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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fabricated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s (SQUIDs) based on Nb Josephson junctions, and characterized the
key parameters of the SQUIDs. The SQUIDs are double relaxation oscillation SQUIDs (DROSs) having larger flux-to-voltage
transfer coefficient than the standard DC-SQUIDs. SQUID sensors were fabricated by using Nb junction technology consisted of a
DC magnetron sputtering and a conventional photolithography process. In multichannel SQUID systems for whole-head
magnetoencephalography measurement with a helmet-type SQUID array, we need about 336 SQUID sensors for each system. In
this paper, we fabricated a few hundred SQUID sensors, measured the critical current, flux modulation voltage and decided if each
tested SQUID can be used for the multichannel systems. As the criterion for the acceptance of the sensors, we chose the critical
current and amplitude of the modulation voltage to be 8 ㎂ and 80 ㎶, respectively. The average critical current of the SQUIDs was
10.58 ㎂. The typical flux noise of the SQUIDs with input coil shorted was 2 μΦ0/√Hz at whit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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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전도 루프와 조셉슨 접합으로 구성된 초전도
양자간섭소자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SQUID)는 저주파 영역에서 감도가 가장 좋은
자력계이다. 따라서 SQUID 자력계의 고감도 특성을
이용하여 기초과학, 의료진단, 국방, 자원탐사 등 다양한
정밀측정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그 중 생체자기측정
분야는 오랫동안 많이 연구된 SQUID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이다. 이는 사람의 심장 혹은 뇌의 이온 전기
활동에 동반된 자기장을 측정하여 인체내의 전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근허혈, 부정맥의 진단, 뇌전증 스파이크
국지화, 뇌기능 진단이 가능하다 [1].
인체 표면에 부착된 전극을 통한 생체전기신호 측정과
달리 SQUID를 이용한 생체자기신호 측정은 비침습,
비접촉 측정 방법이며 시간 및 공간 분해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의료 진단을
위해 SQUID 기반의 생체자기측정 시스템은 다채널
시스템에서 센서 채널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센서 채널 증가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50,000여개의 SQUID 센서가 활용되어 약 250개의
뇌자도 시스템이 설치되었다[2]. 이렇게 보편화 되고 있는
다채널 SQUID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착되는 센서의 감도뿐만 아니라 센서 제작 수율,
특성의 균일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b/AlOx/Nb 조셉슨 접합을 이용한
이중이완발진 SQUID (double relaxation oscillation
SQUID, DROS)센서를 제작하였다. DROS는 다른 Nb
SQUID와 다르게 자속에 대한 출력전압 진폭과 자속-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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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계수가 큰 특징을 가져 구동회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시스템의 소비전력과 설치 공간을 줄일
수 있어 다채널 시스템의 경제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다채널 DROS 시스템에 필요한 센서를 확보하기 위해
460개 센서의 통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측정
시스템을 완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소자의 중요한
파라메터로서 임계전류와 자속변조 전압의 진폭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제작된 다채널 DROS 시스템 내
각각의 센서 특성이 균일한 성능을 갖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DROS 센서의 제작
2.1. DROS센서의 구조
SQUID는 기본적으로 자속을 전압으로 변환하는
소자이며, 입력 자속에 대한 SQUID의 출력전압을
구동회로 (Flux-locked loop, FLL)로 검출한다. SQUID
센서와 구동회로로 구성되는 SQUID 센서 시스템의
자속잡음 값은 구동회로의 전단증폭기 입력전압잡음,

