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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T공정을 이용한 음향광학 가변 필터용 Hg2Br2 파우더의 고순도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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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 a purification process of Hg2Br2 raw powders using a physical vapor transport(PVT) process, which

is essential for the fabrication of a high performance acousto-optic tunable filter(AOTF) module. Specifically, we characterize

and compare three Hg2Br2 powders: Hg2Br2 raw powder, Hg2Br2 powder purified under pumping conditions, and Hg2Br2

powder purified under vacuum sealing. Before and after purification, we characterize the powder samples through X-ray

diffraction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 corresponding results indicate that physical properties of the Hg2Br2

compound are not damaged even after the purification process. The impurities and concentration in the purified Hg2Br2 powder

are evaluat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scopy. Notably, compared to the sample purified under pumping

conditions, the purification process under vacuum sealing results in a higher purity Hg2Br2 (99.999 %). In addition, when the

second vacuum sealing purification process is performed, the remaining impurities are almost removed, giving rise to Hg2Br2

with ultra-high purity. This high purification process might be possible due to independent control of impurities and Hg2Br2

materials under the optimized vacuum sealing. Preparation of such a highly purified Hg2Br2 materials will pave a promising

way toward a high-quality Hg2Br2 single crystal and then high performance AOTF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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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향광학 가변 필터(acousto-optic tunable filters, AOTF)

와 음향광학 변조기(acousto-optic modulators, AOM)는

초 분광 영상센서의 핵심 모듈로 압전 트랜스듀서와

AOM단결정 소재가 서로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고, 음파

를 사용하여 빛의 주파수를 변화 및 분해하는 원리를 이

용하는 장치이다. 압전 트랜스듀서의 진동은 AOM 소재

로 입사된 빛의 회절 특성을 변화시키고, 결국 특정 파

장의 빛만을 회절시켜 나오게 한다. 따라서 AOTF장치

에 인가되는 주파수를 변조해 파장 별 회절 신호를 선

택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AOTF장치는 화학/생

물학 작용제 같은 독성 물질의 식별 및 탐지 같은 군

사 목적 뿐만 아니라 세포의 단층 구조 측정, 광물 탐

사, 환경 감시 및 공정제어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

야에 활용이 가능하다.1-5) 기존의 회절격자(grating) 방식

의 장치와 비교해 크기가 가볍고 무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전력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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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또한 편광이 적용된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에

어로졸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식

별, 탐지 및 추적에서 월등한 성능을 나타낸다. 심자외선

(deep ultraviolet, DUV, ~190 nm)과 장파장 적외선(long

wavelength infrared, LWIR, 8-12 µm) 대역의 두 가지

파장 영역에 적합한 소재가 필요하며, 특별히 화학 작

용제와 독성 물질과 관련된 방출/흡수 스펙트럼은 주로

8-12 µm LWIR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파

장대를 커버할 수 있는 AOM결정 소재 개발이 필수적

이다.2,3,6-8) AOM 소재의 광학적 물성에 대한 성능지수

(Figure of Merit, M2) 지표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관련 식에서 ni는 입사광의 굴절률, nd는 회절 된 광

의 굴절률, p는 유효 광 탄성계수, ρ는 AOM 물질의 밀

도, V는 음속을 의미한다.3) M2 성능지수를 만족하는

AOM물질로는 tellurium(Te), thalium arsenide-selenide

(Tl3AsSe3, TAS), mercurous halides(Hg2Cl2, Hg2Br2) 소

재들이 있다.1,9) 이 중 Te은 가장 높은 성능지수를 나타

내지만 밴드갭이 작아 열에 의해 쉽게 활성화되고 기계

적 강도가 약해 내구성이 약한 단점이 있다. 한편, TAS

는 재료 자체의 독성이 매우 강해 취급 절차가 까다롭

고 이 때문에 특수 재료 처리를 위한 막대한 설비 구축

비용이 필요하다.10) 반면, mercurous halides계열의 Hg2Br2

단결정 소재는 광학적 투과 대역이 0.4-30 µm로 상대적

으로 넓으며, 복굴절(입사한 빛의 파장이 같더라도 굴절

률이 달라 빛이 갈라지는 현상)과 굴절률이 커서 매우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능지수 또한

Hg2Cl2 단결정의 2.5배로 상당히 크다.11,12) Hg2Br2는 te-

tragonal 구조로서 c축 방향으로 Br-Hg-Hg-Br 의 형태를

유지하며 강한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구조

적 특성이 광학적 이방성 특성을 발현한다.

