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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quality superconducting coplanar waveguide (SCPW) resonators are crucial for developing superconducting quantum
information devices and sensors. We designed quarter-wavelength SCPW resonators and fabricated the SCPW resonators using
Nb thin film. The resonant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t T = 4.2 K, revealing the intrinsic quality factor and the coupling quality
factor to be Qi = 4,784 and Qc = 17, 980, respectively. Our design and fabrication techniques would be very useful to develop a
gate-tunable superconducting qubit based on the semiconductor nan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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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전도 평면 파동 길잡이(superconducting coplanar
waveguide, SCPW)는 마이크로파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의 한 종류로서, 기판 표면 위에 형성된 중앙 도선 및
한 쌍의 반평면 접지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a 참조).
SCPW를 통해 전송되는 마이크로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방향에 대하여 서로 수직이 되는 준TEM 모드(quasitransverse electromagnetic mode)를 형성하는데 [1],
SCPW의 끝 단을 접지면과 단락 또는 개방 시킴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 대한 공진(resonance) 또는 반공진(antiresonance)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공진기(resonator)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SCPW 공진기는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갖는데, 우주선(cosmic ray) 검출기[2], 초전도 큐빗[3],
스핀 큐빗[4]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SCPW
공진기를
투과형(tunneling)
조셉슨
(Josephson) 접합[5]과 전기 용량 형태로 결합하게 되면
트랜스몬(transmon) 초전도 큐빗[6]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나노 구조체를 매개로한 하이브리드 조셉슨
접합[7-9]을 SCPW 공진기와 결합시킨 경우에 게이트
조절 가능한 게이트몬(gatemon) 초전도 큐빗[10],
[11]을 구현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게이트몬 큐빗은
기존의 금속 박막형 초전도 큐빗과 비교하여 큐빗의 에너지
상태를 게이트 전압(gate voltage)를 써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10, 11]. 이는
인가해준 게이트 전압에 따라 하이브리드 조셉슨 접합을
이루는 반도체 나노구조체의 화학적 포텐셜(chemical
potential)이 바뀌면서 초전류 임계 전류(critical
current)가 변하는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7].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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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효과의 영향을 받는 반도체 나노 구조체를 대신해서
디락 반금속(Dirac semimetal)[12] 또는 위상 부도체
(topological insulator)[13]를 써서 하이브리드 조셉슨
접합을 형성시킬 경우, 마요라나 구속상태 (Majorana
bound state)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14], 이를 이용한
게이트몬 큐빗은 위상 양자 컴퓨팅(topological quantum
computing)의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15,
16]. 이러한 게이트몬 큐빗에서 개별 조셉슨 접합에
국소적으로 게이트 전압을 인가 하기 위해선 게이트
유전체를 증착한 후에 상부 게이트(top gate) 전극을
형성하는 방식을 써서 큐빗 소자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때, 게이트 유전체가 SCPW 공진기의 유효 유전상수
(effective dielectric constant) 및 품질인자 (quality
factor)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17] 이를 파악하기 위한
SCPW 설계 및 제작, 측정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SCPW 공진기를 설계한 후,
알루미늄 산화 박막을 증착한 공진기를 제작하였으며,
극저온 실험을 통해 SCPW 공진기의 공명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하나의 중앙 전송선(transmission line)의 양
쪽에 총 6개의 SCPW 공진기들이 결합된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공진 주파수는 4.3 GHz에서 4.7 GHz
사이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SCPW
공진기의 공명 특성 실험은 4.2 K에서 실시되었으며, 측정
결과로부터 내부 품질인자 Qi = 3,500 - 4,500 이 됨을
확인하였다. 게이트 유전체를 증착한 SCPW 공진기에 대한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게이트 조절 가능한 초전도 큐빗
제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