Fig. 1. Schematic circuit diagram of the DROS with a
reference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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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yout of the sensor. For measuring the flux noise of
the sensor, the pickup coil pads were shorted using
superconducting wire bonding.
입력전류잡음×입력저항, 입력저항의 열잡음(Johnson
noise)의 합을 자속-전압 변환계수로 나눈 값이다. 기존의
direct current(DC)-SQUID는 자속-전압 곡선에서 단위
자속에 대한 SQUID의 출력 계수인 자속-전압 변환계수가
작다. 따라서 SQUID 출력을 실온의 전단증폭기로 직접
측정을 할 경우 전단증폭기의 입력잡음이 SQUID 센서
시스템의 전체 자속잡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어
고감도 센서 시스템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속-전압 변환계수가 큰 센서를 사용하여 구동회로의
입력잡음 영향을 줄여야 한다.
DROS 센서의 구조는 Fig.1과 같다. DC-SQUID와의
차이는 DROS에는 조셉슨 접합의 히스테리시스를 없애지
않으며, 신호 SQUID와 기준 접합을 사용한다. 그래서
DROS는 신호 SQUID (Ls)의 임계전류(2I0)와 기준
접합의 임계전류(Ic2)의 비교기 역할을 한다. [3]
히스테리를 갖는 기존 방식의 DC-SQUID 루프에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기준 접합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과 병렬로 저항(Rsh)-인덕터(Lsh)로 된 이완 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다. 직류 바이어스 전류가 가해지면 두
임계전류의 정전용량과 이완 회로가 LCR 이완 발진 회로로
동작한다. 이 때 신호 SQUID와 기준 접합 중 임계전류가
적은 쪽이 이완 발진에 참여한다. 한편 신호 SQUID의
임계전류값은 입력 코일(Li)를 통한 자속으로 조절된다.
따라서 외부입력자속에 의해 신호 SQUID의 임계전류값이
기준 접합의 임계전류 값과 같아지는 주식값에서 전압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큰 자속-전압 변환계수가 얻어진다.
SQUID는 능동소자로서 각종 정전용량, 인덕터 등으로
구성되며 SQUID 회로 내부의 여러가지 공명 현상이
발생한다. 이들 공명주파수는 저 잡음 SQUID 동작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댐핑회로를 부착하였다 (Rw, Rd, RxCx).
SQUID 루프 및 접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속 트랩을
제거하기 위해 SQUID 루프에 인접하여 히터를 구성하였다
(Rh).
센서의 포토마스크 설계도는 Fig. 2와 같으며, 센서의
크기는 3 mm × 6 mm이다. 다채널 SQUID 장치에서
인접한 채널 간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피드백 코일은 검출
코일-입력 코일의 유도 전류를 상쇄시키는 외부궤환
방식을 사용하며, SQUID 루프가 균일한 외부 자기장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미분계 구조로 하였다.
2.2. DROS센서의 제작
DROS의 제작은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한 패터닝,
스퍼터링, 반응성 이온 식각 (reactive ion etching, RIE),
화학기상증착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등의 공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체

Fig. 3. Fabrication process for the SQUID sensors.
센서 제작과정은 Fig.3과 같다. 초전도 재료는
내화금속으로 반복적인 열 변화에 강하고 단일금속으로서
임계 온도가 가장 높은 Nb를 사용하였다. 센서는 1~10
Ω㎝ 비저항을 갖는 3인치 실리콘 웨이퍼에 제작하였다.
웨이퍼는 열 산화를 통해 형성된 100 ㎚ 두께의 SiO2로
절연되어 있다. 조셉슨 접합 정의를 제외하고 모든 박막들은
lift-off 공정을 통해 패터닝 되었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위해 AZ5214E 감광제(photoresist, PR)과 AZ300MIF
현상 용액을 사용했다.
먼저 Nb/AlOx/Nb로 구성되는 3층 박막은 동일한 챔버
내에서 진공을 깨지않고 연속적으로 형성하였다. 증착 전
챔버는 진공도 5×10-6 Pa로 유지되었고, 증착 시에는 0.7
Pa 압력의 Ar 분위기에서 0.5 ℃로 설정된 칠러를 통해
수냉식으로 냉각된 웨이퍼에 증착하였다. 접합의 박막들은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으로 Nb 하부 전극 150 nm, Al
10 nm 증착 후 1,000 Pa의 O2 압력분위기에서 40 ℃로
설정된 칠러를 통해 웨이퍼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30분간
Al 박막을 산화시켰다.
조셉슨 접합의 임계전류를 결정하는 파라메터는 하부 Al
박막의 두께, 상부 Al 박막의 두께, 산화압력, 산화시간,
기판온도 등이 있다. Al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임계전류는 감소하며, 산화압력과 산화시간의 곱에
임계전류가 반비례한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수년간
SQUID 센서를 제작해오면서 증착 챔버의 환경에 맞춰
최적화한 실험조건으로 접합을 형성하였다. Nb 상부
전극은 산화막 위에 1.5 nm Al을 증착 후 5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증착된
Nb/Al-AlOx-Al/Nb
샌드위치
박막은
lift-off를 통해 패터닝 되었다. 조셉슨 접합은 PR 패터닝
후 기판온도를 110 ℃로 유지하면서 4 Pa 압력의 SF6
분위기에서 RIE를 통해 정의하였다. 신호 SQUID 내 2개의
조셉슨 접합의 크기는 각각 4×4 μm이며, 기준 접합의
조셉슨 접합은 5×5 μm 크기이다. SF6 분위기의 RIE는
먼저 Nb 상부 전극을 에칭하고, Al 표면을 만나면 AlF3을
형성하여 Al 박막이 에칭되는 것을 보호하고 에칭의 적절한
종료시점을 알려주는 stop layer가 되게 한다. 만들어진
AlF3와 남겨진 Al 및 AlOx들은 SQUID 센서 측정 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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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산화 나트륨 기반의 용액을
H2O:AZ340=25:1으로 희석하여 용액 에칭하였다.
SiO2-1 절연막은 110 ℃로 웨이퍼를 가열하면서
PECVD로 50 Pa 압력의 N2O:SiH4=10:3 분위기에서 150
nm로 증착하였다. SiO2 내의 pin-hole을 통한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PR 마스크를 이용해 SiO2-2
절연막을 120 nm 두께로 추가로 증착하였다. 두번째
절연막 증착 전에 현상된 PR이 열 손상에 의해
변형되지않도록 SF6 플라즈마에 짧게 노출 시켜 PR 표면이
경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Pd 히터 저항과 Nb 와이어링
배선은 다시 웨이퍼를 수냉식으로 냉각시킨 후 1 Pa 압력의
Ar 분위기에서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으로 각각 40 nm,
20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Nb 박막 표면의 산화 방지 및 입력 코일 패드의 초전도
본딩 용이성을 위해 5 nm 두께의 Pd 보호막을 마지막으로
형성하면 전체 제작 공정이 마무리된다. 공정이 끝난 DROS
센서는 dicing saw로 절단 후 Rogers 세라믹 PCB기판에
부착하여 액체 헬륨에 담가도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한
센서의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PCB 내의 배선과
패드는 구리 패턴 위에 금 도금으로 보호되어 있고, 센서 내의
패드와 PCB 패드와의 연결은 50 ㎛의 Al 선으로 초음파
본딩하였다. DROS 센서 특성 평가를 위해서 입력 코일의
패드는 열처리된 25 ㎛의 NbTi 와이어로 초전도 본딩을
통해 단락 시켰다.

