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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e 열 재료에 형성된 HgTe 나노개제물의 석출거동: 

기 격자 불일치의 형성, 이론  계산  실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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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ghly strained nanostructure comprising crystallographically aligned HgTe nanoinclusions 

and a surrounding PbTe matrix has been synthesized using a precipitation process of supersaturated 

HgTe-PbTe alloys. From the early precipitation stage, HgTe nanoinclusions take disk shape, which is 

transformed from initial HgTe nuclei, although there is no lattice constant difference of the two end 

components at standard state. As a primary reason for the morph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initial 

spherical HgTe nuclei to HgTe nanodisks, the induced lattice mismatch is suggested. On the condition 

that the HgTe nanodisks maintain perfect coherent nature with PbTe matrix, the stress-free lattice 

constant of constrained HgTe nanodisks has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defined concept of the 

strain-induced tetragonality, the linear elasticity and the actual measurement in HRTE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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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지난 수십 년 동안 상 분리 합 에서의 석출거동 

 석출물 형태 변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1-5],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분석  연구와 결합되

어 많은 기술  진 이 이루어졌다 [6-10]. 

한편, 속의 강화를 해 개발/ 용된 G-P 

(Guinier-preston) zone [11,12] 개념을 이용한 나노 

a. Corresponding author; leemtx@konkuk.ac.kr

구조의 제작은 나노크기를 갖는 제 2상이 3차원으로 

배열된 구조의 효과 인 간편 제작기법이라는 으

로 매우 요하며, 실제로 이상 인 나노벌크 구조의 

간편 제작에 특히 유용하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석출을 이용한 나노구조 제조 개념이 화합물 반도체 

시스템에서도 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13,14]. 

특히, PbTe 기지상 내부에서 HgTe의 석출거동은 

PbTe 기지상과 결정학 으로 {100}HgTe∥{100}PbTe  

<100>HgTe∥<100>PbTe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매우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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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속계 합 과 상이하게 화

합물 반도체 결정 격자의 매우 제한된 확산거동으로 

인해 형성된 나노 개제물이 고온에서 장시간 안정하

게 존재하므로 화합물 반도체 석출형 나노구조가 열

재료에 응용성이 큼을 제시하 다 [14].

이와 같은 차원 나노구조의 개념은 특히 열 재

료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15]. 즉, 열 재료 내부

에 무수히 많은 반도체 나노 들을 형성시킴으로써 

나노 개제물에 의한 포논 산란을 기 할 수 있으며, 

기 도도의 감소를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큰 열

도도의 감소를 얻을 수 있어 열 재료의 성능지수

가 비약 으로 증가되는 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재, 이와 련하여 효과 인 나노구조를 제어하

기 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16-18].

본 연구에서는 PbTe 내부에 형성되는 HgTe 나노 

석출상의 크기  형태변화에 한 고찰한다. 특히, 

PbTe-HgTe 시스템의 석출 거동을 자세히 고찰하기 

해서 고해상도 자 미경(HRTEM)을 이용한 분석

을 주로 수행하 으며, HgTe 나노 석출상의 격자 이

미지의 찰, 원자 면간 거리 평가, 격자 면 변  특

성의 분석을 통해 석출되는 나노상의 세부 결정학  

특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의 자세한 실험과정은 참고문헌 [13,14]에 제

시하 다. PbTe(99.999%)와 HgTe(99.999%)를 석  

내부에 진공 하고 1,000℃에서 5시간 가열/용융시

켜 HgTe의 함량이 2.5 mol%인 잉곳(PbTe-2.5HgTe라 

함)을 제작하 다. 제작된 PbTe-2.5HgTe는 공융온도

인 600℃에서 48시간 이상 열처리하여 단일상을 형성시

키고, 공기  랭을 통해 과냉각 PbTe-2.5HgTe 고

용체를 제작하 으며, 300℃에서 10분에서 100시간 동

안 열처리하여 HgTe의 핵형성/성장을 유도하 다.

