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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CdZnTe (CZT) 합금은 의료기기, 우주항공, 보안검색 등의 국가전략적 산업에의 

응용으로 인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소재이다. 대구경의 단결

정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몇 가지 특정 문제가 남아있으나, 고품질의 

단결정에 대한 산업적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적화된 결정성장 프로세스에 대

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CZT 단결정 성장과 특성평가의 연구 동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CZT의 복잡한 Phase diagram에서 기인한 문제점을 설명한 

후, CZT의 compensation 개념과 특성과 함께 일반적인 물리, 화학적 특성을 설명

한다. 다음으로 단결정을 성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며 특히, 성장 시에 생성

될 수 있는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결정의 품질을 향상시

키는데 필수적인 열처리 공정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성장된 단결정의 특성을 

평가하는 각종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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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dZnTe (CZT) alloys are very important semiconducting compounds due to their use in 

several strategic applications in medical, space, and security devices, especially, radiation 

detector. Specific problems of the bulk crystal growth are still to be solved. However, since 

industries require excellent bulk CZT crystals, a strong effort is being organized worldwide to 

optimize the growth process and obtain better material.  

This report presents the study trend of the bulk CZT crystal growth and characteristics. 

After the first section where the problems connected to the complicated phase diagram of 

CZT are presented, the second section describes the various genera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together with the compensation problems of the CZT material. In the third section, 

various growth methods are described, paying attention to the defects generated in the 

different cases. Further, the annealing process which is an essential step for improving the 

crystal quality is described. In the last section, the general material characterization methods 

are presented, as a scientific approach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the bulk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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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Cd1-xZnxTe 화합물은 물성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의료기기, 우주산업 등

의 응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위의 합금 중에서도 Cd0.96Zn0.04Te와 Cd0.9Zn0.1Te의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Cd0.96Zn0.04Te의 경우 infrared(IR) 

focal plane array 검출기와 같이 HgCdTe 박막이 도포되는 응용기기의 기판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출기에는 섬세한 Zn 조성 조절과 기판과 박막의 정

밀한 격자정합(Lattice Matching)을 요구하는 초고품질의 기판이 요구된다[1-2].  

본 보고서는 흔히 CZT로 통용되는 Cd0.9Zn0.1Te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하

며, 위의 합금은 의료기기, 우주항공, 보안검색 기기 등에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CZT는 1960년대에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진보된 결정 성장기술, 가공 

및 전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로(Furnace) 설계 기술, 수학적 모델링(Modeling) 등의 

발전으로 인해 CZT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CZT 기반의 검출기는 넓은 밴드 갭(Band Gap), 높은 원자 번호, 그리고 상온 운

용성 등의 장점을 가지며, 이로 인해 Ge(germanium), Si(Silicon) 기반의 반도체 검

출기뿐만 아니라 섬광체와 같은 기존의 X-ray, γ-ray 기술도 빠르게 대체하고 있

다[3]. CZT 기반의 검출기는 섬광체에 비해 높은 에너지 분해능을 제공하기 때문

에[4-5], 섬광체 기반 검출기에서 노이즈 대비 신호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photomultiplier tube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Ge, Si의 반도체 검출기는 밴드 

갭 에너지가 작아 상온에서 높은 누설전류(Leakage Current)를 나타내기 때문에 극

저온에서 사용되어야 하지만[5], CZT 검출기는 상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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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roperties of CZT Crystals 

CZT에 관련하여 발표된 수 많은 논문에 따르면, 결정 성장에 앞서 CZT의 기본

적인 물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태도(Phase 

Diagram), 화학-물리적 특성 그리고 전기적 compensation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

다.  

1. Phase Diagram 

상태도는 주어진 합금 시스템에서 따른 성분간의 평형을 나타낸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시스템 내에서 주어진 조성(x), 압력(P), 온도(T)에 대해 각각의 상호연

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 압력, 조성

이 주어줬을 때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등을 알려주는 상태도의 이해는 필수적이

다[6]. CZT의 상태도에 대해서는 Greenberg가 비교적 정확한 화학당량

(Stoichiometic) 계산을 수행하였다. 위 연구의 중요한 결론을 지금부터 기술하도록 

하겠다.  

 

Figure 1. T-x projections of the Cd0.9Zn0.1Te solidus [7 ] 

 

Figure 1은 T-x projection으로 CdZnTe 용융은 congruent 조건 안에서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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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Liquidus line은 용탕에서 결정들의 잔류 상호작용 때문에 

congruent 용융점 근처에서 쌍곡선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다 실용적 정보는 최대의 화학당량 오차는 860℃에서 Te의 최대 고체 용

해도(Solid solubility) 4x10
18
 cm

-3를 가지고, Te-rich 쪽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역행 용해도의 결론은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고체 CZT내에 Te 

precipitation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8], 결정 성장 공정을 세울 때 이를 잘 반영하

여야 한다.  

 Te vapor와 함께 Te-rich 고용체(Solid Solution) 가 평형상태인 P-T projection으로

부터 주어진 조성의 용탕에 대해 부분 압(Partial Pressure)이 온도에 의존한다는 중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9]. 이러한 정보는 결정 성장 기술 및 방법 설정에 매

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조성 상태도[10]는 Cd-Zn-Te 합금 설계 시 이론적, 실험적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주어진 온도 하의 Cd, Zn, Te 간의 평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  

요약하면, Cd0.9Zn0.1Te의 상태도는 결정 성장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적

이고 재현성있는 결정 성장 공정 설계를 위한 안전한 실험 조건 설정을 할 수 있

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본 장에서는 결정 성장 공정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CZT의 일반적

인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2.1. structural Properties 

 Atomic number: 고에너지 방사선용 검출기에 CZT를 사용하는데 있어 하나의 장

점은 기존의 검출기 소재로 알려진 Silicon(Z=14), Germanuim(Z=32)에 비해 높은 

평균 원자번호(Z=50)이다.  

 Density: CZT는 약 6 g/cc의 밀도를 갖는다[11-12]. 높은 밀도는 γ-ray와 같은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이 입사될 때, 높은 Stopping power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보고된 

CZT의 밀도는 5.8~6.68 g/cc로 차이가 있으나[5,13], 이러한 물성은 입사되는 방사

선과 결정 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높은 검출 효율을 나타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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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hanical properties: CdTe 구조에 Zn을 소량 첨가함으로써 결정 격자가 강화된

다[8]. Zn-Te의 이온도(iconicity)는 Cd-Te의 이온도보다 작으나 Zn-Te의 결합에너지

는 높기 때문에 화합물의 안정성과 shear modulus는 증가하고, 반면에 dislocation과 

아결정(Subgrain)의 밀도는 감소한다[6]. 일반적으로, Zn를 첨가함으로써 결합생성

에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14]. 또한, Zhang 등은 CZT에서 (111) 결정면이 

가장 높은 경도값을 갖는 것을 밝혀냈다[15]. 

2.2. Thermal Properties 

 Heat of fusion: CZT 합성 시의 발열 특성은 CZT의 융해열(Heat of Fusion)에서 기

인한다. 이 값은 약 209.2J/g이며, 결정 성장 공정에 반영되어야 한다[13]. 

 Heat capacity: 열용량은 CZT 결정 성장 시 열역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

성이다. 용융 상태에서 CZT의 열용량은 0.187J/gK이며, 고체상태에서는 이보다 약 

20% 정도 낮은 0.16 J/gK으로 알려져 있다[13].  

