thermal Cocfficient of Maximum 
Thermal TE 

conductivity lincar working Spccific 
shock valuc Material 

(Wcm ldegC expans lOn lemperature gravlty 
rcslstancc (C) 

(degC 1 x 10") ('t ) 

Alkathene 0.003 200 90 0.92 Very good 

Alu mi na 0.017 4.6 1800-1900 2.4 Fair >1000 

Aluminium nilride 5.7 2000 3.26 Fair 

Aluminous porcelain (88% 
0. 1 7 

Ahκ)，) 
1350 3.4 Fair 6'30 

Beryllia 1.7 8.4 2300 2.97 Good 1200 

Boron ni tride 0.05 0.4 1700" 2.1 Very good 

Calcium fluoride 0.06 24 1150 3.03 Fair 

Magnesia 0.008 12.7 2600 3.3 Fair 

h’ullite 0.03 4 1700 2.9 Fair 

Kylon ’ AF ’ 0.0025 100 180 1.1 4 Good 

Perspex 0.0015 90 100 1.19 Good 

PTFE 0.0025 200 300 2.1 Good 

PVC 0.0015 80 95 1.39 GαXI 

Pvred 0.011 3.2 500 2.23 Good 

Silica 0.014 0.5 1350 2.2 Very good 

Silicon nitride(sintered) 0.25 3.0 1500 2.2- 2.5 Fair 

Steatitc 0.04 4 1000 2.5-2.7 Fair 400- 800 

Thoria 0.04 6.0 2800 10.03 Fa ir 

Zirconia 0.02 4.5 2300 5.6 Good 

• Tempcra ture at which e1ectrical resisûvitv is 106 Qcm 

•• Oxidised at 700 ‘C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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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s of heating. 

Mcthod 

Rcsista nce heating 

lnduction hea ling 

Arc imagc 

Plasma 

Flamcs 

Fluid baths • 

Solar furnace 

Laser 

Electron bombardment 

Useful tempera ture range 

("c) 

up to :i5OO 

up to 3500 

1000-3800 

1500- 4000 

up to 2500 

up to 3900 

up to 3000(?) 

1000- 3500 

Advantages 

Versatile. can be simple 

to construct 

Versatile, allows use of 

most atmospheres 

Disadvantages 

Fusing of clemcnt, may nced 

controlled atmosphere, elemcnt 

can evaporate 

Equipmenl bulky and complex 

l\eeds no container Mirrors usually large 

Gi ves highest temperatures Hard lo control 

Cheap, good lhermal contacl Gas flow hard to conlrol 

automatically, no atmosphere 

control 

With slirring can be very 

unifoπn 

May need pumps or slirrers 

Zero power cost, equipment Difficult to control 

cheap Weather dependent 

Concentrated May be difficul t to control 

and may vary with lime 

Clean , controllable Needs a conducling targel, 

only works in vacuum 

t Such baths are really only secondary sources of heat. The primary heat source is usuall y res istance heating 

저항가열의 가장 일반적인 형 태는 Wlre를 감은 로이며， 이것의 열원구조는 

간단하다. 감는 방법은 응력이나 또는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만 하며， 팽창으 

로 인해 접촉되어서는 않된다. Wire는 일정간격으로 나펀 파이프 또는 나선상 

의 흠을 판 튜브， 또는 알루미나 또는 다른 내화 cement 속에 장착한다. 

결정성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또다른 가열 형태로는 유도가열 (radio 

frequency) 이 있다. 이것은 인상법에서 널게 사용되며 또한 도체물질의 f10ating 

zone refining에서도 사용된다. 그 방법은 가열된 몸체에서 유도된 전류에 의해 

생성된 열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만일 전도성 물체가 교호되는 전류를 운반하 

는 코일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면， 유도전류가 물체로부터 유도된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된다. 이 런 전류는 특징적인 길이인 skin depth δ 에 따라 표면으로부 

터 다음과 같이 지수적으로 감소된다. 

31 -



4 

δ= J-(꾀3이 2 
2π l μlJ / 

여기서 p 는 저항(Qcm) ， μ 는 투수율(gauss/oersted) 그리고 V 는 주파수 

(Hz) 이며 ， ò 는 cm 단위로 측정된다. 일반적인 금속인 경우， p ~ 10 4, μ - 1 그 

리고 ν -106Hz이므로 δ -O.5mm이다. 

만일 skin depth가 적다면 반경 a를 갖는 물체의 surface layer는 유도코일로 

구성된 변압기에서 1차 근사식으로 single shorted turn ( 길 이 2πa， 두께 δ 그 

리고 폭은 몸체의 길 이 1과 같다)으로 행동한다. 만일 이 코일이 Ic인 r.m.s. 전 

류를 통과시키고 Nc회전을 갖는다면 유도된 전력은 다음과 같다. 

p = 21 ~ N ~pπa/òl 

Tapped for screwlng 
。nto water-coo!ed meta! 
contact 

Clamped t, 
metal conductors 

E쩌짧ed E二그 

Fig. 17. Self- supporting resistance heaters. By varying the cross sections of 
the conductors , it is possible to control the distribution of heat 
output. 

M 

μ
 



Radio frequency current를 제공하는 장치는 상용화되어 있다. 결정성장자들 

이 갖는 주요문제는 발전기의 임피던스에 부합되는 가동코일을 만드는데 관련 

된 것이다. 고주파(5MHz)에서 작동하는 발전기는 보통 낮은 임피던스 출력을 

가지며 single turn coils를 필요로 한다.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 - 350kHz) , 보 

다 높은 임피던스가 보다 일반적이며， multi- turn coils를 사용한다. 그같은 코 

일들은 종종 접촉시킬 목적 에 서 brass fittings를 포함한 copper tu bes로 구성된 

다. Generator는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출력을 제공할 수 없다면， load에 

코일을 단단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일부 열내열재를 사용하변 경제 

적 이다. 코일과 접촉하고 있는 내화재는 물론 전열체여야 한다. 

Radio frequency heating는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a) 성장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직접 연결. 

(b) Liquid를 포함한 용기 에 직 접 연 결. 

(c) 보통 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튜브형태의 susceptor로부터 유래된 열을 사용 

하지만 다른 형 태의 것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Brice와 Hill (l967)은 2중벽인 용 

기를 사용하여 그 벽들 사이에 liquid가 susceptor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하였다. 

이용 가능한 최대 출력은 바라던 작업옹도에서 load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 

력보다도 더 커야만 한다. 온도 T에서 열은 3가지 방식으로 물체로부터 앓을 

수 있다. 

(a) Mo(T4 - T ó ) 의 소실분이 생성되는 radiation에 의해， 여기서 6 는 방사 

율이며 ， σo는 Stefan ’s 상수 그리고 To는 주변온도이 다. 0" = 1 에 대한 소실분은 

1000, 2000 및 3000K에 서 각각 l.6. 24 및 124watt/cm ←2이 다. 

(b) 전도에 의한 열손실분은 대락 kA(T-To)/s이며 여기서 k는 물질의 열전 

도도이며 ， 열의 경로는 길이 s이며 ， 면적은 A이다. 