공정측면에서 Hg2Br2는 녹는점(~405 oC)에 비해 끓는점

(~390 oC)이 상대적으로 낮아 승화가 용이하며 이 때문

에 physical vapor transport(PVT) 공정을 적용하여 단결

정 성장이 가능하다. 한편, 결정 성장 전에 진행되는 원

재료 정제 공정은 단결정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N.B. Singh 연구팀에 따르면 순도가 낮은 원

재료를 이용하여 단결정 성장을 하게 될 경우 색조 현

상, 광 산란 및 미세 균열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13) 하지만, 원료의 불순

물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공정기술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고로, 본 연구에서는 Hg2Br2

원료 파우더를 PVT 공정을 이용하여 정제를 하였으며

공정이 진행되는 챔버 내부의 진공 조건을 최적화 해 상

당히 높은 순도의 파우더를 획득할 수 있었다. 구체적

으로, 고 진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under pumping 조

건에서 정제한 Hg2Br2 파우더와 고 진공 상태에서 밸브

를 닫아 진공을 폐쇄하는 vacuum sealing조건에서 정제한

Hg2Br2의 결정성 및 조성을 분석하였다. Under pumping

조건 정제 샘플의 불순물 제거율이 높지 않은 반면,

vacuum sealing에서 정제한 샘플의 순도는 5N급(99.999

%)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vacuum sealing과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정제를 했을 때

남아있던 불순물의 대부분이 제거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제 횟수가 증가할수록 순도를 더욱 좋게 만들 수 있

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순도의 Hg2Br2

파우더는 우수한 결정성과 고품위의 단결정 성장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차세대 AOTF 모듈의 핵

심 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실험 방법

Hg2Br2 파우더의 정제 공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quartz

furnace안에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quartz 앰플이 장입된

다. PVT공정을 진행하게 될 furnace는 총 4 구간으로

나뉘어진 히팅 존이 존재하며, 특별히 구간 별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앰플 내부 표면

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순도의 아세톤(99.99 %), 이

소프로필 알코올(99.999 %), 초 순수(99.999 %) 물로 순

차적으로 세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아세톤을 사용해 잔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그후 앰플은 다시 furnace에 넣은 후

10−3torr 이하의 압력에서 1시간 동안 150 oC로 열처리하

여 건조시켰다. 정제 앰플에 3N급(99.9 %) Hg2Br2 파우

더를 200 g 넣은 후 흡착된 수분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10−5torr 이하의 압력에서 100 oC의 온도

로 1시간 동안 건조하였으며, 원료가 장입 되어있지 않

은 히팅 존에도 동시에 가열하여 정제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차 건조가 완료되면 300 oC까지 가

열시켜 PVT정제공정을 실시하였다. 공정이 진행되는 동

안 고 진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under pumping)

과 exhaust쪽 furnace의 밸브를 닫아 고 진공 상태에서

폐쇄(vacuum sealing)시키는 2가지의 공정을 비교 평가

하였다. 정제 시간은 10시간이며 공정 종료 후 수은 및

2차상의 발생을 막기 위해 1 oC/min의 속도로 천천히 냉

각하였다. 정제된 샘플의 특성평가는 XPS(X-ray photo-

electron microscopy), XRD(X-ray diffraction)를 통해 정

제 후에도 Hg2Br2 성분의 화합물이 잘 유지되는지를 확

인하였고 불순물 종류 및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ICP-

OES(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

troscopy)와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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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scopy)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의 3차원 모식도처럼, Hg2Br2 파우더 정제 공

정을 위해 고안된 PVT 장치는 온도 및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장치 제어부, 열원 공급 장치부, tube fur-

nace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VT공정이 진행되는

tube furnace는 총 2개이고 고 진공을 유지하기 위해

rotary pump와 TMP(turbo molecular pump)시스템이 설

치되어 있다. Tube furnace는 실제 원료가 로딩되는

source zone과 정제 공정이 발생하여 파우더가 회수되는

purification zone으로 나뉜다[Fig. 1(b)]. 일반적으로 PVT

공정은 SiC 단결정 성장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Hg2Br2 파우더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승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었다.13-15) 정

제 과정은 물질의 비중 차와 온도 구배를 이용한다. 승

화 온도가 높은 중금속 및 불순물 성분은 기존 source

zone에 그대로 남고 승화된 Hg2Br2는 purification zone

으로 이동하여 재 결정화 되면 고순도의정제 파우더를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정제 전 파우더에

대한 XRD와 XPS분석을 진행하였다(Fig. 2). Fig. 2(a)

처럼 정제 전 Hg2Br2 의 XRD peak 데이터는 JCPDS

card에서 관측된 2-theta값과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를 얻

었다. (110) 방향의 peak가 가장 두드러지며 (101), (004),

(114), (105)등의 Hg2Br2 관련 peak도 분명히 검출되었

다. Hg2Br2의 (110) 방향은 다른 방향에 비해 음향 속

도(273 m/s)가 낮아 성능 지수가 높으며 정제 후 결정 성

장 후에도 상당히 중요한 면이다.12) Fig. 2(b), (c)의 Hg

4f5 (104.6eV), Hg 4f7 (100.5eV), Br 3d (68.6eV) XPS

Fig. 2. Characterization results before purification process of Hg2Br2 powder sample. (a) XRD spectra of the Hg2Br2 powder. XPS spectra

of (a) Hg and (b) Br. XPS narrow peaks indicate Hg 4f5, 4f7, and Br 3d.