 Thermal conductivity: CZT의 열전도도는 액체상태(1.085~1.09 W/mK)에서 보다 고

체상태에서 (0.907~0.97 W/mK) 더 낮은 값을 갖는다[13,16]. 이 값들은 둘 다 CdTe

에서의 값(고체: 1.5 W/mK, 액체: 3 W/mK)보다 낮다[17]. 

 낮은 열전도도와 높은 점성(Viscosity)(4.15x10
-3
cm

2
/s)[13]으로 인해 CZT 용탕의 

Prandtl number는 약 0.4 정도가 된다. 이것은 CZT는 용융 상태에서 금속이기 보다

는 반도체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점성은 Si나 GaAs와 같은 다

른 반도체 물질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Electrical Properties 

 Band-gap energy: CZT는 band gap 에너지가 상온에서 1.5eV 이상을 갖는 wide-

band-gap 합금이다[5,18]. CdTe는 약 1.54eV의 밴드 갭을 가지며[19], Cd0.9Zn0.1Te는 

1.6~1.65eV의 밴드 갭 에너지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8,11]. 

 고체 상태에서의 Zn 함량에 따라 밴드 갭의 값이 변화하는데[14], Zn의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electron-hole pair를 생성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반대로 자유전자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20]. 

 Electrical resistivity: 전기적 저항은 식(1)과 같이 표현된다.  

ρ �
�

�·��·µ	
�·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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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q=1.6x10-19C, n과 p는 각각 electron과 hole의 농도 μn, μp는 mobility이다.  

 Ⅱ-Ⅵ족 반도체 화합물에 비해 CZT의 장점은 dark current는 낮으면서, 전기저항

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검출기 전체에 균일한 전기장을 가지

고 ohmic contact을 만들 수 있게 한다[2].  

 Ionic character: Ⅱ-Ⅵ족 화합물의 강한 이온화 특성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만든다. CZT의 높은 이온화 특성은 다음의 몇 가지 결과를 야기한다[6]. 

  a. 고체상태에서의 낮은 열전도도 

  b. hexagonal 구조와 twin에 대한 강한 경향성 

  c. stacking fault, dislocation과 같은 결함이나, vacancy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감소 

 마지막 특성은 Ⅱ-Ⅵ족 화합물의 주요 문제이며, 이로 인해 결정을 성장시키기가 

매우 복잡하다. CZT의 이온화 경향은 다른 Ⅱ-Ⅵ족 화합물보다 높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6]. 

2.4. Melt Properties 

 CZT melting point: CZT의 용융온도는 결정 성장 공정에 매우 중요하다. 온도구

배, 균일온도, 결정 성장 속도 같은 성장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용융온도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Guskov 등은 Cd0.9Zn0.1Te의 용융점을 약 1104℃

라고 보고하였다[21]. Shcherbak는 1112℃와 1121℃에서 점성(η)을 온도의 함수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cluster dissolving 기구로 설명하였다[22]. 또한 균일한 용탕에

서 핵생성은 1091℃에서 시작되고 응고는 1091℃에서 끝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가열과 냉각 곡선의 교점이 1126℃라고 하였다. 이는 가열된 용탕은 이 온도에서

만 균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egregation coefficient: CdTe에서 Zn의 segregation coefficient 값(k)은 1.16~1.35 사

이로 보고되고 있다[6,11]. CZT내의 불순물에 대해서 segregation coefficient는 원소

에 따라 다르나 1보다 작을 수도 있고(In=0.07, Cu=0.05, Ag=0.05, Bi=0.02, Na=0.001), 

클 수도 있다(Al=3.6). 

 Strain: CZT에서 strain은 성장계면에서의 높은 열 구배, ingot내의 Zn 성분편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큰 strain은 Zn segregation의 방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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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응고되는 부분에 가장 큰 strain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성

장 후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6,23]. CZT는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CRSS)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CZT 결정 성장에서 strain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Compensation Problem 

본 장에서는 CZT에서 전기적 compensation에 관련된 이슈와 현재 연구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3.1 Overview 

성장된 CZT 결정은 상대적으로 불순물과 자체결함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 ~10
16
cm

-3
). 이러한 결함은 불안전한 전하수집을 야기하는 짧은 carrier drift length

를 갖는 저 저항 물질을 만든다. 고 저항 물질은 약 10
16
cm

-3
 농도의 shallow 

acceptor로 compensation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24].  

하나의 방법은 반작용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불순물을 주입함으로써 불순물이나 

자체 결함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재료의 전기저항이 밴드 갭 

중간 부위에 Fermi level을 고정함으로써 조절된다. 이 때 shallow-, deep-level 불순

물 사이에서 dopant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해야 한다[25]. 

3.2 Native defects or residual acceptors 

 Cd vacancy(VCd)는 CZT에 약 10
11
cm

-3의 농도로 들어있는 주요 자체 shallow 

acceptor(sA) 결함이다[8]. 이 결함은 CZT에서 전기적 보상과 carrier trapping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26]. 게다가 VCd이 InCd, ClTe 등의 shallow donor(sD)와 결합할 때 

착물, A-center를 형성한다. 고 저항의 CZT의 경우 Zn 원자는 Cd site에 들어감으로

써 VCd의 농도를 낮추게 된다. Figure 2를 보면 일반적으로 Cd1-xZnxTe에서 나타나

는 자체 결함, 불순물, 착물 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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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rief description of the native defects, impurities, and defect complexes, which 

were detected in semi-insulating Cd1-xZnxTe with the value of their ionization energy 

levels[8]. 

 

3.3. Electrical Compensation in CZT 

 CZT에서 전기적 compensation 주요 기구는 다음의 세가지 이다. 

Compensation of shallow acceptors(sAs) with shallow donors(sDs): conduction band 아래

의 band emission을 가지고 있는 sDs는 ⅢA족 (Al, Ga, In)Cd나 ⅦA족(Cl, Br, I)Te로부

터 생성된다[24,27]. sDs는 A center를 형성하기 위해 sA나 VCd와 결합한다[26,28]. 

사실 A center의 강도 감소는 자체 결함의 중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저항 

물질에서 A center는 고려하기에는 Ev+0.15eV로 너무 얇다[19]. 

 Valence band위에 위치하는 shallow acceptor는 ⅠA족 (Li, Na, K)Cd와 ⅠB족 (Cu, Ag, 

Au)Cd를 포함한다[24,29]. In이 sD로 사용될 때, Vcd-2(sAs)는 다음의 식에 의해 

compensation된다.  

                       In + VCd
-2
 = InCd

+
 + 3e

-
                     (2)  

여기서 InCd
+는 이온화된 shallow donor이다[30]. Shallow donor는 먼저 shallow 

acceptor인 VCd
-2와 결합하여 acceptor complex인 [InCd

+
VCd

-2
]
-를 생성한다. 다음 단계

로 deep-level의 중성 complex [2InCd
+
VCd

-2
]
0가 형성된다. 여기서 acceptor complex와 

중성인 complex가 CZT에서 compensation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CZT compensation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Cl, In과 같은 shallow donor를 이용하

였는데, 이 경우 고 저항의 CZT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donor-acceptor 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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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 compensation을 얻기가 힘들다. 또한 결정 성장 과정에서 segregation 

coefficient가 위치 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성장된 결정에서 특정 부위만 

compensation이 일어나기도 한다. Shallow donor는 잉고트 전체에 걸쳐 수 ppm의 

정확도로 shallow acceptor에 의해 정확히 compensation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

려운 부분이다. 

 Cl이나 In을 도핑하여 얻는 두 번째 효과는 complex: (ClTe
+
-NaCd

-
)
0
, (VCd

-2
-ClTe

+
)를 

형성하여 acceptor의 중성화와 VCd의 감소이다[24].  