(c) 대류에 의한 것으로 이 때의 가스에 노출된 표면의 면적당 열손실은 

h ’ (T-To)5/4이다. 대부분의 가스에서는 h ’ - 10 3 watts/cm2C 5/4이며， H2과 H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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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인 경우에는 보다 큰 h' 값을 갖는다. 20 0C 공기 중에서 lOO OC 인 물체는 

대기압에서 약 O.25watts/cm2을 잃는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열손실은 보다 

커지며， 반대로 가스압이 감소되면 열손실 또한 감소된다. 

3. 온도측정 

온도에 따라 변화되는 성질을 이용함으로써 온도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 

정장치를 열전대 (thennocouple) i!- 하며， Table 7에서 이 들의 재원을 제시하였 

다. 이 들 열전대 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보호외장(sheath) 등이 사용 

된다(Table 8). 

Table 7. The characteristics of s ome t em perature sen s in g e lements. 

E lements 
U seful range Output 

Commen t s 
("C) (millivolts/"C) 

Thermocouples 

Pt- PtRh 13% o to 1700 6 at O.C Very accurate and reproducible 

14 at 1700 .C 

Pt- PtRh lO% o to 1700 6 at O.C Oxidizing and neutral atmosphere 

12 at 17oo .C only 

PtRhlO~Ç PtRh18% o to 1800 1.8 at loo .C 

11.6 at 17oo.C 

Chromel- Alumel 200 to 1300 20 at - 200.C Inexpensive large output 

30 at 13oo .C 

Fe- constantan(Cu - Ni) 200 to 않O 60 at 850.C Not very reproducible 

Cu- constantan 200 to 400 20 at - 200 .C Age at high temperatures 

60 at 400 .C 

Ir- W 200 to 2300 20 at 2ooo .C Brittle, hard to fabricate 

W- Wlr26% 200 to 2800 16 at 2500.C Neutral and reducing atmospheres 

only 
R esistance Resistance change 

thermom eters 
Pt 200 to 1200 0.4% at O.C Stable. Special designs can be used 

0.3% at 800 .C to 12oo .C 

Ni - 150 to 300 0.5% at O.C Less accurate than platinum 

0.8% at 100 .C 
Cu 200 to 100 0.4% at O"C In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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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yrometer sheaths 

Material Maximum working temperature ( OC) 
Metals 
Stainless steel 850 

1120 
1600 
3000 

Nickel chromium alloy 
Platinum 
Tungsten 
Ceramics 
Silica 

Aluminous porcelain 
Silicon carbide 

1400 
1500 
1550 
1700 
1950 

M’u비페l끼씨ll ite 

Pure alumina 
Carbons 
Graphite 3000 

3000 Vitreous carbon 

4. 도가니 

도가니는 성장시키고자 하는 초기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염의 소지를 안고 

있다. 어떤 경우， 오염이 거의 필연적이지만 예를 들어 silicon은 보통 이들이 산 

소와 더불어 melt를 오염시킴에도 불구하고 silica 도가니로부터 인상된다. Table 

9와 10은 도가니 재질과 이들을 사용하여 육성 가능한 물질을 제시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용기 없이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겠으나， 특정물질 

을 코팅한 도가니를 사용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r 도가니에 Rh 

을 코팅시키면， 산화분위기에서 사용 가능하다(Horwarth and Whiteley. 1963). 

Van Uitert(l970)는 고온에서 백금도가니가 soft해지므로， 두개의 백금도가니 

사이에 Ir 도가니를 첨가하여 빌봉시키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유사하게도 

pyrolitic graphite로 glass와 silica vessels를 코팅 하는 것 이 침 식 을 막는데 일 

반적이며， 약간 거친 표면을 가진 도가니를 사용하면 도가니와 융체 사이의 접 

촉면이 감소되어， 반응을 억제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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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Growth rates and crucibles for various materials. 

Crystal 
Melting Point Growth rate 

Crucible 
CC) (mm/hr) 

AIz0 3 2037 6 Molybdenum 

ZnS 1850 1 Silica supported by carbon 

FeAb0 4 1790 10 lridium 

Ni 1455 6 Alumina 

GaAs 1238 5 Sandblasted silica 

Cu 1083 6-60 Graphite soft mouJd 

Au 1063 12 Boron nitride 

Ge 937 60-150 Carbon or carbon- coated silica 

As 814 10 Thick walled silica 

Ag3AsS3 488 0.4 Silica 

AgBr 434 1-5 Pyrex, silica or platinum 

Cd 321 6 Pyrex coated with carbon 

NaN02 271 5 Polythene 

K 63.7 30 Stainless steel with paraffin coating 

NH3 - 78 <4 Mylar 

Ar -189.2 0.7- l.5 Mylar 

N2 -209.8 Glass 

결정성장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도가니들은 고체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Shockley ( 1962)는 silicon ribbons를 육성시 융체를 지지하기 위해 용융된 

Pb(silicon과 immiscible한)를 사용하였다. 유사하게도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iodobenzene을 사용한 수용액으로부터， triglycine sulphate 결정을 육성하기도 한다. 

순수한 도가니조차도 세척시 오염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제 

거할 수 없는 먼지는 화학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금속과 유리도가니에 대한 마 

지막 세척(손기름을 제거하기 위한)은 뜨거운 세정액， 순수한 물을 섞은 린스 

그리고 알코올， 마지막으로 진공에서 가열에 의해 세척한다. 다공질 물질， 예를 

들어 흑연 등은 진공에서의 가열로 세척한다. Ekstrom와 Weisberg (l962)는 

s ilica boats로부터 모든 미 량의 산(acid )을 제 거 하기 위 해 냉 수로 10번 세 척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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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30분 동안 끓는 물로 두 번 세척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10. Materials for containers. 

Materials 
Examples of liquids 

compatible with the material 

Maximum working 

temperature( OC ) 

Plastics 

PTFE 

Nylon 

Polythene 

Glasses 

silica 

vycor 

Pyrex 

Metals 

Ni 

Cu 

Stainless steel 

Pt 

Ir 

Ta 

Mo 
Ceramics 

Alumina 

Magnesia 

Calcia 

Beryllia 

Boron nitride 

Silicon nitride 

Carbons 

Graphite 

Vitreous carbon 

R) 

빼
 
m 때

 빼 

’ m 

u 

m 

g 

m1 

m 
O 

A 
「|
1
1

1

」

Organic compounds, metals, Si 

Organic compounds , metals 

Some metals, nitrates, phosphates 

Fluorides 

Fluorides 

Organic compounds, Na, K 

Alkali metals, nitrates, halides 

Some oxides. Al20 3 

AlSb 

Halides 

Al , Al Sb, Mg , FeGe2 

Fe 

Fe, Cr 

U 

B, GaAs 

Si , AlSb 

Most metals, halides 

Most metals, halides 

300 

180 

90 

1350 
1100 
500 

1300 
850 
800 

1600 
2200 

2700 
2400 

1900 
2600 

2000 
2300 

1700 
1500 

26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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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흐바 n 지 투를 E 걷[/2-. 

출발물질은 고순도의 것 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순도 물질은 결국 성 

장된 단결정의 품질을 좌우하며， 이러한 품질은 가격상 상당한 편차를 갖는다. 

