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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저항의 손실을 최소로 하여 전기기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초전도체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높은 온도에서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고온 
초전도체는 실용화에 앞서 임계전류밀도의 향상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며, 임계 전류 밀도가 물질의 미세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1, 2] 미세구조 
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질소를 주입한 저온의 진공 용기 
내에서 저온 주사 레이저 및 홀 소자 현미경(Low 
Temperature Scanning Laser and Hall Probe 
Microscopy, LTSLHPM)을 이용하여 
YBa2Cu3O7-x(YBCO) 초전도 선재 시료의 임계온도, 
자기장, 전류밀도 그리고 자화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들이 
국소적 영역에서 균일하게 나타나는 가를 조사하였다.   

또 Bean의 임계상태 모델(Bean’s critical state 
model) [3, 4]에 따르면, 초전도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가해질 때 단위부피당 자기이력 손실은 
초전도체의 넓이에 비례 한다 고 알려져 있다 [5-7]. 
따라서 자기 이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전도 박막의 
넓이를 줄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YBCO 초전도 선재 시료를 두 개의 브릿지 형태로 
제작하였다.  

 

 

2.  실   험 

 
실험을 위해서는 저온 및 진공의 환경에서 초전도 시료에 

전류, 자기장 및 집광된 레이저 빔을 가할 수 있으며, 전류와 
자기장, 레이저 빔이 가해진 상태에서 초전도의 특성을 안정 
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소적 영역을 측정 할 때 
필요한 센서들을 정밀하게 이송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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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저온 진공 용기를 
사용하였다. 액체질소(LN2)를 사용하여 극저온의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실험중의 진공도는 약 10-6 Torr를 유지 
하였다. 실험 중 각 설정온도에서의 오차는 최대 ±2 mK로 
평균적으로 190 μK의 온도편차를 보여 매우 정밀한 온도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8]. 

주사 레이저 및 홀 소자 현미경에는 파장 660 nm의 적색 
다이오드 레이저와 50 μm × 50 μm의 분해능을 가지는 
홀 센서(Hall sensor)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은 XYZ의 세 
축의 이송장치로 한 스텝당 3.5 nm정도를 움직일 수 있다. 

시료는 superpower 社 에서 제작된 1.0 μm 두께의 
YBCO 박막 선재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기판(Substrate)인 하스텔로이(Hastelloy)위에 
완충층을 그 사이에 둔 YBCO 박막을 은 보호층(Ag 
overlayer) 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레이저로 
국소적인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저항을 측정하는 본 
실험에 있어 초전도 박막층으로 열이 가해지기도 전에 열 
전도성이 좋은 은 보호층을 따라 열이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은 보호층을 제거하였다. 은 보호층을 제거한 후에는 
사진 식각 공정(Photolithography)을 통해 시료를 브릿지 
형태로 제작하였다. 사진 식각 공정은 시료 위에 감광제 
(Photoresist)를 도포한 후 노광(Exposure)에 의해 
마스크 (Mask)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의 패턴을 
전사시켜 형성 하는 공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를 이중 
브릿지의 형태로 제작하였는데, 브릿지의 길이는 4.0 mm, 
브릿지의 폭은 양 브릿지 모두 740 μm이고 브릿지 사이의 
간격은 510 μm이다. 
 

 

3.  결과 및 분석 

 
먼저 시료의 임계온도의 균일함을 조사하였다. 국소적인 

영역에서의 임계온도를 조사하기에 앞서 시료 전체의 
평균적인 임계온도를 4-단자 방법(Four probe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임계온도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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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transformed the shape of a YBCO sample with striation to reduce hysteresis and ac losses. And we chose several points to 
analyze in detail and visualized superconducting properties like critical transition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magnetic field, 
distribution of the current density and hysteresis in a non-destructive manner based on Low Temperature Scanning Laser Hall 
Probe Microscopy (LTSLHPM) to examine the homogeneity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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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의 시료에 1 mA의 전류를 
흘리고 분당 1 K씩 온도를 올려가며 저항값을 측정하였다.   
Figure 1은 시료 전체의 평균적인 임계온도 값을 측정한 
결과로 약 92.5 K을 나타내고 있다.  

국소적인 영역에서의 임계 온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주사 
레이저 현미경을 이용하였다. 시료의 온도를 임계 온도 
근처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시료 표면에 레이저 빔을 가하면, 
레이저 빔이 가해진 부분이 가열되고, 따라서 온도가 상승 
하고 저항이 증가한다. 이 때 전류를 흘려줄 경우, 전압신호 
δV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다음 식(3.1)로 표현된다[9]. 