Compensation mechanism by intrinsic defects: intrinsic defects에 의한 compensation은 

VCd
-2와 Te antisite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이 compensation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의 단점은 검출기의 실제 크기가 작고, compensation 되지 않은 defect가 결국 

분극됨으로써 검출기의 성능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31]. 

Compensation with deep donors: deep donor를 이용한 compensation은 shallow donor

를 이용한 방법보다 안전하다. 왜냐하면 저항은 deep donor와 shallow donor의 농도

의 합에 따른 함수이기 때문이다[24]. 

전기적 compensation은 밴드 갭의 중간인 약 Ev+0.8/0.74eV 근처의 깊은 전자 

level에 국부적 결함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19]. Deep donor를 올릴 수 있는 

intrinsic defect는 GaAs 모델에 따라 Te antisite(TeCd)로 알려져 있다[24]. CZT에서 고 

저항은 초과 Te로 인해 밴드 갭 중앙부위에 pinning된 Fermi level에 TeCd결함의 존

재로 설명될 수 있다[19,32].  

Deep level 결함은 전기적 compensation을 얻기 위해 donor 도핑된 물질로 인해 

야기된다. 성장 중에 용탕의 조성을 조절함으로써, n-type 또는 p-type의 

conductivity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Te-rich 조건하에서의 결정 성장은 일반적

으로 p-type conductivity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정은 전형적으로 TeCd anti-site(deep 

donor), Cd-vacancy(shallow acceptor), Te-related native defect와 같은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8,24,31]. Deep level의 농도가 10
13
cm

-3을 초과하면, deep electronic level에 축적

된 공간 전하(space charge)가 분극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검출기 내

의 전기장을 변형시키고, 낮은 charge collection efficiency를 갖는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33]. 사실, 전기적 compensation과 고 저항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동일한 deep 

level 결함은 재결합점 또는 carrier trap의 역할을 수행한다[34].  

고 저항은 다양한 도핑 물질을 사용하여 얻어진다. Dopant는 비슷한 결과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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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으며, compensation되는 전기 level은 intrinsic deep level이 된다[24]. Sn, 

Ge, V은 CZT에서 deep donor로 사용되며, V와 Ge의 deep level은 midgap(0.75eV)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photorefractive 등에 응용된다. 이것들은 deep donor에 의한 

shallow acceptor의 compensation 기구를 따른다. Pb, Sn, Cl과 같은 dopant는 농도에 

따라 n-type 또는 p-type 저항을 만들 수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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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rystal Growth 

CZT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해보면 CZT의 대구경 결정 성장 공정은 여타

의 반도체 재료에 적용되는 공정과 비교해 필연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본 자

에서는 결정 성장에 당면한 문제와 성장에 필요한 초기 조건들에 대해서 기술한

다. 또한 결정 성장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결과, 몇 가지 결정 성장 방법 그리고 

성장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결함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장 후 열

처리에 관하여도 설명한다.  

1. General Problems and Initial Conditions 

 CZT 결정 성장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주요 이슈가 있다. 첫 번째, 고체

상태의 열전도도가 용융 상태에서 보다 낮다는 것인데 이는 응고 잠열(Latent Heat 

of Solidification)이 쉽게 소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응고 시 액상-고

상 계면(SLI)의 조절이 용이치 않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35]. 두 번째는 용융

점에서 CZT의 증발이 Cd의 지속적인 손실을 야기하는 비정조성(noncongruent)이

라는 것이다. 원소재 성분에서 Cd의 손실은 용탕을 Te-rich 상태로 만들고, 결정상

에 Vcd
-2의 shallow acceptor를 야기한다[24,36].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Vcd
-2로 인해 성장된 결정의 품질이 극도로 제한될 것

이다.  

위의 두 가지 특성은 twin, grain boundary, precipitation, Cd 또는 Te inclusion, 열응

력에 의한 crack, Zn segregation에 의한 조성 불균일 등을 포함하여 성장된 결정 

전체에 걸쳐 결함 생성을 야기한다. 또한 불안정한 열역학적 조건, 결정의 낮은 

화학당량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1.1. Starting Materials and Stoichiometry 

최근에는 CZT 결정 성장을 위한 원소재로 순도 7N의 Cd, Zn, Te을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순도 6N의 소재를 사용한다[12,37]. 합성을 위해 앰플(ampule)

에 장입하기 전에 원소재를 세척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Cd은 표면 

산화층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methanol 기반의 15% HNO3 용액으로 산세

한다. Zn는 HNO3, H2O, HF를 1:10:2의 비율로 섞은 용액에 세척하며, Te은 20% HCl 

용액으로 산세 후, H2O로 헹구고 고순도의 N2 gas로 건조시켜 세척할 수 있다[5]. 

결정 성장 공정을 위해서는 원소재의 양은 일반적으로 결정의 크기에 따라 다르

나 25 mm 지름의 경우 약 300 g 정도이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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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T의 합성은 일반적으로 Cd, Zn, Te 구성성분을 in-situ synthesis로 진행하며

[33,36,38], Cd와 Te의 반응이 발열성과 휘발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성 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잘 관찰해야 한다[33]. 

화학당량 조절을 위해 원소재 합금에 넣어야 할 추가물질에 관한 정확한 합의

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Te-rich 용탕이 결정상에 deep-donor 준위를 만들고, Cd의 

부분압을 낮추는데 사용된다. 반면에 Cd-rich 용탕은 결정 성장 중의 증발 과정에

서 손실되는 Cd를 보상하기 위해 이용한다.  

밴드 갭의 중간에 deep donor로써 TeCd의 효과를 고려하면, Te-rich 용탕은 고 저

항의 CZT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9]. 약 1~1.5%의 추가 Te이

면 충분하다. 그러나 Te-rich 용탕을 적용할 경우 Te inclusion이나 precipitation의 농

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5,34]. 응고 과정 중 용탕에서 Cd의 증발 때문에 Te 

inclusion이나 TeCd 결함의 농도가 성장 방향을 따라 훨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5]. 

응고 중 손실되는 Cd을 보상하기 위해 원소재에 Cd를 추가 할 수 있는데, 이는 

성장 중 가스 형태로 앰플의 나머지 공간을 채우게 된다. Clapeyron 식에 의해 계

산된 Cd의 추가 양은 약 0.05% 정도이다[40].  

Cd 증발을 보상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방법은 Cd reservoir를 독립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2차 furnace에 장입된 성장 앰플에 위치시키는 것이다[41]. 성장 조건

에 따라 다르나 2차 furnace의 온도는 약 785℃ 정도로 유지한다[42]. 이러한 방법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2개 또는 3개 이상의 zone으

로 구성된 furnace를 이용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Cd을 보상하기 위한 Cd의 고압력

은 1~1.3 atm 사이이며[33], 위의 조건들을 사용할 경우 dislocation이나 Te inclusion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33,41]. 게다가 Cd 단독이 아닌 특정 mole ratio(Cd/Zn)

의 합금을 reservoir에 적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을 통해 Cd1-xZnxTe에서 특정한 x

의 값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6]. Reservoir의 온도는 820℃로 균일하게 유지되기도 

하고, 800~840℃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성장된 결정의 구조적 품질

이나 전기저항 값은 reservoir에 순수한 Cd만 있을 때보다 CdZn alloy가 있을 때 

향상된다[43].  