소량의 불순물은 결정의 품질뿐만 아니라 육성공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 것 

은 특히 미량의 희토류 등을 도핑한 경우， 불순물 때문에 ， 실제 희토류의 도핑 

에 따른 물성변화를 감지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고순도의 출발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성장시 재현성을 배가시 킬 수 있다. 

일단 순수한 초기물질을 얻었다면， 이들을 분석함으로써 순도를 측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물질에 따라 흡습성 등 물질자체가 가진 성질에 기인된 

오염의 가능성 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6 절 단결정의 특성 평가법 

결정이 육성된 후， 이 것 에 대한 특성평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고품 

질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은 어느 정도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 

성 평가 자료는 육성된 단결정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 가를 결정케 한다 

l. 단결정의 표면관찰 

육성된 단결정의 표면은 육안관찰， 실체 현미경 및 편광현미경을 사용하여 관 

찰시， 다음과 같은 단결정에 대한 보다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가공하지 않은 면들의 대칭도를 관찰하여 부각적인 면들의 존재를 확인하 

고， 만일 이들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다결정으로 성장된 것임을 지시한다. 

2) 가공하지 않은 면을 가로지르는 직선은 저각입계를 함축한다. 

3) 면의 표면이 낮게 돌출된 모양(hillocks) 인 경우， 전위의 존재가 의심된다. 

예를 들어， 결정 이 인상법에서와 같이 ， 수직한 방향으로 성장되었다면， 성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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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평행한 결정의 면들은 매끄러워야만 한다. 만일 줄무늬의 불균질성이 관 

찰된다면， 이 결정은 각 구간마다 결정 성장속도가 달랐음을 지시한다. 이들의 

관찰을 위해， 확대경 (x 10)이나 현미경을 사용하면， 육안시 식별이 불가능하였 

던 미세한 조직 등을 관찰할 수 있다. 

4) 만일 결정이 투명하다면， solvent와 다른 포유물(빛의 산란 원인)틀이 관찰 

될 수 있다. 

5) 결정의 색 역시 그것의 품위를 지시한다. 

6) 편광 응력 관찰기 (strain vievver)를 사용하면， 전체 응력 분포를 관찰할 수 

있다 

2. 단결정의 절단면 관찰 

보다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는 결정을 절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끔 절단된 

표면은 다음과 같은 내부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포유물을 포함한 면이 절단되면， 표면에 흠을 남겨 놓는 경향이 있다 

2) 보다 많은 정보들은 매우 거칠게 연마된 표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유전성 물절에서， 한 극성 인 도메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더 강하다. 

3) 대부분의 응용을 위해， 끝마무리로써 광택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0.25μm 

입자크기를 가진 극미립의 연마제를 사용한다. 마지막 단계로 화학적 또는 전 

기화학적인 광택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같은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부 

드러운 땅f摩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광택작업을 수행한 매우 앓은 투명한 

시료를 편광현미경에서 관찰함으로써， 응력에 기인된 복굴절이나 광학적인 특 

성을 관찰할 수 있다. 

3. 에칭작업 

광택작업을 수행한 변을 적절한 용액으로 에칭하여 에칭피트의 모양 및 수를 

측 정 하여 전 위 의 종류 ( 예 를 들 어 lovv angle boundary, helix dislocation, screvv 

dislocation 등) 및 결함의 정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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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분석 

상기한 단결정의 표면 또는 절단면의 관찰을 통한 정보들은 비교적 정성적인 

값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보다 정량화된 기계 적 인 분석이 필 

요하다. 

l) UV八!IS 및 IR분석 . 광학용단결정의 경우， 전자기 스펙트럼 (electrornagneti c 

spectrum) 각 영역에서의 투과도와 활성이온에 의 한 흡수스펙트럼을 관찰함으 

로써 ， 결정 의 특성 즉 빛의 투과율 및 결함의 종류 퉁이 측정된다. 

2) Electron microscopy. 투사전자현미경 (TEM)은 앓은 시료를 정교하게 준비 

하는 것 이 필요하며 ，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결정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주사전자현미경 (SEM)은 조사할 시 료의 일부분을 영상화 시킬 수 있다. 

3) X - ray topography. 이것은 비교적 완전한 시 료내의 격자응력을 판별하는 

강력한 기술이지만 다소 느린 경향이 있다. 

4) Mass spectrometry. Solid source mass spectrometer는 순도， 불순물의 분 

포 등 광대 한 양의 자료를 줄 수 있다(Clegg외 , 1970). 측정 한계 는 약 O.lppm이 다. 

5) Emission spectrography. Emission spectra는 적 절 한 경 우 약 lppm이 하의 

수준으로 불순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6) Interferometer. 광학용 물질들의 굴절률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상기한 방법 이외에 많은 측정 법이 존재하며， 이 들 다양한 방법들을 병용하 

면， 한 가지 방법에 치중하였을 때 지나치게 될 또 다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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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형석 단결정 육성 

제 1 절 출발물질의 합성 

모든 단결정 육성이 그렇듯이， 출발물질의 순도는 곧 성장된 단결정의 품질 

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단결정 육성시에는 항상 고순도의 출발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영남외 (1995)는 형석 단결정을 국내 경쟁력을 갖춘 대형 단결정으로 육성 

하기 위해서 출발원료물질 합성법을 개발하였다. 고순도 원료분말은 고가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이러 한 합성법의 개발， 특히 국내자원을 이용한 형석 

분말 합성법의 개발은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퇴조일로에 있는 국내광산의 활 

성화와 국내자원의 용도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출발물질로는 국내산 CaC03는 물론 Extra pure 등급인 Junsei Chemical Co 

의 CaCb, CaCb. 2H20 , (NH4)2C03, CaC03, KF 및 Baker 회 사 제 품 인 reagent 

등급(50% HF) HF를 그리고 세척을 위해 1차 증류수가 사용되었다. 

초기물질인 형석 분말의 합성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H 20 
1) CaC1 2 + 2KF 1-{\~:; ’ CaF? + 2KCl ι lOOOC ι 

2) CaC03 + 2HF • CaF 2 + CO 2 

3) (NH4)2C03 + CaCL2 .2H20 • CaC03 十 2NH 4Cl 
CaC03 + 2HF • CaF 2 + H 20 + CO 2 

4) CaC03 + 2HF • CaF 2 + H 20 + CO2 

제 2 절 결정성장기기의 특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결정 성장기기는 성장로와 조절계로 대분된다. 성장 

로는 수냉을 위해 2중벽으로 제작하였으며， 내부에는 열을 공급하는 Mo히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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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성장로는 3개의 부분으로 분리가 가능하며， 최하부는 지지대 

(supporter)에 안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진공장치， 열전대， 압력계 등을 장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조절계는 전력공급장치와 :t 0.1 oc 오차범위에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다(Fig. 18). 

Diff11Sion ptunp 

CpperTC 
Water c∞ ling 

svstem 
Control 

:Vfu ltim eter 

ι Fumacε moνmg 
) 

rolhπ 

Supporter ‘• i 

p。、νer

Supp l;. 

Growth furnace part Temperature control part 

Fig. 18. The schematic diagram of crystal growth system. 