 

)(|),(),,( 0
2 tT

T
yx

W
JtyxV

bTT δρδ Λ
∂

∂
≈ =      (3.1) 

 
J는 시료에 가하는 전류의 밀도, W는 브릿지의 폭이며 ∂

ρ/∂T는 온도 변화에 따른 비저항의 변화이다. 그리고 
Λ는 레이저 빔이 주사되는 영역의 열 전달 길이이고 δ
T0는 레이저 빔에 의한 온도상승을 나타낸다. 전류밀도, 
브릿지 폭 및 열전달 길이와 레이저 빔에 의한 온도상승은 
시료의 전 영역에서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전압 
신호 δV는 오직 ∂ρ/∂T 에만 비례한다. 따라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전압의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면 
Tc

max(x)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시료 표면에 집광될 레이저 빔 스팟의 최소크기는 

다음 식 (3.2)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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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Φ는 최소 스팟의 직경, λ는 레이저의 파장 그리고 

N.A.(Numerical Aperture)는 집광 렌즈의 개구수 인데,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의 파장은 660 ㎚이고 집광 렌즈의 
개구수는 0.28 이므로 최소 스팟의 직경은 2.88 ㎛ 이다. 
Figure 2는 자기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의 

온도를 임계온도 이하로 내리고 50 mA의 전류를 가한 뒤 
온도를 92.1 K부터 92. 8 K까지 0.1 K씩 증가시켜 가며 
레이저 빔을 주사하였을 때의 전압 신호를 측정하여 
2차원으로 이미지화 시킨 것이다. 세로 방향을 X 축의 방향, 
가로 방향을 Y축의 방향으로 하였을 때 전류를 Y축의 
방향으로 인가하고 집광된 레이저 빔을 가로와 세로 모두 
35 μm씩 이동시키면서 측정하였다. 92.4 K에서 신호의 

 
 
Fig. 1. Critical transition temperature of YBCO sample 
with 1mA bias current and +1 K/min ramp rate. 

 
 
세기가 불균일한 지점과 균일한 지점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에는 그러한 양상이 점차 
감소하였다. 
 
국소적 영역에서 임계온도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Figure 2에서 전압의 신호를 2차원으로 이미지화 
시켰을 때 전압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92.4 K에서 
전압의 신호가 균일하게 나타났던 지점과 균일하지 않게 
나타났던 Y축의 지점을 선택하여 각각 L1과 L2로 정하였다. 
Figure 3은 이 두 지점을 나타낸 것인데, L1은 전압의 
신호가 균일하지 못한 지점이며, L2는 전압의 신호가 
상대적으로 균일한 지점이다.  

 

  (a) 92. 3 K 

 

  (b) 92.4 K 
 

 
 (c) 92.5 K 

                  
 

                 0.1                                   5.4 [μV]    
               Y axis 
 
Fig. 2. Two dimensional visualization of the critical 
transition temperature: Voltage signal response of the 
temperature variation. 

X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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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는 Figure 3에서 상세한 분석을 위해 선택된 네 
개의 지점에 대해 X축 방향으로 1차원 스캔을 진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0 mA의 전류를 인가하고 92.0 K 
부터 10 mK 씩 온도를 올려가며 1차원으로 스캔을 
진행하였다. 이 때 레이저 빔의 움직임은 2차원으로 
분석하였을 때 보다 (Figure 2) 좀 더 세밀하게 17.5 μm 
씩 이동시키면서 진행 하였다. 집광된 레이저를 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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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0.1                                     5.6 [μV] 
 
Fig. 3. Indication of two lines analyzed in detail of YBCO 
sample at 92.4 K. 
 
 가한 상태에서 임계온도 아래에서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전압신호 δ V를 측정하면 신호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게 되는데 최대가 되었을 때의 
전압신호를 δVmax라고 하고 그 때의 온도를 Tc

max 라고 한 

 
(a) L1 

 
(b) L2 

 
Fig. 4. One dimensional visualization of the critical 
transition temperature: distribution of δVmax and Tc

max of the 
YBCO sample at (a) inhomogeneous position and (b) 
homogeneous position. 

다.  Figure 4에서 원 모양의 데이터는 δVmax를, 삼각형 모
양의 데이터는 Tc

max를 나타낸다.  실제로 측정된 모든 데이
터를 가지고 계산하여 본 결과, 전압신호가 균일하게 나타
나지 않았던 L1지점 Tc

max의 평균값은 92.559 K, 표준편
차는 0.02 K 이었으며, 비교적 전압 신호가 균일하게 나타
났던 L2 지점의 Tc

max 평균값은 92.540 K, 표준편차는 
0.019 K 으로 전압신호가 균일한 지점에서보다 불균일한 
지점에서의 Tc

max의 표준편차의 값이 크게 나타났다. 실제
로 이 페이퍼의 Figure 4에서 제시한 L1, L2 지점 이외에 8
개정도의 지점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스캔 하였는데, 
그 결과 Figure 3에서 신호가 불균일 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은 그림 4의 a와 같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생겼고, 신호가 균
일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은 그림 4의 b와 같이 표준편차가 
튀는 부분이 없이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였다. 

