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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방사선 검출기용 CdMnTe 결정의 성장과 특성 분석

신현도

울산대학교 물리학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수직 Bridgeman 법으로 성장시킨 Ⅱ-Ⅵ 족 화합물 반도체인       

CdTe에 Mn을 치환한 Cd1-xMnxTe 단결정의 구조적, 광학적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상온에서 높은 에너지를 검출 할 수 있는 Cd1-xMnxTe 반도체는 높은

저항성과 넓은 띠 간격 에너지, 뛰어난 전자 전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검출기로써 유망한 재료이다

성장된 시료의 X-선 회절 측정으로부터 zinc-blende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Mn의 조성비(x = 0.05, 0.10, 0.15, 0.20)에 따른 결정들 중에서 결정성이 가장 우수한

Cd0.95Mn0.05Te의 격자 상수는 6.4997 Å, (220) 피크의 반치폭은 0.05218 deg 임을

확인하였으며, Cd0.95Mn0.05Te 결정의 비저항은 ~108 Ω·cm이었다. HAuCl4 용액으로 제작된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가 I-V 특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DC sputter로

제작된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의 특성으로부터 Schottky 장벽 높이는 1.56 eV

임을 확인하였다.

keywords: Cd1-xMnxTe, radiation detector, Schottky diode,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 X-

ray diffraction,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Photoluminescence, Atomic force 

microscopy, γ-ray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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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반도체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방사선 검출기로

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적고 부대 장치를 간소화 할 수 있기 때문

에 Si, Ge, CdTe 등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가 개발 되었다[1]. 그러나 Si, Ge 반도체 소자는

좋은 검출효과와 분해능을 가지고 있으나, 상온에서는 열잡음(thermal noise) 때문에 저

온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큰 단점이 있다[2]. 

CdTe는 Ⅱ-Ⅵ족 화합물 반도체로써, p형과 n형이 모두 가능하며, 대기압에서 zinc-

blende 구조를 갖는다. Mn이나 Zn와 같은 II족 원소로 Cd를 일부 치환하게 되면 적외선

영역에서 자외선 영역까지 넓게 분포된 파장영역의 띠 간격 에너지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3-6]. 이후 꾸준한 연구로부터 CdTe 이원화합물의 단점을 보완한

CdZnTe 삼원화합물이 개발 되었으며[7-9], 우주선 탑재용 감마선과 중성자 검출기, 또 의

료 영상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CdZnTe는 높은 원자번호와 높은 밀도, 그리

고 넓은 밴드 갭을 가지며 검출기 센서로 사용하였을 때 상온에서 뛰어난 검출 효율을

보인다. 또한 상온에서도 감마선과 같은 짧은 파장영역에서 높은 흡수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의 응용 분야에 검출기로써 사용되기에 적합하다[10].

최근 CdMnTe는 동일한 Ⅱ-Ⅵ족 화합물 반도체로써 CdZnTe를 대체할 물질로 입증되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CdMnTe는 CdZnTe와 동일하게 높은 원자번호와 밀도 그리고 넓은

밴드 갭을 가져 상온에서 검출기로써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Mn과 Zn의 편석 계

수 차이에 의한 몇 가지 특성 차이를 보인다[11-14].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CdMnTe

는 CdZnTe에 보다 몇 가지 이점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이점은 CdMnTe의 밴드 갭이 Mn의 원자 퍼센트 당 약 13 meV 증가한다는 것

인데, CdZnTe의 Zn 6.7 meV와 비교된다. 감마선 검출기 재료로써 최적의 밴드 갭은 1.7 

~ 2.2 eV의 범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5]. 따라서 Mn의 경우 소량만 첨가해

주어도 충분한 밴드 갭을 가지게 되고,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CdTe 화합물에 비교적 적

은 양의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므로 Zn을 첨가하였을 때에 비해 결정성이 좀 더 안정적

이게 된다. 또한 수송 특성에 대한 합금 확장 효과가 감소되어 검출기로써 최적의 신호

대 잡음 비를 얻을 수 있다[15].