Mo히터는 자체 설계， 제작되었다. 우선 원통형(직경 7아nm， 높이 lOOmm) 알루 

미나 세라믹의 중심을 경계로 상부와 하부와의 온도구배가 생기도록 상부에 Mo 

열선을 하부보다 1-2 배로 감은 후 단열재를 적절히 배열하여 전기로를 만들었 

다. 또한 흑연 도가니를 로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도가니의 상부와 하부와의 온도 

차이가 커야하므로， Mo， W 및 치밀질 Al→plate로 차단하여 전기로 상부를 보온 

하였으며， 하부는 직경 40mm의 구멍을 뚫어 온도구배를 증진시키는 한편， 종자 

결정의 부분용융을 위해， Mo plate를 장착하여 열반사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이때 

의 구멍은 초기물질내에 포함된 OH 와 scavenger PbF2와의 반응으로 야기된 HF 

등의 가스를 원활히 배출되도록 배려하였다. 용융작업시 수분과 CaF~ 또는 Pb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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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반응결과 생성된 HF가스에 대한 내구성을 고려하여 발열체 조절용 

W-5%Re/W一26%Re(W- type) 열전대를 가능한 히터 가까이 설치하였다(Fi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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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nse 페 platζ 
2. Mo p1ate 
3. porous insu1ator 
4. Mo and W plate 
5. graplùte cap 
6. graplùte ιrucibl e 

7. graplùte supporter 
8. control thennocouple 
9. upper thennocouple 
10. [ower thennocouplε 
11. Mo reflector 

Fig. 19. Configuration of fumace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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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만법에서 결정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는 고액계면의 이동속도와 형태로， 

이것은 수직 및 수평 온도구배에 의존하며， 또한 성장결정의 높이와 폭을 결정 

한다. 따라서 온도구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 이지만 효크랄스키법과논 

달리 인상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치에 따른 도가니 내의 옹도구배 측정은 불가 

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체의 양을 고려하여 도가니의 상하부에 2개 

의 열전대를 장착하여 융체 온도변화 및 온도구배를 측정하였다. 

제 3 절 로， 도가니 및 분위 기 선 택 

형석 단결정은 halide이므로 제반조건이 일반 산화물 단결정의 육성보다는 까 

다로운 경향이 있다. 즉 로 도가니 및 분위기는 물론 제반 부품의 선택이 고려 

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Mo- heater .<4 흑연도가니를 사용하였고， 분위기 

설정을 위해 전년도에 사용한 He분위기 대신에 진공에서 단결정을 육성하였다. 

제 4 절 육성조건 

형석 단결정의 품질의 척도인 광산란은 CaO의 침전이 주요 원인이며， 그밖에 

희토류 원소로 도핑한 단결정에서 관찰되는 Cl 또는 S 등도 이에 포함된다 

(Bardsley and Green, 1965). CaO의 침전은 수분에 의한 것으로， 아래의 반응 

에 의해 생성되며， 결정을 불투명하게 하는 소위 ‘고온성 수해 (pyrohydrolysis) ’ 

를 야기한다. 

CaF 2+ H20==CaO+2HF • 

일반적으로 투명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HF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거나 또는 

scavenger로써 PbF2를 첨가하면， 광산란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CaO+ PbF 2==CaF 2+ PbO • 

육성공정을 Fig. 2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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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ning and Sintering 

Charging 

Melting and Soaking 

Cooling and Annealing 

Fig. 20. Flow chart of CaF2 single crystal growth 

by Tamman method. 

1. 초기물질의 하소， 소결작업 및 충진작업 

가. 분위 기 가스(He)의 사용 

CaF2는 고온상태 에 서 흡수성 이 강하므로 600 0C 에 서 10시 간(He 분위 기 )의 하 

소와 1300 0C 에서 3시간 소결에 의해 초기물질 내의 수분 및 휘발성분을 제거하 

고， 가능한 많은 출발물질을 도가니에 충진시키기 위해 치밀화시켰다. 이 렇게 

준비된 시료를 흑연도가니에 충진시킨 후， 1- 3wt% PbF2를 도포하였다. 

나. 진공분위기 

상기한 분위기 가스에서 소결시킨 시료에 PbF2를 도포하여 성장시킨 결과， 

광산란이 관찰되 어 ， 근본적인 광산란체의 형성을 억제를 위해， 초기물질에 

scavenger PbF2 5wt%를 ball mill로 완전히 혼합한 시 료를 1O- 4torr의 진공 하 

에서 6시간 동안 800 0C 에서 소결작업을 실시한 뒤 충진하였다. 

2. 가열공정 

진공도가 10 .J torr에 이 르렀을 때부터 가열을 시작하여 .906 0C(온도조절용 TC 

의 온도)까지 :206 0C /hr로 가열한 후， 온도의 안정화를 위해‘ lhr동안 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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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부터는 도가니의 상부옹도가 1500- 1510 0C 에 도달될 때까지 20 0C /hr로 

가열한 후， 온도의 안정화를 위해 2hr동안 soaking을 실시하였다. 

3. 육성 미 ling 숭 anneanng강 정 

가열공정에 의해， 초기물질이 용융되면， 700 0C 까지 -36 0C/hr로 서냉하였고， 

400 0C 까지 50 0C/ hr, 그 이후에는 26TC/hr로 냉각하였다. 

일반적으로 annealing과정은 결정성장을 끝낸 후에 재차 가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본 실험에서는 36 0C써r로 서냉함으로써 없m얹ling과정을 대체하였다. 

Annealing과정을 겪지 않은 단결정의 경우에는 내부응력에 의해 crack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냉각속도로는 전혀 crack이 형성되지 않았다. 

상기한 공정에서 나타난 형석단결정의 최적조건은 1) 진공， 2) scavenger 

PbF2를 5wt% 첨 가하여 ball mill로 완전히 혼합， 3) soacking작업 에 서 의 온도 

구배 약 20 ::t 5 0C/cm, 4) 성장속도 3-5crrνhr일 때로， 이러한 조건이 부합되었을 

때， 고품질의 단결정이 육성되었다. 

제 5 절 희유원소의 도핑 및 상관계 

형석의 물성변화에 따른 응용물， 예를 들어， 레이저 물질로써 성장시키기 위해， 

다음 연도에 본격적으로 연구될 도핑 단결정 육성에 대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희유원소를 도핑한 형석 단결정의 모든 공정은 상기한 순수한 형석 단결정의 

공정 (ball mill에 의한 혼합과정 포함)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Table 11과 12는 

도핑물질의 주요 특성 및 사용된 시 료의 재원을 보여주고 있다. 

도핑 량은 SmF3인 경우， 100, 500ppm 및 1wt%, NdF3, 및 COF3의 경우， 100, 

500pp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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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l. The properties of various compounds. 

Compounds Sym‘/Color S,G, R.I 
m.p b,p Solubility 

soluble agents 
℃ ℃ in lOOparts 

SmF2 cub/yellow 1417 2427 

SmF3 hex/white 6 ,643 1306 2427 i; s ]-bS01 

NdF3 hex/lilac 1374 2327 i; s H2S04 

COF2 tet!pink 4.46 1127 1739 1.36 

Table 12. Specification and analytic data for dopants u sed in 

this study. 

NdF3(%) SmF3(%) COF2(%) 

제조회사 Cerac Inc. 