일반 TEM을 이용하여 석출 거동을 분석하 으며 

자세한 격자이미지의 찰을 해 고해상도 TEM 

(Philips EM430 SuperTwin HRTEM, 250 kV)을 사

용하여 나노개제물의 크기, 형태  격자면의 분석을 

수행하 다. 비교  소량의 HgTe가 첨가되었고, HgTe

와 PbTe의 격자 유사성에 기인한 회  피크의 첩으

로 XRD (x-ray diffraction)분석은 불가능하 고, 주로 

콘트라스트 차이에 의한 격자 구조 분석에 을 두

었다. 

3. 결과  고찰

일반 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HgTe(a= 6.456 Å)와 

PbTe(a= 6.462 Å)는 FCC 기반 결정구조이며 상온에

서 두 상의 격자상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 PbTe의 경

우 강한 이온결합 특성으로 Rock salt(RS) 구조를 갖

으며, HgTe의 경우 공유결합성이 강하며 zinc-blende 

(ZB) 구조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합의 차이로 두 

화합물은 유사 이성분계 상평형 특성을 갖는다. 

Fig. 1. Conventional TEM micrographs showing typical 

images taken at the [200] from the PbTe-2.5 HgTe alloy 

aged at 300℃ for 10 min. 

본 연구에서는 G-P 1 zone과 유사한 나노구조를 형

성시키기 해 3단계 열처리 공정, 즉 공융온도에서 

고용화 열처리, 상온으로의 랭, 그리고, 300-400℃ 

에서의 열처리를 통해 벌크형 나노구조 샘 을 제작

하 다. 

그림 1은 출발조성인 PbTe-2.5HgTe를 300℃ 에서 

10분 동안 열처리 하 을 경우 TEM 이미지를 나타

내고 있으며 그림 2는 동일 조성의 시편을 300℃ 에

서 5시간 열처리 하 을 경우 TEM 이미지를 나타내

고 있다. 특히, 본 나노구조는 100시간 이상 열처리 

이후에도 나노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는 구조를 유지

하 다. 본 석출과정의 HgTe와 PbTe는 구조인자

(structure factor)가 거의 유사하므로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정확한 석출물의 크기가 아닌 콘트라스트 차이 

이미지이다. 그림과 같이 기 석출단계에서는 원형의 

개제물이 존재하는 것이 찰되었으며(그림 1), 열처리 

시간이 증가할 경우 기 구형 석출물이 디스크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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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ventional TEM micrographs showing typical 

images taken at the [200] from the PbTe-2.5 HgTe alloy 

aged at 300℃ for 50 h. 

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이와 같은 상은 

두 물질 사의의 격자상수가 매우 큰 경우 발생되는 

형 인 석출 상이며, 본 실험 결과에 따라 석출/형성

되는 HgTe의 결정구조가 안정한 ZB형 구조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결정구조라 가정을 하 다. 

그림 3(a)는 그림 2 TEM 이미지의 일정 역을 

HRTEM으로 찰한 격자 이미지로 그림에서 보듯이 

PbTe의 기지상에 HgTe 나노디스크가 자빔의 방향

과 평행하게 배열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표시

된 회  패턴에서 각 주요 회 을 연결하는 희미한 

선(streak)들이 찰되며 이것은 디스크형의 개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b)는 그림 3(a)의 

IFFT (inverse fourier transform) 이미지이며, 그림 

3(c)는 그림 3(b)의 박스 부분에서 원자의 평균 면간 

거리  표 편차의 계산 결과를 표시한다.

그림 3(a)에서 몇 가지 특이한 결과를 찰할 수 

있다. 나노디스크는 완벽한 정합구조를 보이고 있으

며 구조의 변화 즉 원형의 기 개제물에서 디스크로 

변하는 과정에서 디스크 상의 일부 격자가 많은 변형

을 나타내고 있다. 한, 디스크의  부분의 컨트라

스트가 사라진 것으로 단할 때 이 방향의 기 변

형에 지는 효과 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림 3(a)에 표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 주변의 결정격자

가 형태 이와 련된 응력 계에 의해 입방정과 

다소 차이가 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디스크 두께 방향의 격자 면간 거리가 형태

          

Fig. 3. (a) HRTEM image of selected HgTe nanodisk, (b) 

IFFT image of (a), (c) Atomic displacement in (b).