험

이번 연구에 사용된 SCPW를 투과하는 마이크로파
신호의 입출력은 중앙의 전송 도선을 통해 이루어지며,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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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1. (a) Cross-sectional view and (b) top view of the
SCPW.
초전도 공진기는 이러한 전송 도선과 용량성 결합
(capacitive coupling)을 이루고 있다. 각 초전도 공진기의
중앙 도선(central conductor)의 한 쪽 끝은 접지면과
단락(short circuit)되어 있고, 다른 쪽 끝은 접지면에 대해
개방(open circuit)된 형태를 갖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경계 조건으로 인해 공진 전자기파의 파장은 공진기의 총
길이 l에 대하여  = 4l 의 관계식을 갖는다. 이 관계식은
SCPW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fc)를 결정할 때도 사용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림 1b에 보이듯이 SCPW의
초전도 접지면에 5.8 ×5.8 μ m2 크기의 정사각형
구멍(hole)들을 배열(array) 형태로 디자인 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구멍에 아브리코소프 볼텍스 (Abrikosov
vortex)들을 가두어 둠으로써 볼텍스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부 품질인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18].
SCPW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 설계와 더불어, SCPW
공진기의 전송 특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진기의 특성
온저항(impedance, Z0) 값을 입출력단의 다른 마이크로파
회로와 정합(impedance matching)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 및 온저항
값들은 공진기 회로의 기하학적인 전기용량(capacitance,
Cg) 및 유도용량(inductance, Lg), 쿠퍼쌍(Cooper pair)
전자들의
움직임에
의한
동적
유도용량(kinetic
inductance, Lk) 등을 써서 구할 수 있으며[1] 그 식은 각각
Z0 = [(Lg + Lk)/Cg]1/2 및 fc = [(Lg + Lk)Cg]-1/2/4l 로
주어진다. 이 식들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하학적인
전기용량 Cg와 기하학적인 유도용량 Lg는 등각
사상(conformal m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적인
해[1]를 구할 수 있으며 결과 식은 다음과 같다: Cg =
4ε0εeffK(k)/K(k'), Lg = (μ0/4)K(k')/K(k). 여기서,
ε0는 진공의 유전율(permittivity), μ0는 진공의
투자율(permeability), εeff는 기판의 유효 유전상수
(dielectric constant), K 함수는 제1종 완전 타원적분
(complete elliptic integral)을 가리키고, k = s/(s + 2w),
k' = (1-k2)1/2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동적
유도용량은 Lk(T) = ggμ0L2(T)/wt로 주어지는데[19],
여기서 gg는 공진기의 기하학적 크기들로 결정되는
상수이며 t와 L(T)는 각각 초전도 박막의 두께 및 London
침투 깊이(penetration depth)를 가리킨다.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할 SCPW 의 Z0 및
fc 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이크로파
회로에서 전송 특성이 가장 좋은 온저항이 33Ω인 반면,
신호 파형의 왜곡(distortion)이 가장 작은 온저항은 77Ω
정도이므로[1] 그 중간에 해당하는 50Ω을 본 실험에
사용할 SCPW 의 온저항 값으로 설정하였다. SCPW
공진기 기하학적인 크기는 리쏘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이 충분히 가능한 s = 11 μm, w = 7.5 μm 로 설계
하였으며, 이 때 기하학적 전기용량과 유도용량은 등각
사상 방법[1]을 통해 각각 Cg = 175 pF/m 및 Lg = 411
nH/m 의 값을 얻었다. 이 때, Si 기판 및 표면의 SiO2 산화막
박막에 의한 유효 유전상수는 εeff = 6.35 을 사용하였다.

λ/4 SCPW resonator

1 mm

(b)

0.5 mm

(d)

(c)