두 번째 이점은 중요한 부분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편석 계수에 대한 이점이다. CdTe와

MnTe의 pseudo-binary 상태도는 넓은 구성 범위를 갖는데, 두 상태도의 고체상 선과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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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상 선은 서로 동일하게 합쳐진다[16]. 즉, CdTe 구조에서 Mn은 매우 우수한 편석 계수

를 가지게 된다. CdMnTe의 편석 계수는 ~0.95로 알려져 있으며[16-17], CdZnTe의 편석

계수는 1.35로 알려져 있다[18]. 따라서 편석 계수가 1에 가까운 CdMnTe는 대구경 성장

에 유리하고 결정 성장 시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우수한 결정성을 가지게 되며 그에

따라 비저항과 내마모성이 뛰어나게 된다[16, 19].

CdMnTe를 검출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속-반도체 Schottky 접합을 요구하고, 그 특

성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Schottky 접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속의 일함수가

반도체의 일함수보다 커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CdMnTe의 전자 친화력은 알려지지 않았

으므로 CdTe의 전자 친화력인 4.2 ~ 4.4 eV를 이용하면 일함수는 5.0 ~ 5.7 eV 범위인 것

을 알 수 있다[20-21].

만약 실내 온도의 환경이라면 0.3 eV 이하의 낮은 차이를 가지는 금속의 일함수는 효과

적인 접촉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접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5.9 eV 이상의 일함수를 가

지는 금속이 요구된다. 하지만 금속은 이러한 충분히 높은 값의 일함수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속과 반도체 사이의 일함수 차이에 의한 장벽을 줄이

는 방법이 요구되는데, 첨가물의 양과 온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Schottky 접합의 공간

전이 영역은 더 얇아질 것이며, 다수 운반자는 더 늘어나게 되어 공간전이 영역을 통과

하면서 접촉을 형성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 함수가 큰 도전성 금

속인 Au (5.1 ~ 5.4eV)가 물리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3단 전기로로 성장 시킨 CdMnTe 화합물 반도체의 기본적인 결

정성을 평가하는 측정을 하고, 검출기로 사용하기 위해 sputtering 증착법에 의한 다양한

금속에 따른 Schottky 접합을 형성하여 I-V 특성을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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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ⅰ. CdTe의 일반적인 특성

화합물 반도체 물질들은 Fig. 1에서와 같이 적외선 영역에서 자외선 영역까지 넓게

분포된 파장영역에 놓여 있는 밴드갭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중

CdTe는 직접 천이형 밴드갭을 가지는 Ⅱ-Ⅵ족 화합물 반도체이다. CdTe 결정은 대기압에

서 zinc blende 구조를 가지고 있다[22]. CdTe 결정구조는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겹쳐진 단일체 구조에서 1/4만큼 어긋나 있는 면중심 결정격자(fcc)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결정구조에서 Cd원자의 위치는 fcc격자 위에 놓여있고, Te원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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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놓여있다. 모든 Cd 원자들은 네 개의 Te 원자들

에 의해 사면체로 둘러싸여 있고, 또한 Te 원자는
3

4
a 거리에 4개의 Cd 원자에 의해서

사면체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 �는 CdTe의 결정격자상수이다. 그리고 CdTe에 있어서

Cd와 Te의 원자로부터 결합에 이용될 수 있는 전자들의 수는 각각 2, 6 이므로 강한 이

온성을 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CdTe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고, 밴드구조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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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화합물 반도체들의 띠 간격 에너지와 격자상수와의 관계

Fig. 2. CdMnTe 결정의 zinc-blende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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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Structure Zinc-blende, Wurtzite

Molecular Per Unit Cell 4

Molecular weight 240.00 grams

Cubic Lattice Parameter (300 K) 6.48 Å

Density (4 K) 5.87 g/cm3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283 K) 4.70 ~ 4.90 x 106 K-1