순도 99.90% 99.90% 99.5% 

Catalog No ‘ N-1098 S-1181 C-1117 

Lot No , 36451-L- 1 156938-A-1 36410-H-1 ,2 

<분석표> 

Ca <0.01 <0.01 0.02 
Ce <0.006 
Cr <0.01 
Cu 0.07 
Fe <0.01 
La <0.006 
Mg <0.01 <0.01 <0.01 
Mn <0.0] 
Pr <0.02 
Si 0 ,04 
Sm <0.006 
Ti 0.01 
Y <0.005 

일반적으로， 2성분계에 있어 서로 제한 없이 혼합되는 용액 또는 용체로부터 

이루어지는 정출의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고용체의 형성 없이 순수한 

성분이 정출하는 경우， 둘째; 두성분이 완전히 고용체를 이루는 경우， 셋째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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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범위 내에서 고용체를 이루는 경우， 넷째; 2상 이상의 결정상을 형성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정출방식중 CaF2-NdF~ (또는 -SmF~ )는 한정된 범위 내에 

서 고용체를 이루는 경우로(Fig. 21) , 고용체 CaF2NdFI와 NdF1CaF/또는 고용체 

CaF:!S r바 

CaF:!NdFI와 NdF~Caκ(또는 CaF2SmF: 1와 SmF~Cal딘)의 단독안정 영 역 및 공존영 역 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CaF2 단종(endmember )부근의 영역 은 fluori te꾸 

조를 갖는데 반하여， NdF:l ( 또는 SmF~) 단종 부근의 경우(NdF:l 또는 SmF:1의 

80mol%이 상인 영 역 )는 tysonite구조(또는 fluocerite 구조)를 갖는다. 

1400 
、、、、 /• N 

120이- 뉘 

CcF2 “ 

; αJO 

뼈O
 M 20 찌 60 

1.101 :; 
80 

(a) 

1000 

100 
SmFl 

100 
NdFl 

때O
 

따
 

20 40 때 
Uol % 

80 

(이 

Fig. 21. Phase diagram of system (a) CaF2-NdF~ and (b) CaF2- SmF:l. Ty 
ss= tysonite structure(Sobolev and Fedorov, 1978; Sobolev , Fedorov , 

Seiranyan, and Tkachenko, 1976 ), 

- 48 -



Wyckoff(1964 )는 tysomte구조에 대 해 lattice parameter ao=4.418Å , co=7.354 

A인 LaF3를 예로써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구조는 D 값 ( P6 3 /mmc)에 속하며， 각 원자들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존 

재한다. 

La : (2d :t (1/3 2/ 3 1/4) 

F(l) : (2b) :t (0 0 1/ 4) 

F (2) : (4f) :t (1/ 3 2/ 3u; 2/3 1/ 3,u+ 1/ 2) with u=O.57 

LaF3구조(Fig. 22)에서 La과 F간의 거리는 2.35 및 2.39Å 이며， F원자들의 최 

소 거리는 2.64Å 이다. 

많은 fluorides와 type BaThF6 등과 같은 double fluorides가 이 런 구조를 갖 

는다. 그들 units의 dimensions를 Table 13에 제시하였다. Double fluorides에서 

의 두 종류의 금속원자들은 두 개의 동가 위 치인 (2d에서 haphazard fashion 

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Table 13의 trihydrides는 (2d내에 그들의 금속원자들을 가진다. Hydrogen원 

자들의 위치 는 확립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LaF3내의 F원자들과 동일하게 분포 

할 것으로 추측된다(Wyckoff，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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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 

Fig. 22. Two projections of the hexagonal cell of LaF3. In the upper the 
lanthanum atom is black. 

- 50 -



Table l3. Crystals with the hexagonal LaF3 arrangeme n t. 

C r ystals ao, Å Co, Å 
ACF:l 4.28 7.54 

AmF3 4.067 7.225 

BaThFG 4.288 7.535 

BaUF6 4.273 7.471 

CaThFü 4.033 7.1 89 

CeF3 4.107 7.273 

(Ce,La)F 3( tysonite) 4.1 13 7.280 

β -EuF3 3.993 7.091 

ß - HoF3 3.945 6.984 

NdF3 4.054 7.196 

NpF3 5.042 7.288 

Nph 4.1 16 7.287 

PbThF6 4.2α) 7.410 

PbUF6 4.183 7.352 

PrF3 4.085 7.238(26 0C) 

PUF3 4.095 7.254 

SmF3 4.016 7.120 

SrThF6 4.133 7.342 

SrUF6 4.111 7.304 

ThOF2 4.047 7.304 

β T mF3 3.905 6.927 

UF3 4.146 7.348 

DyH3 3.671 6.61 5 

ErH3 3.621 6.526 

GdH3 3.73 6.71 

HoH3 3.642 6.560 

LuH3 3.558 6.443 

Smfu 3.782 6.779 

T bH:l 3.700 6.658 

TmH:l 3.599 6.489 

YH3 3.672 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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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형석 단결정의 특성평가 

제 1 절 단결정 의 color 및 texture 

1. Color 

Alkali halides의 color centers는 간단한 결함들에 대한 잘 설정된 예를 제공 

한다. Table 14와 15는 alkali halides에서 보여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함모델 

이 잘 설정된 많은 광학흡수 밴드를 나열한 것이다. Fig. 23과 24는 원자구조를 

스케치한 것이며， Fig. 25는 이상적인 스펙트럼에서의 광학흡수 밴드의 위치 를 

지시한다. 빈공간들은 halogen sublattice내에 존재하며， 전자들이 포획되기도 

한다.H와 Vk결함CFig. 26)은 halogen ions에 대한 crowdion 및 dumb- bell 

interstitials의 예 이 다. 두 가지 이 들 간극결 함들은 hole centres이 다. 

빈공간에 포획된 전하는 완전한 격자에서처럼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F - center vacancy에서 조차 격자에 따라 미약하나마 +전하를 띠기도 한다. 또 

한 저온에서 안정한 두개의 전자가 미약하나마 결합되기도 한다(F' defects). 

다양한 전하상태가 존재하므로 이온결합의 강도가 약하다. 예를 들어 공유결합 

을 한 silicon에서 ， vacancy center는 +2 , +1, 0, - 1, -2인 전하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Agullo-Lopez외 ， 1988). 

가. 순수한 형석단결정에서으I color 

순수한 CaF2 단결정의 경우， 투명한 무색을 보이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만일 

시료 내에 수분이나 산소의 존재로 생성된 광산란체인 CaO가 형성된다면， 투 

명도가 감소되며 흰색을 띤다. 이같은 이유로 인하여 광산란체의 제거는 형석 

단결정의 육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임을 이미 기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의 작업에서는 scavenger를 초기물질 상부에 도포하 

는 방식을 취한 결과， 광산란체의 형성을 지시하는 반투명한 흰색의 단결정이 

육성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단결정이 육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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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질과 PbF2를 ball mill로 완전히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투명한 고 

품질의 형석단결정이 육성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광산란 현상은 laser로 

확인된다. Fig. 27은 scavenger PbF2를 도포한 경우와 ball mill로 완전히 혼합 

하여 육성된 형석 단결정을 비교한 것으로， 우측은 광산란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하여 He-Ne laser로 照훌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PbF2를 도포 하였 

을 때， 붉은 빛 Oaser) 이 퍼지는 광산란 현상이 나타나지만， ball rpi11로 완전히 

혼합한 경우에는 광산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우수한 결정이 육성되었다. 