변이와 련하여 단 변형  격자 피 에 의한 팽

창 효과로 일반 인 면간 거리인 ap와 비교하여 다소 

팽창된 면간거리 cp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효과는 

속계 합 의 시효과정에서 디스크형의 정합 석출물이 

형성될 때 찰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상을 ‘변형 

유도 정방화 (strain induced tetragonality)'라 정의한

다. cp  값을 효과 으로 측정하기 해서 그림 3(c)와 

같이 IFFT된 이미지에서 PbTe의 (200) 면간 거리인 

3.231 Å을 기 으로 실제 측정한 (200) 평균 면간 거

리와 표 편차를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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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RTEM image of selected HgTe nanodisk 

aligned perpendicural to electron beam direction.

Table 1.  Elastic constants of compounds from Ref. [19], 

(at room temperature and in units of 1010J/m3).

Constant\Mater. PbTe HgTe

C11 10.80 5.48

C12 0.76 3.81

C44 1.34 2.04

ξ* 5.49 -1.18

* The elastic anisotropy parameter (ξ) was calculated 

using ξ ( )11 12 44 442 /C C C C= − − . 

즉, 그림 3(c)는 디스크 주변에서 면간거리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최 가 되는 cp값은 7.123

± 0.119 Å으로 측정되었다. 즉 정합 디스크가 형성되

면서 디스크는 단힘(shear force)에 의해 내부 팽창

이 일어나서 일부 격자에서 정방정화가 발생하고 있

는데 이것은 서로 격자상수가 다른 입방형 석출물이 

입방형의 기지상에 석출할 경우 나타나는 상으로 

속계 석출물에서 보고된 바 있다 [6].

자빔과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HgTe 나노디스크는 

일반 으로 두께가 매우 작으므로 찰이 매우 어려우

나 그림 4는 그와 같은 HgTe 나노디스의 HRTEM 이

미지이다. 그림 3(a)의 디스크와는 달리 디스크의 표면

에서는 원자면의 상  변형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으며 변형은 오직 두께방향(그림 4의 두께 z 방향)으로 

인가되고 있으며 본 보고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와 

같은 비등방성 나노스트 인의 체계 인 분석이 필요

할 것이다.  

Fig. 5. A schematic model of the crystal lattice 

rearrangement showing the cubic-to-tetragonal phase 

transformation.

일반 으로 구형에서 디스크로의 형태 변화는 통

인 Eshelby 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20]. 표면에 지

를 최소가 되는 기 구형 입자가 성장할 경우, 두 상의

격자 불일치가 크다면 입자 크기가 증가할수록 격자

불일치에 기인한 큰 변형에 지가 형성된다. 이와 같

은 큰 에 지를 최소화시키기 해서 탄성학 으로 

무른(soft) 방향 즉 ξ가 음인 방향(표 1) 으로 석출물

이 재배열되어 이트형의 형태로 변할 경우 시

스템의 에 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경우 두 상의 격자상수 차이가 정상상태에서 거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디스크의 형성이 불가능할 것으

로 단되나, 실험결과 기 구형의 HgTe 결정이 안

정한 ZB를 갖지 않고 모상인 PbTe와 에피형(RS 형)

으로 석출된다고 가정하면 격자불일치가 유도되며 실

험으로 얻어진 디스크형 변이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석출된 HgTe가 모상과 큰 격자상수 불일치가 존재하

므로 매우 큰 탄성에 지를 최소화 하기 해 HgTe가 

ξ<0인 100방향으로 배열되면 최소의 변형에 지를 얻

을 수 있다. 이 상을 자세히 고찰하기 해 다음과 

같이 탄성석출이론을 용하여 기 HgTe의 격자불

일치에 한 고찰을 수행하 다. 