Specific Heat 0.044 cal·gram/°C-1

Thermal Conductivity (300 K) 0.075 W/cm-1°C

Thermal Conductivity (80 K) 0.44 W/cm-1°C

Electron Mobility (300 K) 1200 cm2/V·s

Hole Mobility (300 K) 100 cm2/V·s

Refractive Index (10.6 μm) 2.64

Refractivity (10.6 μm) 0.203

Longitudinal Optical Phonon Energy 21.3 meV

Transverse Optical Phonon Energy 17.4 meV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 300 K) 7.1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 4.2 K) 10.05

Energy Gap (300 K) 1.428 eV

Energy Gap (4.2 K) 1.607

Electron Effective Mass 0.11 me

Heavy Hole Effective Mass 0.35 me

Melting Point 1092 °C

Table 1. CdTe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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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chottky diode 특성

Schottky diode란, 금속과 n형 반도체의 접촉면에 생기는 Schottky barrier의 정류 작

용을 이용한 다이오드이다. 여기서 Schottky barrier는 금속과 n형 반도체를 접촉 시켰을

때 서로의 Fermi level을 맞추게 되는데, 이때 n형 반도체의 주 반송자인 전자가 금속에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금속과 n형 반도체의 접합지점에 위치에너지 장벽이 생기게 된

다. 그것이 Schottky barrier 이다. Fig. 3에 접합 전후의 Schottky 접합의 특성을 보였다.  

Schottky barrier는 Fig. 4와 같이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전기장의 영향으로 인해 금속의

전자를 이동시켜 Schottky barrier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Schottky barrier의 영향으로

Schottky diode가 정류특성을 가진다. Schottky barrier ΦB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

다.

                      �� = �� − � = ��� + (�� − ���)                       (1)

여기서 ΦB는 ���보다 크고, ��은 금속의 일함수를 나타내며, 종류에 따라 다르다.

Schottky diode의 I-V 특성은 순방향에서는

�� = ��exp �
���

���
�                                (2)

이고 또한 역방향에서는

                            �� = ��exp �
���

��
�                              (3)

이다. 여기서 ��는 포화 전류이고, �은 ideality factor이며, 금속과 n형 반도체 사이에서 n

형 반도체의 일함수가 클 때, Schottky 접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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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금속과 반도체의 Schottky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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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ottky diode의 (a) 순방향 바이어스 (b) 역방향 바이어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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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방법

ⅰ. Cd1-xMnxTe 단결정 성장   

본 연구는 3단 전기로를 이용한 수직 Bridgmann법으로 Cd1-xMnxTe (x=0.05, 0.10, 0.15, 

0.20) 단결정을 성장한다. Fig. 5는 직접 주문 제작한 3단 전기로이며, 온도 조절장치를 3

단계로 나누고 안정성을 보완하여 높은 품질의 결정성을 가지게 된다. 전력 조절장치, 온

도 조절장치, 인하장치 그리고 교류 전원 공급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석고를 사용한 내부

벽을 바탕으로 각 단에는 막대형 siliconit를 눕혀서 4개씩 교차로 총 12개를 사용하였다.

상단과 중단에는 일정한 온도를 긴 구간으로 유지 시키기 위해 세라믹 판을 이용하여 층

간 열을 막아주었다. 각 층은 열전대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컴퓨터 온도조절기(UT35A, 

YOKOGAWA, Japan)로 온도를 제어하였다. 인하장치는 모터(M8GA36M, Panasonic, Japan)

를 이용하여 모터의 회전축과 인하장치의 축을 기어로 맞물리고, 속도조절장치(DV0P002, 

Panasonic, Japan)를 부착하여 아주 저속으로 하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Bridgeman법은

끝이 가늘고 긴 ample을 사용하여 속에 시료를 넣고, 끝에서부터 서서히 냉각시켜서 단

결정을 성장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여기서 종형법을 사용하며, ample로는 고강도 석영관

을 사용하였다. 산소-프로판 불꽃을 사용하여 석영관을 내경 10 mm, 두께 2 mm, 길이

100 ~ 120 mm로 제작하였다. 석영관 끝은 seed가 형성되기 쉽게 원추형으로 가공하였

고, 사용 전에 가공된 석영관 내부를 왕수로 채워 1 시간 가량 불순물 제거를 해주고 초

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증류수, 메탄올, 아세톤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하였다. Cd은 대