Fig. 1. (a) 3D schematic image of PVT system for Hg2Br2 powder purification process. (b) Optical image of quartz tube inserted into

the chamber. Bottom image shows a schematic image of the tube furnace consisting of two zones and four h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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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들의 위치는 이전 연구결과의 XPS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16,17) XRD와 XPS 결과를 기반으로 초기 파

우더는 Hg2Br2소재임을 확인하였다. 

정제 전 파우더의 불순물 종류와 농도는 ICP-OES와

ICP-MS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ICP-OES

는 분석 샘플에 약 10,000K 상당의 고온을 인가하여 각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여기 시킨 후 다

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

를 분광 장비로 분석하는 방법이며 ppb(part per billion)

수준의 미량 원소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ICP-MS분석

법은 아르곤 플라즈마 내에서 이온화된 원소의 질량/전하

수 비(m/z)를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여 ppt(part per trillion)

수준의 극미량 정량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정제 전

Hg2Br2 파우더의 불순물 원소로 Fe, K, S, Si 들이 두

가지 분석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ICP-OES분석법을 통해

결정된 Hg2Br2의 순도는 4N급이지만 ICP-MS분석법에서

는 ICP-OES분석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초 극미량 불순

물들(Cr, Zn, Al)이 검출되어 순도는 3N급으로 낮아졌

다. 고로, 본 연구에서는 더 정확한 불순물 정량 분석

이 가능한 ICP-MS분석법을 채택하였다.

정제 후에 Hg2Br2 화합물의 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XRD와 XPS분석을 수행하였다. 승화

되는 Hg2Br2 파우더의 승화 조건을 제어하기 위해 공정

이 진행되는 동안 진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under

pumping)과 진공을 폐쇄시키는 방법(vacuum sealing)을

적용하여 파우더를 정제하였다. Under pumping과 vacuum

sealing 공정 조건에서 각각 정제된 샘플의 XRD 결과

데이터들이 Fig. 3(a)와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개

의 결과 값 모두 Hg2Br2 정제 전 XRD peak의 2-theta

위치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화합물의 생

Fig. 3. Characterization results after purification process of Hg2Br2 powder sample. XRD spectra of the Hg2Br2 powder purified under

(a) pumping and (b) vacuum sealing. XPS spectra of Hg2Br2 purified under (c) pumping and (d) vacuum sealing.

Table 1. Concentration of impurities before purification of Hg2Br2 powder through ICP-OES and ICP-MS analysis(Unit: ppt).

Analytical 

technique

Impurities
Purity(%)

Fe K S Si Cr Zn Al

ICP-OES 964 75700 3950 4210 - - - 99.9915

ICP-MS 277 127841 291 6287 31.8 43.7 1640 99.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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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Hg2Br2의 열분해로 인한 심각한 손상은 발생하

지 않았다. Under pumping 공정에서는 Hg2Br2가 분쇄

된 미립자 파우더 형태로 앰플 벽에 재 결정화 되었다.

획득된 파우더는 정제 전의 파우더 형태와 상당히 유사

하였고 이는 XRD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

제 전 XRD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반면, vacuum sealing

정제 파우더는 덩어리의 결정 형태로 앰플 바닥에서 수

집이 되었으며 (110) 방향의 peak가 다른 plane보다 더

강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런 결과는 결정 성장 샘플의

XRD결과와 유사하다.18) Fig. 3(c), (d)의 결과는 각각의

XPS 측정 결과로, 두 개의 결과 값 모두 Hg 4f5, 4f7,

Br 3d의 결과 peak이 정제 전 XPS peak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nder pumping 공정 조건에서의 Hg와

Br의 binding energy는 각각 100.8eV, 69.0eV를 나타냈

고, vacuum sealing 조건에서는 100.8eV, 68.9eV를 나

타냈다. 따라서 정제 전의 XPS 데이터와 큰 유의 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Hg2Br2 원재료의 화합물 물성이 정제

공정으로 변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Hg2Br2 파우더의 정제 전후로 불순물 및 순도를 확인

하기 위해 ICP-MS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는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Under pumping 조건 정제 샘

플은 불순물 함량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오직 Al

불순물만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vacuum sealing 조건

정제 샘플의 경우 불순물 함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

며 궁극적으로 6N급 순도의 정제 샘플을 획득할 수 있

었다. 고 진공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under pumping

공정에서는 Hg2Br2내에 혼입된 불순물들은 낮은 온도에

서도 승화가 가능해 Hg2Br2 분자와 함께 이동할 가능성

이 높아지고 결국 purification zone에서 재 결정화된다.