석출되는 상이 기지상과 큰 격자불일치를 갖는 경우, 

정합 석출된 상의 결정격자 형태는 무 응력(stress-free) 

상태의 격자와 다르며 그 차이는 격자불일치에 따른 탄

성에 지의 차이에 기인된다. 만일 격자 불일치가 크고 

계면에 지가 작을 경우, 정합 석출물은 최소의 변형에

지를 갖기 해 상의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20]. 

일반 인 상형 정합 석출물의 경우 형태 변이가 발

생하기 이 의 형태로 돌아기기 한 균일한 탄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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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형성된다. 이 경우, 석출물의 형태변화 이   

이후의 결정 habit 면이 같으므로 무 응력 상 이 변형

(stress-free transformation strain)  
0ε ij은 개제물 내의 

탄성변형과 같다. 즉, 개제물의 총 변형과 석출 habit면

은 각각 invariant면 변형과 invariant면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invariant면 변형은 invariant면과 수직한 벡터 

n0와 단(shear) 벡터 S(n0)로 표시된다. 이때, 상형 

정합 석출물 내부 균일 변형은 식(1)과 같다 [20].

 * 0
0( )= S nij i ju n                                 (1)   

  그림 5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입방격자에서 정방

격자로 결정격자가 재배열될 경우  
0ε ij는 다음과 같은 

텐서로 표시되며,

 0
11

0 0
11

0
33

0 0
0 0
0 0

ij

ε
ε ε

ε

⎛ ⎞
⎜ ⎟

= ⎜ ⎟
⎜ ⎟
⎝ ⎠                             (2)

이것은 입방형 모 결정의 직교 좌표계의 [100], [010], [001]을 

표시한다. 여기서,  ( )0
3 3 0 0pc a aε = − ,  ( )0

3 3 0 0pc a aε = − 로 정

의되며, pc 와 ( )pa a= 는 정방형격자 형태(즉, 속박된)를 갖는 

HgTe 나노디스크의 결정 격자상수이며 는 무 응력 입방

형 HgTe 석출상의 격자상수이다. 한, 식 2에 의해 응력텐

서  0σ̂ 는 다음의 형렬로 표시된다.

 0
11

0 0
11

0
33

0 0
ˆ 0 0

0 0

σ
σ σ

σ

⎛ ⎞
⎜ ⎟

= ⎜ ⎟
⎜ ⎟
⎝ ⎠                             (3)

여기서, 각 텐서 성분은 

 ( )0 0 0
11 11 12 11 12 33c c cσ ε ε= + +                        (4)

그리고

 0 0 0
3 3 11 1 1 11 3 32 c cσ ε ε= +                           (5)

로 정의된다. 

이 때,  식들에 의해 단 벡터 S(n0)는 간단히 

 ( ) 0
0 3 33( )σ= ΩS n ni i                              (6)

로 표시되며  ( )0 0,0,1=n  이다. 한 텐서  0( )Ω nij 의 모

든 off-diagonal 성분은  ( )0 0,0,1=n 에서 모두 상쇄되

므로 식 6은 다음 식으로 표 될 수 있고,

 ( ) ( )( ) ( )0

0
0 3 3 0 33 0 ,0,1

0, 0, ( ) σ
=

= ΩS n n
n                   (7) 

  모든 상쇄 조건을 고려할 경우, habit 면의 단

벡터 S(n0)는 다음 식과 같이 간단히 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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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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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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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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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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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

                   (8)

한, HgTe은 매우 소 트한 특성을 같는 음의 

anisotropy factor ξ (즉,  ( )0 0,0,1=n )를 가지며, 

 
0 0 0
11 22 33 0ε ε ε ε= = = 이 성립되므로 식 8은 더욱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0