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얇은 피막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석영관 내부를 아세톤으로 탄

소 coating을 해줌으로써, 탈산소화를 하였다. 또한 탄소 coating은 결정성장과정에서 생

기는 열 수축 팽창으로 가공된 석영관이 깨지는 문제도 방지해준다. 각 원료는 높은 품

질의 결정성을 위해 Cd (7N), Mn (5N), Te (7N)의 고순도 원료를 사용하였다. Mn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하므로 질산을 사용하여 산화피막을 제거한 후, 석영관 속에 Cd:Mn:Te

를 mole 비로 혼합하여 넣어준 뒤, 1 x 10-7 torr로 진공 배기하여 봉합한 뒤에 전기로에

정확히 위치시켜 결정을 성장 시켰다. 결정을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가열된 합금이 너무

빠르게 냉각될 때 발생하는 공격자점(vacancy)과 같은 coring 결함과 입자들이 다시 재결

합하면서 발생하는 intergranular inclusions 결함이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함들

은 양질의 결정을 얻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들을 줄이기 위해서

는 낮은 성장 속도와 낮은 온도구배가 요구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1.42 mm/h의 낮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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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속도와 1 ~ 22 K/cm의 낮은 온도구배로 맞추어서 결정을 성장시켰다. Fig. 6은 실제

성장 시 사용한 시간에 따른 온도 프로그램으로 온도가 오르는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정 성장 후 직경 10 mm, 길이 40 mm의 CdMnTe 결정을 얻었으며, 이를 성장된 면

방향으로 절단하고 연마하여 5 x 5 x 1 mm 크기로 만들었다.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Rigaku RAD-3D, Japan) 장치를 이용하여 결정의 역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전자

주사 현미경을 이용해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분석으로 결정 성장

후의 조성비를 확인하였다. PL (photoluminescence) 분석으로 결정의 광학적 특성과 온도

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성장된 결정을 Schottky 접합 하여 I-V 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검출기로써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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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3단 전기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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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성장 시 전기로의 시간에 따른 온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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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는 시료에서 발생되는 특성 X-ray를 실리콘

단결정의 p-i-n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에너지의 형태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주사전자현

미경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전자 빔이 시편에 입사되면 가속된 입사전자들이 시편 내 원

자들의 내각의 전자를 축출하면 외곽에 있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축출된 전자자

리를 채우면서 X-ray가 방출되는데, 이는 원자의 종류 및 전자 궤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

성 X-ray라 부른다.

주사전자현미경은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시료에 충돌시켜 발생하는 이차전자, 후방산

란전자, X-ray 등을 검출하는 시료의 표면형상 및 구성원소를 관찰하는 나노 측정기술의

하나이다. 그에 부착된 EDS는 전자총에서 5 ~ 30 kV로 가속된 전자 빔을 연마된 시료표

면에 조사하면 시료 표면에서 특성 X-ray가 발생되는데 이를 에너지 분산 분광분석기

(EDS)로 검지하여 구성원소의 조성을 밝히고, 보정을 한 후 얻어진 계수자료를 표준시편

의 특성 X-ray 계수와 비교하여 정량분석 자료를 얻는다.

                            ��Å� = 12.3981
� (���)�                           

(4)

검출기에서 검출된 X-ray 신호는 pulse processor에서 펄스를 voltage 신호로 변환시켜, 

증폭과정을 거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거쳐 디지털 신호가 된다. 수집된 디지털 신

호는 MCA(multi-channel analyzer)에서 각 원소의 에너지에 대응되는 channel에 저장되

며 배정된 channel의 신호를 누적 막대 형태로 화면에 표시하는데 이것이 EDS spectru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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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X-ray diffraction (XRD)

X-선은 물체에 의해 산란되며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구조에 의해 특정 각도에서 위상

이 일치하게 되면 상호 보강이 되어 회절 선이 관측되게 된다. 회절 현상은 원자의 배열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X-선 회절 패턴은 물질의 결정구조에 의해 결정되게 된

다. 따라서 X-선 회절 측정법을 통해 시료의 결정구조를 알 수 있고, 결정의 상태를 해석

할 수 있다.