3. DROS 센서의 특성 평가

DROS에 가해지는 자속 바이어스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 있어서 외부자속신호에 비례한
값만이 적분기에 남아 있어 적분기 출력을 알면 외부 자속
크기를 알게 된다. 피드백 회로는 적분기 스위치가 작동하면
적분기 출력과 연결돼 DROS의 반대 자속을 전달하여
FLL을 구성한다.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을 때에는 외부
전압을 연결하여 SQUID 특성을 평가하거나 상태를 점검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자속 조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4].
3.2. DROS 센서의 전류-전압 및 자속-전압 특성
Fig.5는 DROS 센서의 전형적인 (a)전류-전압 특성,
(b)자속-전압 특성을 보여준다. 전류를 증가시킬 때
자속을 약 10배 높은 주파수로 가하였다. 따라서 외부
자속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모든 전류-전압 특성 곡선이
겹치도록 하였다. DROS는 전압을 기준 접합 양단에서
측정한다. 그래서 DC-SQUID와 달리 전류-전압 곡선에서
전압이 많이 나타나는 아래 곡선이 신호 SQUID에
가해지는 자속이 n Φ 0 ( Φ 0:자속양자)일 때이다. 즉,
기준접합이 이완발진에 가담하고 전압이 측정되게 된다
[5].
DROS의 자속-전압 특성은 DC-SQUID에 비해 자속에
대한 출력전압 진폭이 크고 자속-전압 변환계수가 약 10배
정도 큰 1 mV/Φ0의 값을 가지므로 이를 검출하기 위한
회로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인가 전류가 증가할수록 자속에 대한
출력전압이 증가하고 자속-전압 변환계수도 증가하여
구동회로의 입력전압 영향을 적게 받지만 센서의 고유
잡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인가 전류 결정이

3.1. DROS 센서 특성 평가 환경
DROS센서의 특성 평가를 위해 비자성의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glass-reinforced plastic, FRP) 막대로
가공된 다채널 프로브를 제작하였는데, 1회의 냉각으로
32개의 센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채널의
프로브에 연결된 배선은 256 가닥이며, 상온의 열이 센서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전도가 낮은 망가닌
선을 이용하였다.
Fig. 4는 DROS 센서 특성 평가를 위한 FLL 회로의
구조이다. FLL회로는 외부 자속 신호에 대해 비선형적으로
변화는 DROS 출력전압을 선형화 한다. FLL 회로는 DROS
동작을 위한 인가 전류 조절기, 증폭기, 적분기, 적분기 옵셋
전압 조절기, 자속 옵셋 조절기, 히터 전류 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LL회로는 외부자속신호에 의한 미세 전압
변화를 증폭, 적분하여 외부 신호와 같은 크기의 반대
자속을 만들어 피드백 코일을 통해 DROS에 인가함으로써

Fig. 4. Circuit diagram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DROSs.