1.2. Dopants 

Indium은 10
10 Ωcm의 저항값을 가지는 p-type 물질을 얻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도핑 물질이며[35,44], 약 1.5~30 ppm(10
16
~10

17 
at.cm-3)의 농도로 도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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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의 양은 매우 정교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30 ppm의 In 도핑은 저항값을 10
11
 Ω

cm까지 증가시키다 60 ppm 이상의 농도는 n-type의 낮은 저항을 갖는 CZT를 만

들기 때문이다[44].  

1.3. High Resistivity 

잔류 shallow acceptor (VCd) 모델과 deep donor(TeCd) 모델에 따르면, 높은 저항을 

갖는 CZT를 생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잔류 VCd를 보상하기 위해서 In과 같은 

shallow donor 뿐 아니라 TeCd antisite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좋

은 결과는 1.5%의 Te 첨가와 2.5x10
16 

cm
-3의 In 도핑을 했을 얻어졌으며, 이는 도

핑 되지 않은 CZT에 비해 1000배 이상 향상된 결과이다[45].  

1.4. Zn concentration 

CdTe 기지에서 Zn의 segregation coefficient가 1보다 크기 때문에 CZT 결정에서 

axial, radial 방향 모두에서 Zn 농도 구배가 발생하게 된다. Segregation의 정도는 

Zn 농도가 10%, 15%, 20%로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1,20]. 

1.5. Superheating 

앞에서 얘기했듯이 용융온도 근처에서 CZT의 큰 이온화 특성으로 인해 용융 

상태에서 Te 원자가 체인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체인 구조는 시스템상에

서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결정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용융을 야

기할 수 있다[6,46].  

이러한 유기적 용탕은 용융점 이상에서 Te cluster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

다[35]. 그러므로 분자결함과 착물(Complexes)을 깨뜨리고, 균일하고 비구조적인 

용탕을 얻기 위해서 Superheating이 필요하다. 용탕 속에 Te 착물의 존재는 결정 

내에 새로운 trapping center를 생성함으로써 결정의 품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4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 대류 하에서의 결정 성장, superheating과 같

은 실험적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강제 대류 방법으로는 accelerated crucible 

rotation technique(ACRT), vibrational stirring, electro-magnetic stirring 등이 있다[6]. 

 Superheating은 용탕 속에 있는 유해한 착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

에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2]. 이에 대한 다량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몇 가지 

중요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 20℃ 이상의 superheating은 약 20~30℃ 정도의 supercooling을 야기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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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ingot의 최초 냉각지점에 다결정(Polycrystalline) 성장을 일으킨다[2]. 

b. Te cluster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20℃의 superheating이 필요하다[24,35]. 

c. superheating에 의한 supercooling 정도는 Te-rich, Cd-rich 용탕 모두에서 Cd 증

기압이 증가 할수록 감소한다. 그러나 냉각 속도가 높으면 증가한다[46]. 

d. supercooling은 Cd 원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Cd 원자는 Te 체인 구조

를 파괴하고, short-order cluster 형성을 증진시키는데, 이 cluster는 핵생성점으로 작

용함으로써, 핵생성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낮춘다[46]. 

요약하면, superheating은 모든 Ⅱ-Ⅵ 족 화합물의 결정 성장 공정에 적용되어야 

한다[28]. 사실 온도, superheating 시간과 같은 열 history와 용탕의 화학당량은 고

품질의 CZT 결정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다[33,46]. 

1.6. Solid-liquid Interface 

CZT 고체의 낮은 열전도도 때문에 결정 성장 동안에 고상-액상 계면(SLI)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6]. 응고되는 물질은 먼저 SLI의 경계면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SLI의 형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적당한 열환경 조절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SLI의 조절과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데, 이는 Zn 농도와 전기 저항값이 SLI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25]. 균

일한 Zn 농도를 갖는 검출기를 얻기 위해서는 평탄한 SLI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구경 CZT 결정 성장 동안에 나타나는 SLI의 형태에 대한 모델링

과 시뮬레이션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 Modeling of the Growth 

대구경 결정 성장은 일반적으로 열역학, 질량, 열전달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다[34]. CZT 화합물의 경우, 핵생성 과정은 용탕에서 고 유기적 입자, SLI의 형상, 

액상-고상에서의 열전도도, 그리고 앰플 표면과 용탕 표면 사이의 경계 상호작용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서 SLI의 형상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SLI는 용융점 등온선에 의해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결정 

앞단의 concavity/convexity와 결정의 특성 및 품질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보고되

었다[48]. 실제로 SLI의 종류가 결정의 특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정 방향으로의 concave 계면 형태는 계면과 앰플의 상호작용이 안쪽으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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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파되고, 결정내부에는 twin이나 dislocation이 생성된다. 반면에 convex 계면 

형태의 경우에는 결함과 앰플 벽에서 생성되는 spurious 결정을 최소화 시키며, 

이 것들은 결정 쪽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성장 계면에서 생성되고 형태적 불안정 

때문에 경계면에 고착되는 Te inclusion의 밀도는 convex 계면 형태에서는 감소한

다[48]. 마지막으로 평탄한 계면에서는 radial 방향으로 매우 작은 온도 구배만이 

존재하고, axial 방향으로는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열응력을 최소화 시

키고, 결정상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inclusion의 밀도를 최소화 하는데 가장 적합하

다[48]. 게다가 평탄한 계면은 열탄성 응력을 줄이고, Zn의 radial segregation을 억

제함으로써 grain 선택에 유리하다.  

CZT 결정 성장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몇 가지 

주요 인자에 따른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Crucible effects: Graphite crucible은 높은 열전도도로 인해 axial과 radial 방향의 온

도 구배를 감소시키는데, 이는 furnace 구배를 낮춘다. 이로 인해 실제 성장 속도

는 furnace 이송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17]. Graphite를 quartz 내부에 코팅함으로

써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성장 속도는 graphite의 코팅 두께에 따라 

앰플 이송 속도보다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다. 또한 axial 방향의 온도 구배와 

SLI의 형상을 조절할 수 있다[17]. 앰플의 alignment는 매우 중요한다. 약 1°의 기

울어짐이 결정의 길이 방향으로 flow의 비대칭성과 segregation을 야기할 수 있

다[49]. 앰플 지지대의 영향에 대해서도 고체 mullite, 고체 graphite, graphite 

core와 같은 다양한 물질, 다양한 형상으로 연구되었다. 지지대를 적당히 설계함

으로써 axial 방향의 열 흐름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radial 방향의 열 유동은 감소

시킬 수 있다[50]. 일반적으로 graphite와 PBN crucible이 CZT 결정 성장 시에 사

용되는데, figure 3에서 보여지듯이 둘 사이에는 온도 profile 차이가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51]. 