분말 X-선 회절 측정법은 분말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료에 대한 제한

이 적고 시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말 X-

선 회절 측정법은 시료의 결정 상태에 따라 결정의 배향성, 미소 결정의 크기, 결정화도, 

결정의 내부 변형 등의 측정에 용이하며, 본 실험에서는 단결정 성장에 따른 결정구조

파악이 어려워 분말 X-선 회절 측정법을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파악하였다.

X-ray diffraction은 튜브의 가속 전압 및 전류를 40 kV, 30 mA로 하고, Cu-Kα1 선(λ = 

1.5406 Å)을 CdMnTe에 조사하여 2θ = 20 ~ 80° 범위에서 0.02° 간격으로 step scan하면

서 X-ray diffraction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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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Photoluminescence (PL)

Photoluminescence 측정은 시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법이다. 

레이저 등의 광원을 이용해 시료에 가해주고 이때 전자는 여기 상태가 되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받아들인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된다. 이 에너지가 빛

의 형태를 띄면 luminescence라고 하는데 이를 측정하여 시료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

다.

광원으로 475 nm 고체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측정에는 micro PL 측정 장비를 이용하였

으며, Cd1-xMnxTe (x = 0.05, 0.10, 0.15, 0.20) 단결정을 벽개한 뒤 한쪽 면은 polishing을

하여 일정한 두께로 만들었고, 한 쪽 면은 벽개한 상태 그대로 측정을 하였다.

레이저의 세기는 1.5 mW로 하였고, 상온에서 직접 광원을 조사하여 500 nm ~ 1000

nm 구간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방식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 부위 초점을 10 μm로

정확히 잡은 뒤 잡음 신호를 줄인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여러 번 측정하였다.

저온 측정은 액체 질소를 이용하였으며, 온도조절장치를 사용하여 상온에서부터 77 K

까지 범위까지 20 K 단위로 조절하여 온도가 충분히 안정되었을 때 측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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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u/CdMnTe Schottky diode 제작 및 I-V 특성 측정

Schottky diode 제작은 2가지 방법에 따라 제작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Cd1-xMnxTe

(x = 0.05, 0.10, 0.15, 0.20) 단결정을 성장 면을 따라 벽개한 뒤 연마를 통해 약 0.5 mm 

~ 1.0 mm 두께로 만들고, 0.05-μm Al2O3 분말을 써서 거울 면으로 만들었다.

첫번째 제작 방법으로 한쪽 면에 AuCl3 용액을 얇게 도포 시킨 후, 24시간 동안 상온건

조 시켜 silver paste를 이용하여 전면 후면 wiring을 하여 Schottky diode를 제작하였다.

두번째 제작 방법은 DC sputtering system을 사용하여 99.99 % Au target으로 Ar 분위

기에서 Cd0.95Mn0.05Te 결정의 한쪽 면에 증착 시켜 접합 시켰다. 막의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증착 중 기판을 회전시켰고, 증착 동안의 Ar 분압은 1.3 x 10-3 torr, DC 

power는 15 W, 증착 기판의 온도는 573 K이었으며 15분간 증착 시켰다. 위와 마찬가지

로 silver paste를 이용하여 전면 후면 wiring을 하여 Schottky diode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Au/Cd1-xMnxTe Schottky diode를 전면과 후면 사이에 전압을 0.1 V 간격으로 전

압을 인가하여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다이오드로써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Schottky diode

는 일반 다이오드에 비해 문턱전압이 1/2 배 정도 낮고 역 회복시간이 짧다. 문턱전압이

낮으면 전압강하가 낮게 걸리기 때문에 전력효율이 올라간다. 역 회복시간은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원의 극성이 바뀌었을 때, 전류의 흐름이 바뀌어도 다이오드에 남아있던 소수