Figure 5의 (a)와 (b)는 전압신호 δV의 불균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양한 환경하에서 시료 내부의 
전류밀도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홀 효과를 이용한 저온 홀 
소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시료 표면 국소 영역의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료의 온도를 임계온도보다 
높은 100 K까지 올려 인가자기장에 대한 이력을 제거한 후 
자기장과 전류를 인가하지 않은 ZFC의 상태로 온도를 81.0 
K까지 내린 후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0 Oe부터 400 
Oe까지 올려가며 센서를 35 μ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시료표면의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를 Figure 5에서 볼 수 
있다.  

 
     (a) L1 

 
 (b) L2 

 
Fig. 5. Distribution of the magnetic field in (a) L1 (b) L2 of 
the YBCO sample at various external magnetic fields. 
 

Figure 6의 (a)와 (b)는 식 (3.3)과 같은 역변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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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ion calculation)방법을 이용하여 L1과 L2 

지점에서의 자기장 분포를 전류밀도의 분포로 변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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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와 Figure 6의 결과 모두 전압 신호가 균일하게 

나타났던 L2 지점에서는 브릿지 사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거의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전압의 신호가 

균일하지 않았던 L1 지점에서는 브릿지의 좌우가 

비대칭적이고 왜곡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a) L1 

(b) L2 
 

Fig. 6. Distribution of the current density J(x) in (a) L1 (b) 
L2 of the YBCO sample at various external magnetic fields 
calculated from the inversion calculation method. 

 
(a)  Local hysteresis curve at lower bridge 

 
(b) Local hysteresis curve at lower bridge 

 
(c) Local hysteresis curve at upper bridge 

 
(d)  Local hysteresis curve at upper bridge 

 
Fig. 7. L2 (homogeneous position) local hysteresis loop of 
(a),(b) : at lower bridge and (c), (d) : at upper bridge. 
 
Figure 7은 저온 주사 레이저 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 
전압신호 δV가 균일한 모습을 보였고, 홀 소자 현미경으로 



 

Figure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이력곡선의 
형태가 측정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다음의 식 (3.4) [11]에 의하면 주어진 위치의 전류밀도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20
abVb

MJc −
∆

=                      (3.4) 

 
이 때 M은 평균 자화도, V는 시료의 부피 및 a와 b는 

시료의 길이이다.  
저온 레이저 주사 현미경의 측정 결과는 L2 지점의 모든 

위치에서 전압신호가 매우 균일하게 나타났고, δVmax와 
Tc

max의 분포도 균일하였다. 그러나 자기이력곡선 실험 
결과에 의하면 초전도 물성이 균일한 L2 지점에서 
외부자기장을 차폐하는 차폐전류의 분포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기이력곡선 실험은 T=81.0 K에서 
외부자기장을 최고 500 Oe 까지만 변화하면서 
실시하였으므로, 이 결과는 외부자기장의 차폐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 M(H, x)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주어진 위치 x와 외부 자기장 H에서의 Jc에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 M은 초전도 선재 내부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온 주사 레이저 및 홀 소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YBCO 선재 시료를 단일 브릿지와 이중 브릿지 
형태로 만들어 국소적 영역에서의 초전도 특성을 
비교하였다. 4단자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시료 전체의 
임계온도 값은 92.5 K 이었으며, 저온 주사 레이저 
현미경을 이용하여 국소적 영역에서의 임계온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 지점에 따라 임계온도의 값에 차이가 있었다. 

저온 홀 소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자기장의 분포를 
측정하여 전류로 변환하여 나타내어 본 결과, 저온 주사 
레이저 현미경의 측정에서 균일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는 홀 소자 현미경 측정결과 또한 비대칭과 
왜곡됨을 보였다. 또 두 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 균일하다고 
분석되는 지점에 대하여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자기이력 
곡선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실시한 자기이력곡선 
실험의 ∆ M(H,x)은 임계전류 밀도 Jc에 비례하지 않고 
초전도 선재 내부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 주사 레이저 현미경과 홀 소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이중 브릿지 형태의 초전도 선재의 
국소적 초전도 특성의 균일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기이력곡선 실험을 통해 균일한 초전도 물성을 보이는 
브릿지의 내부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초전도 선재의 활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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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한 결과 자기장과 전류밀도의 분포가 브릿지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던 L2 지점에서, 
홀 소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X축 방향으로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쪽 브릿지 내부의 한 지점에서부터 위쪽 브릿지로 
위치를 옮겨가며 전류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 Oe의 
간격으로 0 Oe 에서 500 Oe까지, 500 Oe 에서 -500 
Oe까지 그리고 다시 -500 Oe 에서 200 Oe까지 자기장을 
가하여 81.0 K의 온도에서 자화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오른쪽에는 자화도가 측정된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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