Furnace effects: 수평 Bridgman 성장에서, 빠른 이송속도는 unseed 시스템에서 

grain selectivity를 증가시킨다. 실제로 Zn의 axial segregation은 성장 속도가 빠를 

때 감소한다[52]. 결정상을 통한 열전도는 furnace의 온도 profile에 영향을 받는

다[13]. 또한 SLI는 furnace의 가열시스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적 환경을 잘 

설계해야 convex 계면을 증진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 Pt tube를 앰플의 지지대

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용탕의 열 전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에 자

기장을 걸어주기도 한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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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xial temperature profile versus height for graphite(G) and PBN(P) crucibles at 

different growth stages(G1-G4 and P1-P4) [51] 

 

Experimental condition: 온도 출렁임은 SLI형태에서 조절되지 않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spurious 핵생성을 야기할 수 있다[34]. 결정상에서 온도 구배의 변

동은 용탕에서의 온도구배 변동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열전도, 최종적으로 

SLI의 형태에 대한 낮은 영향성 때문이다[13]. 그리고 낮은 crucible pulling rate와 

중간 정도의 열 구배의 결합은 SLI의 형상을 개선함과 동시에 결정상에서 용질 

segregation을 제거할 수 있다. 보고된 최적은 조건은 0.7 mm/h와 5℃/cm이다[16] 

3. Methods of Growth 

본 장에서는 CZT 결정을 성장시키는 주요 방법 중, Bridgman method(BR), vertical 

gradient freeze(VGF), traveling heater method(THM) 에 대해서 기술하며, 특히 고품질

의 CZT 결정을 얻기 위한 실험 조건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3.1 Bridgman 

Geometry, preparation, composition ampoule: 앰플은 성장 중 Cd 증발과 산화물 형

성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 질소 내에서 밀봉한다[5]. Seeding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긴 seeding tip이 적용되기도 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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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플은 재질은 카본 코팅된 quartz, graphite, PBN 등이 사용되는데, 카본 코팅된 

quartz를 사용하면 다른 재질을 쓸 때보다 결정상의 dislocation 밀도가 한 단위 이

상 높아진다[24]. Graphite를 쓸 경우에는 높은 열전도도로 인해 axial/radial 방향의 

온도 구배가 더 높은 것이 관찰되었다[24]. 게다가 결정성장 전에 탈가스를 수행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Graphite의 장점은 quartz 등에 비해 비교적 오염도가 적다

는 것이다. Oxygen의 경우 shallow acceptor로 작용하지만, carbon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39]. Quartz 앰플의 주요한 불순물은 Na, Li와 같은 p-type 불순물로 p-type의 

결정을 만든다. 반면 PBN crucible의 경우 crucible에서 기인하는 소량의 boron으로 

p-type, n-type CZT를 성장시킬 수 있다[31].  

Boric oxide encapsulated vertical BR은 일반적으로 챔버 내에 약 5~10 atm의 Ar gas

를 채워 open 앰플을 사용한다. 이는 물로 쉽게 제거되는 약 100~150 μm의 안정

한 boron oxide막을 가진 단결정을 성장 시킬 수 있다. 이 산화막은 앰플의 내벽과 

결정의 둘러붙는 것을 막음으로써 기계적인 응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

적 물성이 향상되고, dislocation 밀도가 줄어든다[54].  

앰플 지지대로 cold finger 역할을 하는 Pt tube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axial heat 

flow를 강화하고, radial heat flow와 성장 속도를 둔화시킨다. 또한 성장 방향에 따

른 Zn 농도의 균일성을 개선한다[55]. Figure 4는 세 개의 열전대를 장착한 Pt 

finger의 형상을 보여준다.  

Configur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Bridgman equipment: Bridgman furnace의 경우 

single zone, two zones[15], adiabatic zone, 1200℃의 hot zone, 980℃의 cold zone으로 구

성된 three zone[43], five-zone furnace[32]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고압 BR은 CZT의 상업적 생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Te-rich 조건 하에서 성장시킨다[31]. 이 방법은 약 100~120 atm 또는 그 이상의 

Ar 분위기에서 성장하여, graphite crucible과 graphite heater를 사용한다. 성장된 결정

상의 균일성과 저항은 성장과정에서 Cd 손실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향상된다[39]. 

Zn 조성의 불균일성은 성장된 결정 전체에 걸쳐 약 5~10% 정도이며, 하나의 계

측기 기준으로는 약 1~2% 정도이다[39,56]. 검출기 등급의 재료 수율은 약 25%정

도이다.  

 ACRT 장치가 용탕의 조성을 균일화시키기 위해서 적용되기도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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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Bridgman method with the Pt support, which acts as a cold finger during the growth 

of bulk CZT crystal 

 

Experimental condition: pulling rate(이송속도)는 0.5 mm/h 이하[5,35], 0.8 ~ 1mm/h 

[36], 또는 1~2mm/h[57] 등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SLI에서의 온도 구배

는 10℃/cm 이하[5], 10~15℃/cm[57], 15~20℃/cm[43] 등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 후 상온까지의 냉각 속도는 일반적으로 5~6℃/h의 속도가 사용

된다[43]. 

3.2 Vertical Gradient Freeze 

 BR 방법에서는 장입물과 furnace가 각자 움직이기 때문에 성장계면의 장기적을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furnace의 온도구배가 일정하더라고 방사성

의 열전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공정의 불균일성을 일으킨다. 그러나 

VGF 방법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다.  

 VGF 방법에서는 앰플 전체의 원하는 온도 profile을 만들기 위해 몇 개의 heater

가 작용된다. 앰플과 heater는 고정되어 있고, 온도 profile은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

기 때문에 SLI는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성장한다[42]. 안정적인 결정 성장을 이루

기 위해서는 온도 profile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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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F와 비슷한 방법으로 온도 구배를 전기적으로 만들어 주는 electro dynamic 

gradient (EDG) 방법이 있으나, 정확한 온도 조절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heater가 

필요하다. 이 방법은 영응력을 최소화 시키고 supercooling를 회피하기 위해 낮은 

열 구배와 낮은 성장 속도를 적용함으로써 전통적 VGF에 비해 훨씬 뛰어난 열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58]. 그러므로 10% Zn로 원소재를 제작하면 잉고트 전체

에 걸쳐 약 5~13%의 Zn 조성이 나타난다[8]. 

VGF experimental condition: 다양한 crucible 물질이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PBN[31], 

pyrolytic graphite가 코팅된 graphite, graphite가 코팅된 quartz가 사용된다[59]. 약 785℃

에서 1~1.3 atm 압력의 Cd reservoir가 적용되기도 한다[42]. Axial 온도 구배는 약 

1~5℃/cm과 3~10℃/cm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성장하는 동안의 SLI의 냉

각 속도는 약 0.1~0.5℃/h 또는 1℃/h의 결과 등이 보고되었다[42]. 

3.3. Traveling Heater Method 

THM 방법에서 꼭대기 SLI의 장입물을 용해시킴으로써 성장 앰플 내에 액상 

영역을 만들고 동시에 열역학적 평형과 동떨어진 조건을 적용하여 아래쪽에 결정

상을 위치시킨다[3]. THM 방법의 장점은 BR이나 VGF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성

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성장된 결정상은 약 4~5 mm/day 속

도로 성장되고, BR이나 VGF으로 제조된 결정상보다 뛰어난 결정성과 Zn 농도의 

균일성을 나타낸다[60]. 게다가 heater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천천히 제

거되기 때문에 낮은 레벨의 불순물을 나타낸다. 하나의 단점은 잉고트의 마지막 

응고 부분에서 macro defect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 구경의 결정상을 얻기가 힘들

다[42,60]. 성장 계면의 형태는 용액의 대류와 성장과 용해 영역 계면에서 일어나

는 열과 질량 전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SLI는 조절하기가 어렵다. THM 방법은 

일반적으로 solvent로써 Te 또는 Te-rich dilute binary 화합물을 이용한다[60,61].  

Experimental condition: solvent zone의 온도는 약 850℃ 정도이며[53], Te inclusion을 

제거하고 SLI에서의 형상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자기장을 적용시킬 수 있다. 

가장 최적의 정적 자기장의 값은 약 3T로 보고되고 있다[53]. 평평한 SLI는 앰플

의 바닥표면의 열전달 조건의 변화와 열 제거 조절, 앰플의 회전을 통해 얻을 수 

있다[61]. 일반적으로 THM에서는 seed 결정상이 필요하고, 성장 속도는 약 4 ~5 

mm/d이다[42]. 