1 2
0

11

0, 0 , 1 2 .ε
⎛ ⎞⎛ ⎞

= +⎜ ⎟⎜ ⎟
⎝ ⎠⎝ ⎠

S n c
c               (9)

상이 재배열될 경우, 모상의 결정격자 변환 r은 habit 
면에서 결정 격자의 변환 없이 ′r으로 이되며 다음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 = + 0 0r r S n n r                           (10)

따라서, 식 10과 모 입방 상 단 격자의 기본 치 벡터

인 ( )1 , 0, 00= ar , ( )2 0 , , 00= ar , ( )3 0, 0, 0= ar

를 고려하면 형성되는 정방형 단 격자의 새로운 기본 

벡터는 

1 1=′r r , 2 2=′r r

0
12

3 0 0
11

0, 0, 1 2 c= a a
c

ε
⎡ ⎤⎛ ⎞

′ + +⎢ ⎥⎜ ⎟
⎝ ⎠⎣ ⎦

r
              (11)

로 정의된다. 여기서, 1′r , 2′r   3′r 는 와 같은 변이

에 의해 형성되는 정방형 격자의 격자상수이다. 따라

서, 정합 상형 입방상의 개제물은 다소 정방정 형

태의 격자를 가지며, 격자상수 사이의 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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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에서 /p pc a 의 값을 본 연구에서 ‘변형 유도 

정방화 (strain induced tetragonality)'라고 정의하

다. 한편 이 값은 HRTEM으로 실험  직  측정이 

가능하므로 기의 무 응력 변형(stress-free strain) 

즉 유도된 격자불일치 0ε 를 HgTe 상의 탄성상수(표 

1)로 부터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a)-3(c)의 HRTEM 이미지로부터 속박 디스

크의 두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의 격자상수( pa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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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Te 기지상의 격자상수( ma )와 같은 6.462 Å로 측

정되었으며, 두께방향과 평행인 격자상수는 7.123±0.119 

Å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디스크의 심에서 측정된 

최  /p pc a  값(1.1023±0.0184)과 표 1에 제시된 탄상

계수로 식 13을 사용하여 기 격자 불일치, 즉, 무응

력 변형은 0.0586±0.0106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로 부 

터 기 HgTe 석출물의 격자상수가 6.0831±0.0682 Å

로 계산되었다. 즉 안정한 ZB 구조인 상의 격자 상수

와 비교하여 약 5.86%의 격자불일치가 존재함을 이론

  실험 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보고된 벌

크형 RS 구조 HgTe의 격자상수는 5.83 Å이며 본 계

산에서는 다소 상이한 값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본 계

산에 사용한 디스크형 HgTe의 크기가 매우 작은 이

유인 것으로 어느 정도의 오차가 포함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본 이론  유도/계산  실험  HRTEM 

찰을 통해 기 HgTe 핵은 격자상수가 6.0149-6.1513 Å

인 입방형의 구조로 석출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 디

스크 형성에 충분한 격자 불일치가 기에 형성된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증명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G-P zone과 유사한 방법으로 열  재료

인 PbTe의 내부에 HgTe 나노 개제물을 간편한 열처리 

공정만으로 효과 으로 형성시켰다. 기 석출 단계

에서 찰되는 구형의 입자는 성장하면서 디스크형의 

HgTe 석출물로 형태 변이됨이 찰되었고, 이 상

을 설명하기 해 기에 형성되는 HgTe가 안정한 

ZB형 HgTe 상이 아닌 기지와 에피형 계를 갖는 

RS형 HgTe이라 가정하 으며 형성된 정합 나노디스

크의 변형 유도 정방화와 탄성응력해석을 통해 이론

인 계식을 제시하 고 HRTEM을 이용한 격자변

의 실제 측정을 통해 기 격자불일치가 약 5.86%

로 존재함을 증명하 다. 이와 같은 간편 형성 

HgTe-PbTe계 나노구조는 내부에 존재하는 HgTe 

나노디스크는 물론 내부에 형성된 응력장에 의해 열

소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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