Table 14. Electron centres in alkali halides. 

Description 
A halogen ion vacancy. A lattice excitation near the F+ centre produces 

the a band. 

A halogen ion vacancy that has trapped an electron. A lattice excitation 

near an F centre produces the β band. Absorption produced by 

transitions of the F centre to higher states give the K, L! , L2 and L3 

absorption bands. 

FA ,Fn F centres bound to one or two neighbouring alkali-metal Impuri ties ‘ 

Centre 
F+ 

F 

Fz A variant of the F centre with a divalent neighbouring metal ion. 

F-(F ' ) A halogen ion vacancy that has trapped two electrons. 

F2(M) A pair of adjacent F centres 

F3(R) A triangular array of three F centres. Although possible 

arrangements are a linear chain of three vacancies , an L-shaped set in 

the (1()()) plane or a triangular set in the (1 11) plane, the model currently 

believed i s the latter (1 11) arrangement. 

F4(N) Four F centres linked together. Two possible configurations are a 
parallelogram of vacancies in the (1 11) plane which may produce the N! 

absorption and a tetrahedron of vacancies which may give the N2 

absorption 

Fz- (M') , F3- By analogy with the F centre the F2, F3 or F4 centres may trap an 

(R' ),F4-(N') additional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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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H ole centres in alkali halides. 

Centre 

V" 

D escription 

Self- trapped hole on a pair of halogen ions , i.e. effectively X~ 

H Hole trapped along four halogen ions in three adjacent lattice sites aligned 

along (10 ), This is a neutral crowdion interstitial, effectively X 4 

V-l A halogen di - interstitial, probably aligned along (11 1) 

HA,HIl Variants of H centres adjacent to alkali impurity ions 

Interstitial halogen ion , X 

+ + + + 
+ι 口 + + F0 + 

+ + + 

￡잖 
F' 

+ + 휩 + 
-ι + + 

Fig. 23. Models of halogen vacancy defects in a lka li halides. 

A g c 

Fig. 24. Section a l views of the F :1 and F 4 halogen ion vacancy defects in 

a lka li h a lides. 
(A) F:l has three F centres arranged on a (11) plane. F 4 may exis t either 

as (B) a tetrahedron or (C) a parallelogram of vac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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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The reJative positions of the major opticaJ absorpLion bands in 
aJkaJi haJide crystaJs. In perfect crystaJs there are no absorption 
fea tures between the absorption edge Egap and the infraredUR) 
restrahJ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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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chematic structures for an H and a VK centre in aJkaJi halides. In 
each case an hole is trapped on the haJogen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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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CF1l4 

0 

CF129 

20mm 
에
 

이
 

/ 
l ‘ 
、

Fig. 27. Photographs of CaF2 single crystals. 
(a) Crystal (PbF2 coated on s tarting materiall 
(b) The photograph of optical scattering for crys ta l(a) by laser iπadi ation. 

(c) Crystals (PbF2 mi xed with s tarting material by ball milll 
(d) The photograph of optical scattering for crys ta l( c) by laser irradiation. 

Optical scattering intensity is s tronger when PbF~ is coated on s tarting 

material than when PbF~ mix with s tarting materi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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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흐|유성분을 도핑한 형석단결정에서의 color 

희유원소의 치환에 의해 다양한 색조를 띠는 단결정이 육성되었다. 이것은 

희유원소가 Ca원자를 치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color center로， 특히 halide인 

경우 이 를 F-center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환의 가능성은 동일한 전 

하， 비슷한 이온반경을 가진 원소간에서 잘 일어난다 Table 16에서 Ca2+와 도 

핑물질인 Co, Nd 및 Sm의 이온반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희유원소를 0.02mol% 이상 도핑한 형석단결정의 경우， laser 

action 이 가능하다(Abrahams and Herkart , 1965). 

Table 16. Ionic radii ( Å) of doping elements. 

CaL+ : 0.99 Co~+ 0.74 Nd‘>, l.00 Sm:!+ l.11 
Co3+ : 0.63 Sm3+ : 0.96 

Table 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m3+ 또는 Nd3+ 인 경우， Ca2+와 매우 유사 

한 이온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치환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Sm3+에서만 뚜렷한 색조변화를 보였다. 

SmF3를 각각 100, 500ppm 및 1wt%를 도펑 하였을 때， 그 색조는 연한 녹색으로 

부터 매우 진한 녹색(육안 관찰시 거의 불투명할 정도)으로 점차 진해지는 경향을 보 

이 고 있다(Fig . 28) . CaF2에 포함된 Sm은 2가 상태 일 때 낮은 농도(O.05mol%이 하)에 

서 조차 진한 녹색을 보인다. 그러나 시약이 산화되어 그 계가 오염된다면， Srn2+는 

Sm3+로 되어 CaF2 결정은 무색이 된다. 그러므로 Sm2+ 흡수강도는 미 량의 산화된 

시약에 대한 지시자로써의 역할을 한다(Guggenheim， 1961) 결과적으로 SmF3를 도 

핑 하였을 때， Sm+3의 일부가 결정화작용에서 2가로 환원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밖에 NdF3, 및 CoF:，를 100, 500ppm 도핑 한 결과， 100ppm을 도핑 한 경 우에 는 미 

약하나마 색조를 띠나， 5%ppm으로 증가시켰을 때에는 투명하였다(Table 17)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Sm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화상태와 관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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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Color change of SmF3, NdF3 and COF2 with dopant content. 

:κ 

No Ðopants Wt % of dopants mol % of dopants 

CF-1 33 

CF- 134 SmF3 

CF- 142 

CF- 137 
NdF3 

CF- 140 

CF- I38 COF3 

CF- 139 

The color is very deep one like opaque 

(a) 

1.000 

0.010 

0.050 

0.010 

0.050 

0.010 

0.050 

(b) 
o 20mm 

그 

0.3788 

0.0038 

0.0188 

0.0039 

0.0194 

0.0067 

0.0337 

color by naked eye 

tnten se green 

green 

deep green 

pale green 

colorless 

pale yellow 

colorless 

(이 

Fig. 28. Photographs of SmF3 doped CaF2 single crystals. 
(a) 100ppm, (b) 500ppm, (c) 1 wt% 

2. 실체현미경에 의한 조직 (texture) 관찰 

실체현미경을 통한 조직 관찰을 위해， 육성된 시 료 (CF130)를 댄마크 Struers 

Co.의 Minitum saw를 사용하여 90rpm/min인 속도로 절단하였다(Fig. 29). 

단결정의 최상부에 해당되는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한 시료의 경우(Slab 1)는 

최상부 표면 즉 고액계면에 나타난 조직을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두께 약 

4.5mm로 절단하였다. 본 관찰을 위해 사용된 실체현미경은 국산 Dongwo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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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ocular microscope 였 다. 

탐만법은 도가니 내에서 육성시키는 방법이므로， 단결정의 모양은 도가니의 

형태에 좌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육성된 결정의 모든 형태는 일정하였다. 