100 mm

50 mm

Figure 2. (a) SCPW design including six resonators and a
transmission line. Gray-colored area means Nb and white
area means silicon oxide. (b) Drawing of SCPW resonator.
Total length of the resonator is 6.6 mm, resulting in a
resonance frequency of ~ 4.5 GHz. Enlarged views of (c)
the feed line capacitively-coupled to the SCPW resonator
and (d) the open end of the SCPW resonator.
초전도 박막으로 Nb 을 증착할 계획이므로 Nb 의
London 침투 깊이[20] L(T) = 39 nm 를 사용하여 구한
동적 유도용량은 Lk = 4.37 nH/m 이었다. 이들 값을 써서
SCPW 공진기의 온저항 값이 Z0 = [(Lg + Lk)/Cg]1/2 =
50Ω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설계한 SCPW 의 중앙
전송선에 전기용량 결합시킨 공진기의 개수는 총 6 개
이었으며 (그림 2a 참조), 공진기 각각의 길이는 l = 6.495,
6.555, 6.615, 6.675, 6.735, 6.795 mm 로 정하였다.
이러한 설계 디자인으로부터 예상되는 공진 주파수는 fc =
[(Lg + Lk)Cg]-1/2/4l 의 관계식을 써서 구하였고, 그 값은
각각 fc = 4.348, 4.387, 4.453, 4.494, 4.535, 4.556
GHz 등이었다.
SCPW 공진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품질인자(quality
factor)로는 유전체 내부의 불순물 또는 초전도체의 준입자
등에 의해 소멸되는 마이크로파 에너지에 반비례하는 내부
품질인자(internal quality factor) Qi, 중앙 전송선과
공진기 사이의 결합을 통해 빠져나가는 마이크로파
에너지에 반비례하는 결합 품질인자(coupling quality
factor) Qc, 그리고 공진기에서 손실되는 전체 에너지의
역수에 해당하는 부하 품질인자(loaded quality factor) Ql
등이 있으며, 이러한 품질인자들 사이에는 Ql-1= Qi-1+
Qc-1 의 관계식이 성립한다[21, 22]. 이 중에서 Qc 는 Qc
=(8π)-1(Z0fcC'g)-2 의 관계식을 써서 얻을 수
있는데[21], C'g 은 공진기와 전송선 사이의 전기
용량으로서 전송선과 공진기 사이의 폭 g (= 5.0 μm)와
결합 길이 lc (= 400 μ m) 등의 기하학적 형태에
의존하기에 해석적인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설계한 SCPW 디자인에 대하여 유한 요소법
프로그램(COMSOL Inc.)을 사용하여 수치적인 계산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C'g = 6.56 fF, Qc = 20,000 의
설계값을 얻었다. 추가로, 20 nm 두께의 Al2O3 박막이
증착된 경우에 유효 유전 상수 값은 Al2O3 박막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1% 미만의 오차로 일치함을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SCPW 공진기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3a 와 같이 실리콘(Si) 기판 위에 150 nm 두께의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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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을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으로 증착 하였다[23].
사용한 실리콘 기판의 상온 비저항 값은 ρ = 10 kΩcm
이었고, 열적 산화를 이용하여 기판 표면에 100 nm 두께의
실리콘 산화 박막을 형성하였다. Nb 박막을 증착할 때,
스퍼터링 챔퍼 내부의 아르곤(Ar) 가스의 작동 압력은
7.5mtorr 이었고 증착 파워는 250W 이었다. 증착한 Nb
박막의 상온 비저항 값은 26 μΩcm 이었고, 초전도 전이
온도(transition temperature)는 Tc= 8.5 K 을 얻었다.
이후로, Nb 박막 표면에 광감광제(AZ GXR-601,
Microchemicals GmbH.)를 도포하였고, 광리쏘그래피
(photolithography) 방법을 써서 SCPW 전송선과 공진기
패턴을 형성하였다. 불필요한 Nb 박막은 반응성 이온
식각(reactive ion etching, RIE) 장치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그림 2b 참조). RIE 공정에 사용한 식각
가스는 SF6 (4 sccm) 가스와 O2 (1 sccm)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식각 조건은 작동 압력 120 mTorr,
RIE 파워 30 W, 식각 시간 240 s 이었다. 식각 작업 후에,
Nb 박막 표면에 잔류한 광감광제는 감광제 제거액 (mrRem 700; Micro resist technology GmbH.)으로
제거하였고 이소 프로필 알코올(iso propyle alcohole,
IPA)로 감광제 제거액을 세척한 후, 잔류 IPA 를 질소
가스로 불어 내었다. 이와 같이 제작한 SCPW 공진기 위에
원자층 증착(atomic layer deposition) 장치를 써서 20
nm 두께의 산화알루미늄 박막 유전체를 증착하였다 (그림
2c 참조). 최종적으로, 입출력 포트와 SCPW 소자 사이의
와이어
본딩(wire
bonding)을
위해
부분적으로
산화알루미늄 박막을 제거하고 본딩용 비산화 전극을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빔 리소그래피(e-beam
lithography)를 이용하여 전송선의 양 끝 부분과 접지면
가장자리에 본딩용 패드 패턴을 형성한 후, BOE(buffered
oxide etch)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 식각과 이온빔 밀링(ion
bem milling) 장치를 이용한 건식 식각 작업을 수행하여
산화알루미늄 박막을 제거하고, 전자빔 증착(e-beam
evaporation) 장치를 써서 비산화 전극(Ti(5 nm)/Au(50
nm))을 형성하였다.
제작을 완료한 SCPW 공진기 칩은 Au 코팅된 고순도
무산소동으로 제작한 소자 패키지에 실버 패이스트(silver
paste)를 이용하여 장착하였다. 그리고 중앙 전송선의 양
끝 부분에 형성한 본딩용 패드는 소자 패키지에 장착된

(a)

(b)
O2

SF6 O2

SF6

resist

Nb 150 nm

AlOX 20nm

(d)
Ti/Au

Fig. 3. (a) Side view of a thermally-oxidized Si substrate
and Nb thin film on top of it. (b) Schematic of the reactive
ion etching process. (c) Side view of SCPW resonator
covered with AlOx film (blue color). (d) Schematic of Au
bonding pads (yellow color) for the connections with the
sample package.