운반자들의 전하로 인해 전류가 즉시 0이 되지 않고 역 전류를 흘려 보낸 후에 0이 되

게 된다. 이때 역 전류가 0이 되는 지연시간을 역 회복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속 스

위칭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문턱전압이 낮기 때문에 최대 역 전압이 낮다. 높은

역 전압이 들어오면 Schottky diode가 파괴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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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토의

ⅰ. Cd1-xMnxTe 단결정 성장

결정을 성장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쉽게 다결정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도 특히 전기로의 온도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결정을 성장할 때 안전성을 가

장 먼저 고려하여 Fig. 5의 3단 전기로를 제작하여 성장에 사용하였다. Fig. 7은 기존에

사용하던 2단 전기로에서 성장된 결정과 3단 전기로에서 성장된 결정의 벽개면을 비교

한 전자주사현미경 사진이다. 검은 부분은 결정 성장 중 쉽게 발생하는 Te inclusion 결함

이다. 이 결함은 성장 중 불안정한 온도와 미세한 충격 등에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기

로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2단 전기로에 비해 3단 전기로에서 성장된 결

정의 Te inclusion 결함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성장된 Cd1-xMnxTe 단결정의 사진이다. 덩어리 결정 성장에서 성장이 잘된 정

도는 성장 후 결정의 머리 부분의 형태로 알 수 있다. 볼록한 경우, 평평한 경우, 오목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장관 중심부의 온도와 내벽 부근의 온도와 관련된다. 평평한 경우

가 성장관 중심부의 온도와 내벽부근의 온도가 일치하는 경우로 결정의 균질성이 가장

우수하다. 성장된 결정은 직경 10 mm, 길이 40 mm 정도인데, 가장 먼저 결정이 형성되

는 원추모양의 끝부분부터 마지막에 성장되는 결정의 머리부분까지 결정성에 차이가 나

게 된다. Fig. 9는 성장된 결정의 상단, 중단, 하단 구간에 대한 AFM (Atomic Force 

Microscope) 사진으로 결정의 위치에 따른 벽개면의 균질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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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2단 전기로에서 성장된 CdMnTe 결정의 벽개면 사진

      (b) 3단 전기로에서 성장된 CdMnTe 결정의 벽개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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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성장된 CdMnTe 단결정들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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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성장된 CdMnTe 단결정 벽개면의 AF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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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DS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정량분석 측정

은 시료의 성분비를 알 수 있는 측정 방법이다. 시스템 알고리즘(ZAF)에 의해 모든 계산

이 이루어져 허용오차는 1 % 이하의 값을 가진다.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해당 오차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측정법에서 생기는 허용오차 범위로 비교적 정확한 값임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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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d0.95 Mn0.05 Te Cd0.90 Mn0.10 Te Cd0.85 Mn0.15 Te Cd0.80 Mn0.20 Te

Weight

(%)

Atomic

(%)

Weight

(%)

Atomic

(%)

Weight

(%)

Atomic

(%)

Weight

(%)

Atomic

(%)

Mn 0.93 2.02 2.34 4.89 3.45 7.27 4.30 8.99

Cd 45.45 48.05 44.01 45.11 41.56 42.82 40.47 41.33

Te 53.62 49.94 54.46 49.92 54.99 49.91 55.23 49.68

Table 2. EDS 성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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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XRD

Fig. 10 (a)는 Cd1-xMnxTe 결정에서 Mn의 조성비에 따른 X선 회절 무늬를 2� = 3º ~ 

80º 범위에서 보여주고 있다. (220) 면에서 하나의 피크가 관찰됨으로 단결정이 성장됨

을 알 수 있다. Fig. 10 (b)는 성장된 결정을 분말로 만들어 측정한 X선 회절 실험 측정값

으로 (111), (220), (311), (400), (331), (422) 그리고 (511) 면에서 가지는 피크에 따라

Zinc-blende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단결정의 격자상수는 측정된 피크의 각도로부터

Bragg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23].