하지만, PVT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진공을 폐쇄하는 경

우에는 승화점에 미치지 못한 불순물들은 source zone에

남아있게 되고 Hg2Br2만 승화되어 purification zone에서

재 결정화된다. Vacuum sealing 조건에서는 순수하게 온

도 구배에 의해 생성된 열적 대류만으로 승화된 원료가

이동을 해 제어가 용이한 반면, 진공도가 지속적으로 높

아지는 under pumping조건에서는 승화된 분자의 흐름은

무작위적이며 통제가 불가능해 공정 재현성이 좋지 않

은 단점이 있었다.

공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불순물의 종류와 함량을 심

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ICP-MS 분석을 실시하였고 관

련 그래프가 Fig. 4(a)에 나타나 있다. 원재료의 초기 불

순물은 Fe, K, S, Si, Cr, Zn, Al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K은 전체 불순물의 93.7 %를 차지하고 Si원소가 4.6 %

정도를 차지하였다. 검출된 불순물들은 Hg2Br2 원료 합

성 공정 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제 전 불순물과

비교했을 때 under pumping정제 샘플의 K 불순물의 함

량이 일부 감소했으며 Si과 Al을 제외한 다른 불순물들

은 차이가 미미했다. 하지만, vacuum sealing 정제 샘플

의 경우 일부 원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순물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vacuum sealing 정

Fig. 4. (a) ICP-MS analysis of different Hg2Br2 samples(before purification, under pumping, vacuum sealing) For more clarity, the inset

of Fig. 4(a) show impurity elements with a concentration less than 400 ppt. (b) Comparison of the residual impurities concentration

depending on the number of vacuum sealing purification processes.

Table 2. Concentration of impurities before and after purification(under pumping and vacuum sealing condition) of Hg2Br2 powder through

ICP-MS analysis(Unit: ppt).

Type
Detection limit(mg/kg), impurities factor

Purity(%)
Fe K S Si Cr Zn Al

Before purification 277 127841 291 6287 31.8 43.7 1640 99.9864

Under pumping 265 82175　 262 1616 37.1 20.6 - 99.9916

Vacuum sealing 235 - 268 - - 6.72 - 99.9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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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건을 한번 더 적용한 샘플의 불순물 함량 그래프

가 Fig. 4(b)에 나타나 있다. Fe과 S의 함량이 눈에 띄

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불순물 함량이 약

간 증가한 Cr과 Zn의 경우는 두번째 정제를 위해 원료

를 앰플로부터 빼고 다시 장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

순물이라고 판단된다. 차후에는 고순도 정제 샘플을 기

반으로 고품위의 Hg2Br2 단결정을 합성하는 공정을 진

행할 예정이다. 이는 AOTF 모듈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AOTF 모듈 제작을 위해 필요

한 고순도 Hg2Br2 파우더를 PVT공정을 통해 정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제 공정을 완료한 Hg2Br2

파우더의 XRD, XPS, ICP-MS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조

군으로 정제 전 Hg2Br2 파우더, 첫번째 실험군인 under

pumping 조건으로 정제한 Hg2Br2, 그리고 마지막으로

vacuum sealing 조건에서 정제한 Hg2Br2를 각각 분석하

여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XRD, XPS를 통하여 정제

후 원재료의 물성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ICP-MS

를 통하여 각각의 순도를 평가한 결과 vacuum sealing

의 조건에서 5N급(99.999 %) 이상의 높은 순도를 확보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추가적으로 2차 vacuum sealing

정제 과정을 거친 샘플에서는 불순물의 대부분이 제거

된 것을 확인하였다. Vacuum sealing 정제 조건의 경우

승화점에 미치지 못한 불순물들은 source zone에 남아있

게 되고 Hg2Br2만 승화되어 purification zone에서 재 결

정화되었기 때문에 고순도의 파우더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한 온도 구배에 의한 열적 대류만으로 원료가 이동을 하

기 때문에 공정 제어가 용이하다. 이런 고순도 파우더

는 고품질의 단결정 Hg2Br2성장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물성 인자이고 궁극적으로 고성능의 AOTF 모듈을 제작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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