3.4. Other Methods 

Multitube physical vapor transport(MTPVT): figure 5에서 보여지듯이 독립된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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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진 CdTe와 ZnTe 결정을 이용하여 quartz 받침대에 놓여진 방향성이 있는 

GaAs 또는 Ge seed를 이용하여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Vapor growth 온도는 

약 800℃이며, 시스템 전체는 성장 중 광학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고진공에 놓인

다. Axial/radial 방향으로 Zn 조성이 균일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62].  

Dewetted growth or growth under microgravity condition: 이 방법은 결정상이 

crucible 표면과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않도록 성장하는 동안 gas 압력으로 용탕에

서 hydrostatic 압력을 주는 것이다. 앰플 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응력을 최소화시

켜 결정상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Replenishing melt with Zn from a reservoir: 이 방법 중 성장 중 결정의 조성을 유

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충전은 다른 crucible을 이용하여 시행하는데 두 개의 

crucible을 긴 모세관으로 연결하여 확산은 방지하고 Zn의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

[63]. 이 방법의 장점은 약 4 atm의 Ar 분위기에서 B2O3로 encapsulation 시킴으로

써 증발을 방지하는 것이다[43]. 

 

Figure 5. Details of the multitube physical vapor transport[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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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owth Defects 

 성장된 결정상에 존재하는 결함은 CZT 기반의 검출기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검출기 성능과 전하의 이동의 변동성은 결정상의 구조적, 형태적 불균

일성에 의해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macro-, micro-defect 모두를 포함하여 성장된 

CZT 결정에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4.1. Cracks 

 Crack은 앰플 내벽의 열적 혹은 기계적 응력에 의해 표면에 수직방향으로 시작

되어 성장된 결정의 중앙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결함은 일반적으로 결정 성

장 중이나 성장 후 냉각 중에 생성되고 진행한다. 적당한 열 profile과 crucible 재

질의 선정을 통해 crack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slicing, dicing과 같은 성장 

후 공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Crack은 

검출기 성능을 떨어뜨리고, 결정상의 수율을 낮추는 주 요인이다[2]. 

4.2. Voids and Pipes 

 렌즈 모양이나 계란 형태의 void나 hollow tube 형태의 pipe는 가장 중요한 결함 

중의 하나이다. 이 결함들은 성장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뭉쳐져서 나타난다. 이는 온도와 성장 속도와 같은 성장 조건의 출렁

임과 연관된 Cd gas bubble의 trapping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또한 Te-rich 결

함이며, 열 profile, crucible 재질, 성장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2]. 

4.3 Stress 

 잔류 열응력은 macro defect로 고려되며, 이는 CZT 결정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응력은 성장 중의 불균일하거나 높은 열 구배 또는 용탕과 앰플 

벽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48]. 열 응력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는 axial 방향의 온도 구배이며, 두 번째는 성장 중의 SLI의 형상이다. 영 응

력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앰플과 결정 사어의 열 팽창 계수를 맞추는 것이다
[48].  

 절단, 폴리싱과 같은 기계적 가공 중에 성장 후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검

출기 제작을 위한 일반적인 공정이지만, 잘못 진행할 경우 표면의 소성변형을 야

기하여 검출기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64].  

4.4. Twins 

 성장된 결정내의 micro-twin의 존재는 응고 후에 추가적인 응력이 지속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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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34]. 일반적으로 twin은 냉각 과정 중의 온도 출럼임에 의해 생성

된다. 이것은 세 개에서 여섯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CZT의 {111}면에 놓여있

는 twin plane은 각각 평행하다[65]. {111}면은 성장 방향과 약 8°정도 기울어져 있

다. 검출기의 성능에 twin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cooling profile을 개선함

으로써 micro-twin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4.5. Grain and Grain Boundaries 

 높은 온도구배나 빠른 성장속도에 의해 결정 성장 중에 생성되는 결정 패턴은 

0.5%Br-MeOH 에칭 용액이나[66] tungsten 전구의 조명을 이용하여[29]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Grain boundary 내에서는 불순물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grain boundary는 불순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 된다[29]. Micro-photoluminescence 결과를 보면 이러

한 불순물들은 donor-acceptor 재결합의 1.4eV의 밴드 에너지를 방사한다. 약 50 μ

m 정도의 Te inclusion은 grain boundary에서 석출되며 이것은 장치의 성능을 현저

하게 떨어뜨린다[67] 

 높은 counting efficiency는 각각의 개별 grain내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grain 

boundary가 존재할 경우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Grain 

boundary를 따라서 발생하는 trapping 효과는 불균일한 전하 전달을 만듦으로써 

검출기의 성능의 저하시킨다[34] 

4.6. Dislocations 

 재료 내의 dislocation 밀도는 표면 화학 에칭으로 관찰되며, etch pit density(EPD)의 

값과 연관이 된다. 이러한 측정은 재료의 품질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Dislocation의 

존재는 검출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데, 좋은 품질의 시편은 EPD 값으로 

10
3
~10

4
/cm

2의 범위 내에 것이다[35]. 

 Dislocation의 원인은 다양한데, 먼저 열응력에 의해 앰플 내벽에서 발생할 수 있

다. 이는 시편에 인위적인 응력을 가함으로써 재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응고나 

성장 후 냉각과정에서 초과 변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34]. 마지막으로 성장 조

건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도 발생한다[41]. Furnace 내에서 높은 온도 구배로 인해 

dislocation은 polygonalization 또는 celluar 배열을 한다. Supercooling의 정도, crucible

의 형상이나 위치 또한 dislocation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Te precipitation이 높은 dislocation 밀도를 갖는 넓은 영역의 원인이라는 것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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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롭다. 실제 Te precipitation은 실제 높은 dislocation 농도를 갖는 영역에 둘러 쌓

여 있다. Dislocation은 스스로 precipitation의 실제 물리적 경계로 확장한다[68] 

 CZT crystal의 품질 측정방법으로써 EPD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결합을 노

출시킬 수 있는 에칭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몇 가지 주요한 에칭용액에 대해서 

아래에 기술하고자 한다. 

Nakagawa: 이 에칭 용액은 (111)A Te plane의 EPD를 노출시키는데 가장 많이 적

용되며, etch pit는 dislocation과 잘 부합된다. HF/H2O2/H2O로 구성되며 volume 

fraction으로 3:2:2일 경우 1분[28], 3:3:2일 경우 3분[69], 1:2:3일 경우 30분[69]의 에

칭 시간을 적용한다. 

Everson: 이 에칭 용액은 (111)과 (211)면에 나타나는 dislocation을 노출시키는데 

적합하며, lactic acid/HCl/HF를 2:4:1로 섞어 약 2분간 적용한다[5]. Figure 6은 

Everson 용액으로 에칭했을 때 CZT에 나타나는 형상을 보여준다.  

 

Figure 6. The typical surface morphologies of CZT {111}B samples in (a, c) and {211}B 

samples in (b, d) etched by Everson solution. 

 

FeCl3 etchant: 10 ml의 H2O에 35g의 FeCl3를 넣어 만든 용액으로 모든 CZT 표면

의 dislocation pit를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Inoue-E solution: (111) 면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HNO3/H2O/K2Cr2O7을 5 ml:10 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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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의 비율로 섞어 만들며, 약 1분간 에칭한다[70]. 