                                 2����sin� = ��                                (5)

여기서 ����는 면과 면 사이의 거리이고, (ℎ��)은 Miller 지수, �는 회절각, �는 Cu-Kα1

선의 1.5406 Å이다. 입방구조의 경우 면 사이의 거리와 격자상수 사이에는

          ����√ℎ� + �� + �� = �                             (6)

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격자상수 �는 격자면 사이 거리 �와 직접 비례하고, 만일

이 면에 대한 Bragg 각 �를 측정한다면 Bragg 법칙을 이용하여 �를 결정 할 수 있고,

이 값으로부터 �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Bragg 법칙에 있는 것은 sin�이므로 � 또는

�의 정밀도는 sin� 값의 정밀도에 의존한다. sin� 값은 � = 90° 부근에서 아주 서서히

변하므로 만일 �가 90°에 가까운 값이라면 대단히 정확히 sin�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

고 식 (5)와 식 (6)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격자상수를 구할 수 있다.

                                   � = ��
√��������

�����
                              (7)

Cd1-xMnxTe 결정에서 x = 0.05, 0.10, 0.15, 0.20 일 때 격자상수는 각각 6.4997 Å, 6.4926 

Å, 6.4797 Å, 6.4733 Å으로 Mn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격자상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n의 공유결합 반경(1.36 Å)이 Cd의 공유결합 반경(1.48 Å)보다 작기 때문이

다[24].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은 x = 0.05, 0.10, 0.15, 0.20 일 때 각각

0.05218 deg, 0.0554 deg, 0.321 deg, 0.228 deg로 x = 0.05와 0.10 일 때 우수한 결정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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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X선 회절 스펙트럼 (a) CdMnTe 단결정, (b) CdMnTe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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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PL

Fig. 11은 상온에서 측정한 Mn 조성비에 따른 PL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조

성비에서 D-A pair emission에 의한 하나의 피크가 나타나고 Mn 조성비가 늘어날수록

단파장(고에너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dTe의 띠 간격 에너지인 1.6

eV보다 MnTe의 띠 간격 에너지가 2.1 eV로 높으므로 Mn 조성비가 늘어나면 Vegard 법

칙에 따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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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상온에서 PL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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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u/CdMnTe Schottky diode I-V 특성 측정

Fig. 12는 1mm 두께로 연마한 Cd0.95Mn0.05Te에 대한 비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I-V 특

성이다. Mn은 반자성체(antiferromagnetism)이며, Mn을 치환시킨 Cd1-xMnxTe 결정은 자기

적 상 변화의 경우, x < 0.2 일 때 상자성(paramagnetic), 0.2 < x ≤ 0.65 일 때 spin glass, 

그리고 x > 0.65 일 때 반자성(antiferromagnetic) 성질로 변하게 된다[25]. 이에 따라 자

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x=0.5 에서 I-V 특성을 측정하였다.

저항 값은 Ohm의 법칙에 의해 약 3 x 109 Ω 이다[26].

R=ρ
l

s
                                   (10)

식으로부터 비저항은 약 108 Ω·cm 로 추정되며, 누설전류가 적어 방사선 검출기 및 의료

용 영상기기 센서로써 영상의 선명도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CdZnTe 결정 센서에 비해

향상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13 (a)는 Cd1-xMnxTe (x = 0.05, 0.10, 0.15, 0.20) 단결정을 0.5 mm ~ 1.0 mm 크기로

연마한 후 0.05-μm Al2O3 분말로 표면 처리 공정을 거치고, 한 쪽 표면에 HAuCl4 용액을

얇게 도포 시켜 건조 시킨 후 silver paste를 이용하여 전면 후면 wiring을 하여      

Au/Cd1-xMnxTe Schottky diode를 제작한 모습이다. Fig. 13 (b)는 제작한 Au/Cd1-xMnxTe

Schottky diode의 동작여부와 전기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I-V 특성 측정장비를 통

해 I-V 특성을 그린 것이다. 전압은 다이오드의 전면과 후면으로 -2 ~ 2 V 를 인가하였고,

그때의 전류를 측정하였다. 그래프와 같이 x = 0.05, 0.10, 0.15, 0.20 모두 순방향 전압으

로 0.4 V 부근에서 Ohmic loss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Mn의 조성비가 낮