Vector network
analyzer

port 2

Feed line

Lk

T = 4.2 K

Cg

Lg

Resonator

Fig. 4. Schematics of the |S21|2 measurement system.
입출력 포트와 알루미늄 선으로 본딩하였고, SCPW 접지면
또한 소자 패키지의 접지와 와이어 본딩하였다. SCPW
공진기의 삽입 손실(insert loss)인 |S21|2은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E5071, Keysight technologies Inc.)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측정 장치의 개요도는 그림4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토의
SCPW 공진기의 |S21|2 측정 결과를 그림 5a 에
나타내었다. 측정 온도는 4.2 K 이었고,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의 출력 파워는 -50 dBm 으로 고정 하였다. 측정
결과, 총 5 개의 공명 신호를 확인 하였으며 각각을 Ri (i=1,
2, 3, 4, 5)로 표시하였다. SCPW 공명 신호는 공진 주파수
근처에서 |S21|2 신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송선을 지나는 광자가 SCPW 공진
주파수 조건에서 공진기 내부로 흡수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S21|2 의 배경 신호는 약 -34 dB 정도의 크기를
갖는데, 측정 셋업에서 발생하는 광자 손실로 추정된다.
공명 신호의 삽입 손실 데이터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한 |S21|2 vs. f 데이터를 |S21|2=20*log|S'21|
관계식을 사용하여 산란 계수(scattering parameter)
|S'21| vs. f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그림 5b-5f 참조).
산란 계수는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𝑆 ′ 21 | = |

Si substrate

(c)

port 1

𝑓−𝑓𝑐
𝑓𝑐
𝑓−𝑓𝑐
1+2𝑖𝑄𝑙
𝑓𝑐

𝑆 ′ 21,𝑚𝑖𝑛 +2𝑖𝑄𝑙

| (1)

여기서 S'21, min 은 |S'21|의 최솟값으로서 S'21, min = Qc /(Qi
+ Qc)의 관계식을 갖는다[21], [24]. 우리는 |S'21| 실험
데이터를 위의 식 (1)에 피팅하여 Ql, Qi, Qc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각각의 공명 신호의 데이터 피팅 결과는 그림 5b-5f 에
나탸내었다. 공진 주파수 측정값은 fc,exp = 4.372, 4.431,
4.522, 4.540, 4.598 GHz 로 얻어졌는데, 이 값들을
설계값과 비교하면 평균 1.1 % 오차 이내에서 설계값과
유사한 값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온도에 의한 동적
유도 용량의 변화 또는 전송선과 공진기 사이의 결합 전기
용량이 설계값과 차이를 갖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결합 품질인자 값은 Qc = 17,980 (No.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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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Frequency-dependent |S21|2 data obtained at T =
4.2 K. Resonant dips are indicated by R1, R2, R3, R4, R5,
and R6. (b-f) |S'21| data (black line) and fitting curve (red)
for each resonant dip in (a).
으로서 설계값인 20,000에 비해 약 10 %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측정 실험에서 얻어진 내부 품질인자
및 부하 품질인자의 최대값은 각각 Qi = 4,784 및 Ql =
3335 (No.R1)을 얻었다. 이 값들은 다른 그룹의 결과와
비교하여 약 200배 작은 값 임을 알 수 있다[25]. 그
원인으로는 우리 실험에서 |S21|2 측정 실험이 수행된
온도(4.2 K)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가 마이크로파
에너지(~ 60 mK)보다 70배 정도 더 컸기 때문에 발생한
준입자들에 의한 손실 및 열적 잡음(thermal noise) 효과
등에 의해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 mK의 극저온
영역에서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품질인자 값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Ql, Qi, Qc 등의
품질인자들의 평균값 대비 분산의 크기는 각각 7.5%, 14%,
35%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품질인자 값의 분포는 초전도
박막 증착 및 소자 제작 공정의 개선을 통해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4. 결

13

론

우리는 1/4 파장 공진기를 설계하였고, Nb 초전도
박막을 사용하여 SCPW 공진기를 제작하였다. 절대 온도
4.2 K에서 공명 신호를 측정하였고, 삽입 손실 신호 측정을
통해 공진기 소자의 품질인자 값들을 추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공진 주파수 및 결합 품질인자 값은 설계값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후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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