Fig. 5. Characteristic curves of the DROS. (a)
Current-voltage curve with flux modulation. (b)
Flux-voltag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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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LL 회로의
입력잡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적분기 옵셋 변동에
의한 FLL 회로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임계전류와
변조전압의 최적 값을 찾기 위해 500 여개의 센서를
제작하고 통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3.3. DROS 센서의 통계적 특성
제작된 DROS 센서들은 먼저 광학현미경으로 패턴이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관찰하였다. 배선의 단락 혹은 개방의
여부를 확인하는 육안 검사로 물리적 결함이 없는 센서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센서들은 모두 460여개이고, 측정한
센서들의 임계전류와 변조전압 특성 분포도는 Fig. 6과
같다.
측정된 센서 중 임계전류가 0인 42개를 제외한 센서들의
임계전류값은 평균 11.63 ㎂이고, 표준편차 1.92 ㎂이다.
임계전류가 클수록 변조전압이 커서 적분기의 옵셋 전압
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 그동안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다채널 시스템의 소자 파라메터와 시스템 동작 특성을
바탕으로 볼 때, 다채널 시스템에 사용될 센서 수집을 위해
8 ㎂이상의 임계전류 값을 수집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Fig. 6 (b) 그래프는 변조전압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변조전압을 5 ㎶ 간격으로 기록함에 따라
분포도가 불연속적으로 보인다. 임계전류는 가지지만
자속에 대한 변조전압이 관찰되지 않은 센서들은 15개였다.
이외의 센서들의 변조전압 평균은 82.94 ㎶이고,
표준편차는 11.72 ㎶였다. 자체 설정한 다채널 SQUID
시스템에 사용될 센서의 수집 조건인 80 ㎶를 넘었다. 해당
수집 조건은 간단한 구조의 회로로 구성된 FLL의

Fig. 6. Distribution of the key sensor parameters. (a)
Critical current, and (b) modulation voltage of the
fabricated DROSs. Total number of the sensors is 460.

Fig. 7. Flux noise spectrum of a DROS sensor with the
pickup coil pads superconductively shorted.
입력잡음이 SQUID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경험에 의해 설정되었다. 따라서 8 ㎂이상의 임계전류값과
80 ㎶이상의 변조전압값을 모두 만족하는 센서들은
360개로 수집되었다.
통계적 임계전류 특성을 조사하였을 때, 평균 임계전류
값이 최적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셉슨 접합의 산화막
공정 조건을 통해 임계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Al-oxide 형성 시 산화조건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임계전류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되었다.
임계전류는 산화압력과 시간의 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데 압력 또는 시간에 독립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7].
본 연구에서 제작된 500여개 센서의 임계전류와
변조전압의 통계적 특성 분포 조사를 통해 다채널 SQUID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DROS센서 제작공정 조건이
최적화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7은 자기차폐실 내부에서 입력 코일 패드 양단을
NbTi 초전도 선으로 단락 시킨 DROS 센서를 FLL 모드로
동작 시켰을 때의 자속잡음 스펙트럼이며 10회 가산 평균한
값이다. 화이트 대역에서 DROS 센서의 평균 자속잡음은 2
μΦ 0/√Hz 내외로 생체 자기 측정시스템에 사용하기에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SQUID 센서에 검출코일을
결합하여 뇌자도 측정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을 경우의 측정
시스템 잡음은 센서 시스템의 잡음에 신호수집장치
(아나로그-디지털 변환) 잡음, 듀아 열잡음, 자기차폐실의
열잡음, 환경자기잡음 등이 더해지게 된다. 뇌자도 장치에
사용된 미분계 검출코일에 본 센서를 결합했을 때 flux
transformer의 자기장-자속 변환계수는 0.46 nT/ Φ
0이다. 따라서 SQUID 센서 시스템의 잡음만을 고려하면
미분계 장치의 자기장 잡음은 약 1 fT/√Hz 이어야 하나,
실제 측정된 미분계 시스템의 평균잡음은 100 Hz에서 약
3.5 fT/√Hz 으로서 센서 시스템 이외의 잡음이 많이
기여함을 알 수 있다 [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LL 모드 동작 시 동작 인가
전류를 크게 할수록 전단증폭기의 입력잡음 기여는
줄어드나 센서의 고유 자속잡음은 증가하므로 적절한 인가
전류와 변조전압 크기의 결정이 필요하다.
SQUID
시스템을 FLL 모드로 동작 중에 인가전류를 바꿔가면서
자속 잡음을 측정함으로써 최적의 인가 전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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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다채널 SQUID 시스템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균일한 특성을 갖는 SQUID 센서를 확보하기 위해
Nb 조셉슨 접합을 이용한 SQUID 센서를 제작하고
통계적으로 특성을 측정하였다. 500 여개의 DROS 센서를
제작한 후 육안 선별 과정과 통계적 특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채널 SQUID 시스템에 사용되기 위한 수집조건으로
임계전류 8 ㎂ 이상, 변조전압 80 ㎶ 이상을 설정하였고
360개의 센서를 수집할 수 있었다. 통계적 특성 분포도를
통해 대다수의 센서들이 센서 수집 조건 이상의 특성을 갖고
임계전류 또한 허용 가능한 표준편차 범위에서 최적의 값을
가지므로 다채널 SQUID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DROS센서 제작공정 조건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균일한 성능을 가지는 수백 채널의 SQUID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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