을수록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x = 0.20 일 때 Mn의 자성 특성

때문에 I-V 특성이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 (a)는 결정성이 가장 우수한 Cd0.95Mn0.05Te 단결정을 0.5 mm ~ 1.0 mm 크기로

연마한 후 0.05-μm Al2O3 분말로 표면 처리 공정을 거치고, 한 쪽 표면에 DC sputtering 

system을 사용하여 99.99 % Au target으로 Au 막을 증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silver 

paste를 이용하여 전면 후면 wiring을 하여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를 제작한 모

습이다. Fig. 14 (b)는 DC sputtering system으로 제작한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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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I-V 특성 그래프로 전압은 다이오드의 전면과 후면으로 -

20 ~ 20 V 로 인가하였고, 그때의 전류를 측정하였다. 순방향 전압 특성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 ��exp �
��

���
�

Ideality factor는 4.9944 이었으며, 이에 따라 포화 전류는 2.70313 x 10-21 A 임을 알 수

있다.

�� = �∗���exp �−
��

��
�

여기서 �� 는 Schottky 장벽 높이이고, �는 면적 그리고 �∗ 는 Richardson 상수이다. 

CdMnTe에 대한 Richardson 상수는 CdTe의 값인 �∗ = 12 A·cm-2·k-2을 사용하면

sputtering system으로 제작된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의 장벽 높이는 1.56 eV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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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dMnTe 결정의 I-V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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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HAuCl4로 제작된 Au/Cd1-xMnxTe Schottky diode

Fig. 13 (b) HAuCl4로 제작된 Au/Cd1-xMnxTe Schottky diode I-V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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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 DC sputter로 제작된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

Fig. 14 (b) DC sputter로 제작된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 I-V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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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안정성을 높인 3단 전기로를 이용하여 수직 Bridgman 법으로

Cd1-xMnxTe (x = 0.05, 0.10, 0.15, 0.20) 결정을 성장하였으며, 역학적, 전기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여러 가지 Mn 조성비의 CdMnTe 결정에 대한 X-선 회절 실험으로부터 (220)면에 대

한단일 피크를 확인하였으며, zinc-blende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Mn의 조성비의

증가에 따라서 격자상수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회절선 각도는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n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반치폭이 증가하여 결정성이 나빠짐을

알 수 있다.

Photoluminescence 실험으로부터 상온에서 Mn의 조성비가 늘어남에 따라 D-A pair 

emission 피크가 단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d0.95Mn0.05Te 결정에 대한 I-V 특성으로부터 비저항은 약 108 Ω·cm로 높은 비저항을

가짐을 알 수 있고, HAuCl4 용액을 이용한 Au/CdMnTe Schottky diode의 I-V 특성 측정으

로부터 Mn의 조성비가 낮을수록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C 

sputtering system을 이용한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도 우수한 I-V 특성을 보였

으며, 이 다이오드의 Schottky 장벽 높이는 1.56 eV로 방사선 검출기로 사용하기에 적합

한 장벽 높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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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structur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cadmium manganese telluride (CdMnTe) single crystals grown by the vertical Bridgman 

technique. CdMnTe is a ternary semiconductor compound and can detect high-energy 

gamma-ray, which is a prime material for radiation detector at room temperature since it

has high resistivity, wide bandgap, and good electron transport properties.

From the X-ray measurement, it was found that the grown CdMnTe crystal had a 

zinc-blende structure and the lattice constant of the Cd0.95Mn0.05Te was 6.4997 Å with 

0.05218 deg FWHM of (220) reflection peak. The resistivity of the Cd0.95Mn0.05Te crystal 

was ~108 Ω·cm from the I-V measurement. The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

fabricated from HAuCl4 showed good I-V characteristic. Moreover, the calculated Schottky 

barrier height of the Au/Cd0.95Mn0.05Te Schottky diode by using DC sputtering was 1.56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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