Inoue E-Ag1: 이 용액은 Inoue E용액과 AgNO3를 20 ml: 1mg의 비율로 만들며, 약 

1분간 에칭한다. 이 용액도 (111)면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에칭의 정도나 etch pit의 형태는 시편의 방위(orientation)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7. Te Inclusions and Precipitates 

 Te inclusion이나 precipitate는 X-ray와 γ-ray 검출기의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일반적인 Te inclusion의 크기는 약 10 μm에서 100 μm사이이며[67,69], 단면을 

봤을 때 CZT 기지에서 hexagonal, cellular 형태도 관찰되지만 일반적으로 삼각형 

형태이다[34]. 장치 내의 Te inclusion의 농도 및 분포는 CZT 검출기 성능 저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함은 입사선에 의해 발

생된 자유 전하를 trapping 함으로써 검출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전하의 trapping

은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뿐만 아니라 전하 수집 효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결함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측정방법을 적용할 필

요가 있다. 

 Te inclusion과 precipitate는 성장 중이나 성장 후의 냉각과정에서 생성된다. 이는 

Te의 역행성 solid solubility의 결과이다[71]. 일반적으로 성장 시스템이 나쁜 화학

당량을 갖거나 용탕이 Te-rich 상태로 될 경우에 생성된다[34].  

 Inclusion은 성장 공정에서 형태적 불안정성의 결과로 성장 계면에서 생성되고

[68], 반면에 precipitate는 결정 성장 중의 확산기구와 냉각 과정 중의 segregation 

기구에서 기인한다[67]. 그 결과 농도는 잉고트의 길이에 따라 증가한다. 

 Te inclusion은 아래의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Cd 원자

가 열역학적 원리에 의해 용탕에서 증발된다. 이 증발은 Te-rich 용탕을 만들어 

VCd와 Te 방울을 형성시킨다. Te 방울은 형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SLI에 trap되고, 

450℃까지 액체상태로 존재한다. 450℃에서 결정화 됨으로써 결함으로 생성된다[2]. 

 SLI에 형성된 inclusion은 하나의 grain 내로 박히게 된다. 박힌 결함은 냉각 과정 

중에 온도 구배에 의해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thermomigration으로 

알려져 있다[34]. Te inclusion은 grain, subgrain, twin boundary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의 이동은 제한된다. 이 현상은 twin이나 grain boundary에 모여 있는 inclus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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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며, 이는 핵생성 site로 작용하게 된다[68]. 이는 또한 inclusion을 둘러쌓고 

있는 dislocation의 고밀도 지역을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최근의 연구에서 Te inclusion이 segregation coefficient가 1보다 작은 Na, Ga, In, Bi 

등과 같은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Al, Cu와 같

은 불순물은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Te inclusion의 불순물 제거 현상은 성장 중

의 확산 기구와 냉각 중의 segregation 기구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Te inclusion의 광전자 특성 및 검출 반응에 대한 영향 연구가 진행되었다[2,68]. 

전하 trapping과 내부 전기장의 변형은 CZT 검출기의 성능을 상당히 저하시킨다. 

게다가 Te inclusion의 존재는 voltage breakdown으로 인해 leakage current를 증가시

킴으로써 검출기의 실제 크기를 줄일 수 있다. 20 μm보다 큰 Te inclusion은 전자 

전달 특성에 불균일성을 가져오고, 검출기가 조사되었을 때 전하 trapping 효과를 

나타낸다[72]. 랜덤하게 분포된 inclusion도 검출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검출기의 분해능에 영향을 미치는 inclusion의 최소 크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없으나, 수 micron 이하의 inclusion은 에너지 분해능에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e precipitate는 결정성장 초기 단계에서 Te 원자의 five neighboring 그룹으로 판단

되며[31], 잉고트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고체상으로 생성된다. Precipitate의 형성은 

잉고트 전체에 걸친 Te 확산에 의해 제어된다. 90% 이상의 초과 Te은 석출되며, 

Te의 역행성 solubility를 나타낸다. Precipitate는 대략 10~50 nm 정도의 크기이며, 

약 50~80%가 Te으로 구성되어 있다. Te의 농도에 따라 두 종류의 nano 구조를 구

분할 수 있는데, Te의 농도가 높을수록 타원형에 가까우며, 낮은 농도의 Te일수록 

그 형태가 선형에 가깝다[47]. Precipitate 주변의 dislocation은 trapping 자리의 역할

을 하기 때문에 precipitate의 농도가 높을수록 검출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

연한 일이다. 

 

5. Annealing 

 Te inclusion이나 precipitate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서 수 많은 성장 후 열처리공정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편에 열 구배를 가함으로써, inclusion이나 

precipitate의 thermo-migration을 유도할 수 있다[31]. 이 때 Te의 melting point 이상

으로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킬수록 thermo-migration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은 흥

미로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annealing은 Cd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이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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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은 VCd를 보상하기 위해 결정 안으로 확산되고, 반면에 Te은 시편 밖으로 확산

된다. 이로 인해 Te inclusion이나 precipitate의 크기와 밀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34]. 

 Annealing은 CZT 물질에 몇 가지 이점을 가져온다. 전기 저항은 약 2단위 이상 

증가시키며[30], 잔류 응력 및 변형을 줄일 수 있다[64]. 또한 점결함과 재결합점

의 밀도를 감소시키며[64]. 재료의 조성을 좀 더 균일화 시킬 수 있다[30]. VCd를 

compensation하며 dislocation의 밀도를 줄일 수 있다[73]. 마지막으로 Te precipitate

의 크기를 2 μm 이하로 감소시키며[31], Te inclusion의 밀도를 감소시킨다[2]. 

Figure 7을 보면 annealing 후에 Te inclusion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IR microscope image of CZT sample before (a) and after (b) annealing at high 

temperature in Cd-rich ambient[74]. 

 

 몇 가지 annealing 방법이 개발되어 보고되었으며, 각 방법의 중요한 점을 다음

에 기술하였다.  

Annealing under Cd vapor pressure at various temperatures to dissolve Te 

inclusions[75]: 문헌상에 기재된 최적의 조건은 850℃에서 200시간 annealing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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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6] 950℃에서 10시간 이상 annealing 하는 것이다[31]. 

Two-step annealing: Two-step annealing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단계로 Cd0.99Zn0.01

의 증기압 상태에서 annealing하는데 시편은 약 800℃, Cd0.99Zn0.01의 source는 600℃

에서 유지시킨다. Annealing 시간은 50 시간이다. 2 단계로 시편을 600℃로 유지시

킨 Cd0.99Zn0.01 용탕 속에 담근다[73]. 온도와 시간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64]. 

Annealing under Cd and Zn vapor pressure: 시편은 800℃에서 annealing하고 Cd와 

Zn source는 각각 850℃와 650℃에서 약 120h 동안 진행한다. Annealing 후에는 천

천히 냉각시켜야 한다[29]. 

Low-temperature annealing under H2 atmosphere(150℃): H2 분자는 Te원자와 반응을 

잘 하여 휘발성의 TeH2를 만든다. H2는 중성의 complex를 만듦으로써 여러 반도체 

재료에서 불순물과 deep level을 passivation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nealing under indium atmosphere: Indium은 InCd(donor) 또는 InCdVCd(A center)로써 

형성된다. InCd donor와 VCd acceptor 사이의 재결합은 p-type 재료의 전하 농도를 감

소시키고, n-type 재료의 전도도를 변화시키나. 이 공정은 600℃에서 240시간 또는 

800℃에서 6h 동안 이루어진다. 600℃와 800℃에서의 indium의 diffusion coefficient

는 각각 10
-11과 10

-9
cm

2
/s이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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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haracterization 

 CZT 결정을 성장시킨 후에는 구조적,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 분

석 tool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CZT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

용하는 몇 가지 주요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1. IR microscopy 

 IR microscopy는 Te inclusion이나 precipitate와 같은 결함의 크기나 밀도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된다[67]. 전형적인 IR 시스템은 large field view microscope objective, 

motorized translation stage, light source, 고분해능을 가진 CCD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inclusion이나 precipitate는 다른 형태의 검은 점으로 보이며 또한 다른 패

턴으로 배열되어 있다. 