성장된 단결정의 표면부는 소위 말하는 고액계면을 지시한다. 탐만법은 고액 

계면의 일부분과 도가니가 접촉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야기된 어떤 불규칙성은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핵형성의 원인이 된다. Fig. 30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볼록계변인 경우， 다핵을 이루며 성장된 어떤 결정 (spurious crystal) 

들은 나머지 主결정에 의해 외곽으로 밀려나지만， 오목계면인 경우에는 다핵을 

이루며 성장된 결정들은 主결정의 측면으로 계속 성장된다. 고액계면의 모양은 

(1) 성장속도가 증가하거나， (2 ) 용기벽의 두께가 증가하거나， 또는 (3) 용기의 

열전도도가 감소된다면 보다 오목해지는 경향이 있다. 

육성된 단결정내의 원자배열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이 상실된 곳을 결함이라 

하며， 크게 미시적 결함과 거시적 결함으로 대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속 

하는 것으로는 점결함， 선결함 및 면결함이 었으며， 후자인 경우에는 기포， 균 

열， cell구조， 함유물， 석출물， 줄무늬 facet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절에서는 성 

장된 형석단결정 표면， 즉 고액계변에서 관찰된 사항을 설명코자 한다. 

좌ζ r;$45 
• 7 

• 9.5 

20 .... 
-I 

(b) (a) 

Fig. 29. Photograph of grown single crystal, and the cutting sections for 
observation by binocular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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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quid Sd id Uquid 

(a) (b) 

Fig. 30. The growth spurious crystals nucleated at the intersection of the 

solid- liquid interface with the crucible wal l. 

Cell구조는 거시적인 결함 중 가장 큰 결함으로 다결정을 형성하기도 하는 데， 

이는 조성적 과냉으로 인해 발생되며， 결정 이 평탄한 고액계변을 이 루면서 성 

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방향으로 길이가 긴 봉형으로 결정이 고액계면에서 다 

수가 돌출하여 자라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조직을 성장방향에 대해 수직인 단 

면으로 보면 세포 또는 벌집모양이 된다. Fig. 31는 cell구조의 형성기구 

(Laudise, 1970)를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성적 과냉은 고액계면에서의 

옹도구배가 작을 때 발생하기가 쉽다. 온도구배가 커질수록 (a)로부터 (f)로 결 

함의 모양이 변화된다. 

균열 (crack)은 온도구배에 의한 열응력이나 Curie온도 근방에서의 자발분극에 

의한 팽창， 수축과 결정과 결정축간의 열팽창계수의 차이가 원인이 된다(Sugii 

et al., 1971; Bonner et al., 1970). 

기포(void)는 융액이 고액계면에서 고화되면서 기체를 벙-출하게 되 는데 ， 이 

기체가 계변에 흡착되면， 결정 속으로 들어가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 육성된 형석 단결정 의 경우， 고액계면이 상부로 약간 볼록할 때 

고품질의 단결정이 육성되었다. 그러나 성장된 단결정 의 상부표면에서는 위치 

에 따라 몇 가지 타입의 조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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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 
% 
。
￡。

(e) 

) z r ’ ( 

Fig. 31. Relationship between the shape of cellular growth and temperature 

gradient(Laudise, 1970) (a) dendrite , (b) regular cell , (c) elongated 

cel l. (d) irregular cell , (e) pox and (f) plain. 

순수한 CaF!시료인 경 우， 대다수는 regular cell 및 dendritic조직 이 관칠-되 는 

데， 이 는 탐만볍의 경우， 낮은 온도구배로 육성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 증하 

고 있는 것 이다(Fig . 32a) . 그라 나 이 들 조직은 대칭성이 결여된 것으로 미 푸어 

로내의 configuration에서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SmF:~를 lOOppm 도핑 한 시 료의 경우， 주로 regular cell조직으로 구성되 며， 외 

곽으로 갈수록 dendritic조직 이 증가한다(Fig. 32b). 이 러 한 현상은 외 곽부가 중 

앙부보다도 열원에 근접하므로， 낮은 온도구배를 갖게된데 기인펀 것이디 또한 

외곽부에 domain이 발견되며 (Fig . 33) , 이라한 domain은 도핑량이 많아점에 따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domain는 거친 연마 상태에서는 관찰되지만， 경변띤 

마시에는 관찰되지 않는다. 경면연마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세척상의 문제인데， 만일 

차가운 물을 사용할 시에는 단결정에 crack이 생기게 되므로， 미지큰한 물에서 세 

척하여야 한다. 특히 희유원소를 도핑한 단결정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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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Fig. 32. Photographs of surface textures for (a) pure CaF2 and (b) lOOppm 
SmF 3 doped CaF 2 single crysta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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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 Photograph of domain in 10üppm Sm- doped CaF2. 

제 2 절 전위밀도 측정 

융액성장법으로부터 육성시 전위의 생성 기구로는 1) 종자결정 자체가 가지 

고 있는 전위가 성장된 결정으로 전파， 2) 열응력(또는 외력)에 의한 전위형성 

(Tiller, 1963), 3) 불안정한 고액계면에 의한 전위(Brice， 1973) , 4) 과잉 공공 

(bubble)이 농집된 aggregation에 의한 전위형성 및 공공에 의한 증식， 5) 불순 

물의 편석에 의한 전위의 전파 및 6) 융액으로부터 전위 도입 등이 있다. 이 들 

전위의 도입기구는 결정 중에 전위를 형성하는데 복합적으로 야기되기도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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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에서 발생된 모든 전위의 성인을 명확히 해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 

上招夫와 小松 뺑， 1982). 

Leckebusch외(1972)는 다양한 방법， 즉 브리지만， 효크랄스키， 승화， gel 및 

flux법으로 형석단결정을 육성하였다. 그들에 의해 측정된 전위밀도는 승화， 

flux 및 gel법으로 성장시킨 결정의 경우에는 거의 전위밀도가 0에 가까웠으며 ， 

효크랄스키법에 의한 경우는 6- 14.5 ::t 105/cm2 그리고 브리지만법에 의한 경우 

에는 2.75 -2.9 ::t 105/cm2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방향성 응고법(브리지만 

법)으로 성장시킨 단결정이 인상법(효클랄스키법)으로 성장시킨 결정보다 우수 

한 품질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육성된 형석단결정의 품질 척도의 하나인 전위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장 

된 단결정 의 하부시 료(Fig. 29의 Slab II)의 양면을 2000, 3000, 6000mesh 및 

0.3μm의 순서로 경면 연마하였고， 38% HCl로 상온에서 30분간 에칭하였다. 

관찰된 에칭피트는 끝이 만곡된 부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으며， 

dislocation loop가 관찰된다 이러한 피트들은 cleavage면으로 사료되 는 일련의 

선을 따라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 이외에 다른 면에서는 거의 에칭피트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Fig . 34). 

전위들이 대체로 선상배열을 하고 있으므로 평균 전위밀도를 측정하는데 있 

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에칭피트가 관찰되는 곳에서의 개략적 이나마 

측정한 결과 평균 약 수천개Icm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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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Photograph of etch pits. 

제 3 절 X-ray 및 TEM 분석 

1. X-ray 

XRD분석은 Phillip사의 X - ray Powder Diffractormeter를 사용하였으며， 

4- 1300의 범위로 측정하였다. 

육성된 단결정에 대한 개략적인 성장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성장축에 수직으 

로 시료를 절단하였다. 절단된 시료에 대한 XRD 분석 결과， (220)면 만이 관찰 

CFig. 35)되어， 성장방향이 <11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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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_ 35. XRD pattem of single CIγstal for determination of growth direction. 

2. TEM 

성장방향의 측정을 위해， 독일 Carl Zeiss Co.의 모델 EM912 Omega 투사전 

자현미경 (TEM)을 사용하였다. 육성된 단결정을 성장축에 수직하게 절단하여 

한쪽 면을 경면연마한 다음 아세톤에 용해되는 접착제 (crystal bond)를 사용하 

여 slide glass에 접착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면을 경면연마하여 두께 3μm 정도 

인 연마편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연마편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mm의 Cu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에폭시로 접착시키고， 링을 접착시킨 연마편을 

드릴로 절단한 다음， 아세톤으로 접착제를 제거하여 연마편을 slide glass로부 

터 제거하였다. 이 연마편을 ion beam을 주사하여 hole을 만들어 흑연을 코팅 

한 TEM 시편을 제작하여 성장된 단결정에 대한 TEM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때의 카메라상수=19.89mm ， 카메라거리 =580mm ， 전압=120kV 였다. 시료의 결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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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uchi line을 1.90 , y축으로 10.90만큼 tilt되었음이 X죽으로 절단 과정에서 

이 러한 Fig. 36은 실시하였다. 。-E 서
 「

분
 

보정하여 이를 확인되어 측정함으로써 

공간군 Fm3m에 있는데， 형석의 보여주고 TEM에 의한 회 절패턴 사진을 

h=2n 소멸규칙 ( 100)면상에서 .7. .. 나타내었다. 따라 회절반점을 소멸규칙 에 '-'-
h+k=2n, 소멸규칙 ( 11 1)면상에서는 그리고 (200), (400), (600), 해당되는 에 

회 대응하는 (1 11) , (222) , (333)이나 (11 1), (222) , (333) 인 h+l=2n에 k+l=2n 

측정된 의해 XRD에 <011>방향으로， 서자바하으 
。 d d -d '-一이때의 절반점 이 나타났다. 

결과와 동일하였다. 

’:J 1 ~'~1j ，' :';':1 1 tJ uυ ::':": UJo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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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 EM image for CaFz single crystal. 

고찰 부과하천 
1..!- 0 -,• 1 

;져 
E즈 4 저1 

투과도를 냐타낼 뿐이다. 형석 투명도는 정성적 인 육안으로 관찰한 단결정의 

사용되 널리 때문에 우수한 투과도 파장범위에서 영역의 경우， 넓은 단결정의 

희유원 

적 소를 도핑한 형석단결정에서의 활성이온에 의한 흡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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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 영역 및 자외/가시광선 영역에서 투과도 및 흡수도를 측정하였다. 

1. 적 외 분광광도계 (IR spectrophotometer) 

성장된 단결정에 대한 적외선 영역에서의 투과도를 측정코자， 성장된 단결 

정을 성장방향에 수직한 면으로 두께 약10mm로 절단한 뒤 0.3μm까지 경면연마 

하였다. 본 IR분석은 Brucker사의 IFS55 기종을 사용하여， 400 • 4000cm 1 의 파 

수 (wavenumber) 영역에서 수행하였다. 

Fig. 37은 순수한 CaF2 단결정 시료 및 희유원소를 도핑한 단결정에 대한 투 

과 spectrum을 나타내고 있다. 파장 1250-4000cm- 1에서의 투과도는 순수형석의 

경우， 88% ， Sm을 도핑한 시료의 경우， 74% ， Co를 도핑한 시 료의 경우 89% 그 

리고 Nd를 도핑한 시 료의 경 우 93%였다 형석의 경우， 투과도를 좌우하는 요인 

은 단결정내의 광산란체에 기인된 것으로， 가열시 초기물질， 도가니 및 로 등에 

서 유리된 수분이 성장로 내에서 부유하다가， CaF2와 반응함으로써 생성된다. 

2. 자외/가시 분광광도계 (UV꺼rrs spectrophotometer) 

UVDC 39기 종을 사용하여 , 190- 800nm 파장 범 위 에 서 흡수도를 측정 하였다. 

순수한 시료인 경우의 뚜렷한 흡수 피크는 발견되지 않으나， 360nm인 파장에 

서， 다른 도핑한 시료와 공통으로 급격한 흡수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흡수피 

크는 SmF3를 100ppm 도핑 한 시 료의 경우， 238.5, 254, 305.5, 364, 424, 613.5 및 

622nm에 서 , NdF3인 경 우， 238.5, 253, 304.5, 424.5, 444, 616.5 및 629.5nm에 서 , 

그리고 COF2인 경우， 290.5, 429.5 및 629nm에서 나타내고 있다(Fig. 38). 

대체로 순수한 형석의 경우， 가시영역에서 흡수도가 8%(투과도 92%)로， 투과 

도가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약 420nm에서， Sm, Nd 및 Co를 도핑한 

시료가 흡수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620nm 영역에서는 Sm 및 Nd을 

도핑한 시료만이 흡수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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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Spectral transmission curve for pure and doped fluoritc 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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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흑연도가니와 진공에서， 팀-만법에 의한 순수 형석 단결정 육성은 물론， 차년도 

의 예비 실험으로써， 희유원소들을 도핑한 형석단결정 육성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결정이 하부에서 상부로 성장되므로 대류가 없어 고액계면이 매우 안정 

하며， 진동이 없으므로 가장 고품질의 단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탐만법에 의한 형석 단결정 육성최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온도구배 : 20 oC/cm 

냉 각속도 : -36 0C/hd성 장속도 3-5mnνhr) 

Scavenger 5wt% PbF2 

- 고액계면 : 상부로 볼록한 계면 

2. 육성된 형석 단결정 에 대한 XRD 및 TEM분석 결과， 성장방향은 [110] 이 

었다. 또한， 편광현미경하에서 관찰된 복굴절은 매우 낮았으므로 결정 내에 응 

력이 매우 약했음을 지시한다. 

3. 고 액 계 면 상에 나타난 cellular texture로는 dendritic 및 regular cell 조직 

등이 관찰되며， 이는 형석단결정이 낮은 온도구배에서 성장된 것임을 지시한다. 

4. 전위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38% HCl로 상온에서 30분간 에칭하였다. 에칭 

피트의 모양은 끝이 만곡된 삼각형이었고， 이들 피트들은 벽개변을 따라 분포 

하는 특정이 있다. 평균 전위밀도는 2 ~ 3 x 1037~ /cm2이 었다. 

5. 가시 및 자외선 영역(l90-800nm)에서 흡수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360nm(자외 및 가시영역의 경계)에서 급격한 흡수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 

시영역에서 뚜렷한 흡수피크는 관찰되지 않으나， 약 8%의 흡수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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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외선 영역에서의 투과도는 88%였다. 측정 파수의 범위는 400- 4000cm - 1 

이었다. 

1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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