 IR microscopy를 이용하여 관찰된 TE precipitate의 존재는 낮은 전하 수집능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68]. 전자구름의 electrostatic repulsion과 precipitate와의 상

화작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다[67]. 

2. Resistivity 

 높은 전기저항은 검출기로 사용되기 위한 CZT에는 필수적이다. 저항은 기본 재

질이 높은 저항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기를 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평

가되어야 한다. 비접촉식 저항 측정기(COREMA)는 시편 전체에 걸쳐 저항을 맵

핑하는 비접촉식 장치이다. 게다가 as-cut 상태의 시편을 가지고도 검사할 수 있

다.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동성은 고저항 p-tyep과 저저항 n-tpye 물질 모두에 대해

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77]. 저항은 Al, Mn, Ga와 같은 deep donor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반면에 Li, Na, Cu와 같은 shallow 불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감소한다. I/V 또는 C/V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Au contact에 대한 장벽높이

의 값을 주고 contact의 passivation 공정의 영향성을 알려준다[60]. 

3. Near IR Spectroscopy 

 NIR spectroscopy는 CZT 내에 Zn의 농도와 균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

파괴 검사법이다[60]. Working 파장의 길이는 825~850 nm이며, 이 방법은 표면처리 

상태에 매우 민감하다[78]. 측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ut-off 

wavelength를 이용하여 825~850 nm에서 band-edge transmission을 측정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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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cut-on wavelength를 이용하는 것이다. 

4. Fourier Transform IR microscopy 

 FTIR spectroscopy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 분석기법이다. 두 표면의 반사율 감소

(reflectance losses)를 고려하면, 이론적인 transmittance는 500~4000 cm-1의 범위에서 

약 66%이다[79]. 이 스펙트럼 범위는 자유전하, 결함, dislocation에 대한 중요한 정

보를 준다.  

 a. 자유 전하의 존재는 IR spectrum에 영향을 미치며, spectrum의 강도가 자유 전

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29] 

 b. precipitate나 inclusion과 같은 결함은 scattering과 absorption을 통해 IR 

transmittance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2]. 

 c. dislocation의 존재는 격자 상수를 변형시키고, IR radiation을 흡수함으로써, 

transmission spectrum 강도를 감소시킨다[35]. 

 Figure 8에 IR transmission spectra의 몇 가지 형태를 나타내었다. 증가하거나 감소

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dislocation 밀도가 낮거나 높은 물질이라는 의미이며, 

낮은 직선 형태는 높은 dislocation density와 낮은 저항성을 갖는 재질이다. 반면에 

높은 직선 형태는 낮은 dislocation density와 높은 저항성을 갖는 재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ure 8. Four types of IR transmission spectra: (a) descending type, (b) ascending type, (c) 

low straight type, and (d) high straight typ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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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저온에서의 PL 분석법은 시편에서 Zn 조성의 맵핑, band gap 측정, 불순물 종류 

검색, 고저항을 위한 센터응답연구 등에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PL 기술은 free 

exciton의 존재와 donor-bound exciton, acceptor-bound exciton 라인의 분해능을 통해 

대략적으로 결정학적 품질을 가능할 수 있다. 결정의 순도는 다양한 불순물에 의

해 나타나는 band의 양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PL 기술은 정량적 분

석 방법은 아니다[79]. 

 PL 분석 결과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a. free exciton과 관련된 1.66 eV의 near-band-edge 방출 값은 에너지 갭 측정을 통

해 Zn 조성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에너지 갭의 크기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g = 1.606 + 0.520x + 0.254x
2
 

여기서 x는 Zn 분율이다. Zn의 방출선은 고순도의 CZT 재료에 대해서 매우 

강하다[42]. The near band gap 영역은 고품질의 n-type에 대해서는 donor-bound 

exciton peak(D,X), 고품질의 p-type에 대해서는 acceptor-bound exciton(A,X)인 

bound exciton lines에 의해 지배된다[25]. 방출선의 폭은 시편의 전체적인 품질

을 나타낸다. 

 b. donor-acceptor (D-A) 영역은 특별히 donor 지배적인 저저항의 n-type 재료나 Cd 

vapor에서의 annealing 공정에 관해서 연구된다. 후자의 경우 Cd interstitial이 

많은 재료의 경우 VCd의 농도를 낮추고, (D,X)/(A,X)의 비율을 높인다. 

 c. 1.4~1.5 eV 영역은 착물 센터(VCd-MCd)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결함과 관련된 PL

의 broadband 방출이다. 여기서 M은 In, Ga, Al과 같은 불순물이다[42]. 전형적

인 예로써 In과 관련된 중성 착물 [2InCd
+
-VCd

-2
]의 방출이며, 이는 In이 도핑된 

CZT에서 VCd를 compensation한다. Dislocation에 의한 방출 또한 위의 영역에서 

나타나며, passivation 공정 후에 개선된다[81]. 

 d. 1.0~1.1 eV 영역의 밴드 방출은 Te vancancy[82]와 Fe, Cd vacancy 착물에 의해 

나타난다[25].  

6.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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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S는 표면성분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passivation 공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화학 처리를 한 후 표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통

해 Br-MeOH 화학 에칭 후의 Te-rich 층과 passivation 후의 TeO2 층에서 Te/(Cd+Zn)

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83].  

7. Other Characterization Techniques 

위에 기술한 분석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기법이 적용된다. 먼저 induced 

coupled plasma spectroscopy(ICP)를 이용하여 Al, Ga, Li, Na, Mn, Cu와 같은 불순물을 

ppm단위로 성분분석 할 수 있으며, glow discharge mass spectroscopy(GDMS)를 이용

하여 모든 성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AAS)는 1% 

이내의 정밀도로 분석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EDAX)

는 정밀하지 않으나 대략의 성분분석을 할 수 있다.  

 X-ray diffraction(XRD)는 lattice parameter를 분석하며, 간접적으로 Vegard 법칙을 

이용하여 CZT의 조성을 분석할 수 있다.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HRXRD)는 

주어진 결정면에 대하여 full width at half maximum값을 제공한다. 이 값은 재료의 

결정 품질과 연관되어 있다. CZT의 경우 가장 좋은 품질은 <211>에 대해서 약 8 

arcsec의 값이 얻어졌다[42]. Scanning spreading resistance microscopy는 오직 표면 분

석에만 적합하여, 특히 Te precipitate나 inclusion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Photocurrent(PC) 분석법은 전하의 mobility lifetime, 각각의 전하의 기여도, contact 

품질, 전기장의 분포 등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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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CZT 합금은 최근 의료기기, 우주항공, 보안검색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고품질 및 생산성의 요구를 만족하

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의 CZT 합금은 성장 및 특성 평가에 대한 연

구는 본 연구원을 포함하여 극소수의 연구자만이 진행하고 잇는 실정이다. 현재

까지의 CZT 연구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양한 내부 결함 

제어를 통한 결정의 품질 향상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생산성과 수율 향상

을 위한 대구경화이다. 방사선 센서 분야는 단결정 성장, 전자회로, 신호처리, 영

상처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핵심적이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부분은 방사선 센서의 원소재를 제공하는 단결정 성장 및 특성평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방사선 센서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결정 성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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