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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전도체의 응용을 위해서는 높은 임계온도와 큰 

임계전류밀도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초전도 물질 중에서 REBa2Cu3O7-x (REBCO, RE=Y, Gd, 

Sr, Eu) 초전도체가 액체 질소 온도(77 K) 이상의 높은 

임계온도(Tc)를 갖는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자기장 

내에서 높은 임계전류밀도를 유지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주목 받고 있다. REBCO는 cuprate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하 저장층(charge reservoir layer), 절연층 

(insulating rock salt layer), CuO2 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초전류가 흐르는 CuO2층의 구조적인 

변화가 초전도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 2]. 

현재까지 이러한 REBCO 계열 초전도체의 전력 

응용(power application)으로의 주된 이슈는 자기장 

내에서의 임계전류밀도의 향상이다. 임계전류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속(magnetic flux) 제어가 

효과적이며 그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내부에 

BaMO3(M=Zr, Sn, Hf) 물질을 이용한 나노 기둥, 나노 

입자 등의 인공 자속고정 중심(artificial pinning 

center)를 첨가하여 자속을 고정하거나[3-5] 이온 

선속 방사(ion beam irradiation)를 통하여 인위적 

으로 초전도체 내에 원기등 형태의 결함을 만드는 

방법[6, 7], 그리고 기판 위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그 위에 증착하는 초전도체에 인위적인 결함을 유도하여 

자속을 고정하는 방법인 표면 장식(surface decoration) 

 방법[8, 9] 등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단순하게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성체를 이용하여 자성 특성에 

의한 임계전류밀도의 향상이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자성체와 초전도체가 서로 접합되어 있을 경우 

강자성체 내에 정렬된 전자들이 초전도체 내부로 유입 

되어 쿠퍼쌍을 깨뜨리는 pair-breaking 효과가 존재 

하며 초전도체 내에서도 강자성체로 쿠퍼쌍이 유입 되어 

초전도성이 낮아지는 근접효과(proximity effect) 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전도성의 향상을 위해서 강자성체 의 

사용은 꺼려왔다[10, 11]. 하지만 Bulaevskii 의 

이론[12] 과 초전도/강자성체의 다중층, 이중층, 또는 

강자성체 입자의 내부 도핑이나 표면장식 등의 연구 

결과가 강자성체를 활용한 임계전류밀도의 향상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8, 13-15]. 현재는 REBCO 

초전도체와 동일하게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유사한 격자상수를 갖고있고 또한 높은 큐리 

온도로 임계온도 이상에서 자성을 띄는 물질인 도핑된 

LaMnO3 물질을 이 많이 연구 되고 있다[10, 11, 16].  

이 논문에서는 GdBa2Cu3O7-x (GdBCO)의 임계전류 

밀도의 향상과 자기장 의존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강자성물질인 La0.7Sr0.3MnO3 (LSMO) 나노 입자를 

표면 장식한 시료에서 GdBCO 의 자속고정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강자성체와 초전도체의 경계면 수십 

nm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근접효과에 의한 Tc의 감소를 

줄이고자 400 nm의 충분히 두꺼운 두께의 GdBCO를 

사용하였으며 LSMO 입자들의 밀도를 체계적으로 

달리하여 자속고정 특성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LSMO 입자가 첨가된 REBCO 박막에 대한 연구들은 

 

Enhanced flux pinning property of GdBa2Cu3O7-x films by 

ferromagnetic surface decoration  
 

C. Y. Songa, J. Y. Oha, Y. J. Koa, J. M. Leeb, W. N. Kangb, and B. Kanga,* 

 
a Department of Phys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b Department of Physics,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Korea 

 
(Received 24 April 2020; revised or reviewed 14 June 2020; accepted 15 June 2020)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flux pinning property of GdBa2Cu3O7-x (GdBCO) films on top of La0.7Sr0.3MnO3 (LSMO) nanoparticles 

deposited by a surface decoration. Both GdBCO films and LSMO nano particles were deposited by pulsed laser deposition and the 

number of laser pulses were varied from 80 to 320 in order to control the density of the LSMO nanoparticles. The magnetization 

data at 77 K showed that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c) was enhanced in all of the GdBCO films with LSMO nanoparticles and 

that the Jc enhancement was found to be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SMO nanoparticle density. Structural analyses revealed that 

LSMO nanoparticles induce a compressive strain in the GdBCO films resulting in a disordering in the CuO2 plane. Therefore, the 

enhanced flux pinning property in the GdBCO with LSMO nanoparticles was attributed to the competing effect between the 

increase of pinning centers and the increase of compressive strain in the superconduct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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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8, 17] LSMO 입자를 이용한 자속고정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 실  험 

 

LSMO 나노입자 표면 장식과 GdBCO 박막 

제작은 SrTiO3 (100) 단결정 기판위에 KrF 엑시머 

레이저(λ = 248)를 이용한 펄스 레이저 증착(pulsed 

laser deposition)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GdBCO 

박막은 증착온도 750 ℃에 300 mTorr 의 산소 

분위기에서 130mJ의 에너지로 400 nm 두께로 증착 후 

500 Torr 산소 분위기 내에서 500℃ 온도로 후열처리를 

진행하였다. GdBCO 를 증착하기전에 표면 장식으로 

쓰이는 LSMO 입자의 경우 입자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증착온도는 450 ℃, 산소 분압 150 mTorr, 레이저 

에너지 100 mJ의 조건으로 증착하였다. 이때 레이저의 

펄스 수를 80, 160, 그리고 320으로 증가시켜 서로 다른 

LSMO 입자 밀도를 갖는 시료를 각각 80p, 160p, 320p 

로 명명하였다.  

STO 기판 위에 표면 장식한 LSMO 입자의 

표면상태를 원자힘 현미경(AFM, Bruker; XPS-100)을 

이용하여 관측하였다. LSMO 입자 위에 GdBCO 가 

증착된 시료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X-선 회절 

분석과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분광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EXAFS 스펙트럼은 포항 가속기 8C 빔 라인을 

이용하여 Cu K-edge 에서 측정하였다. 온도에 따른 

저항 특성은 폐회로 냉각기 (closed cycle refrigerator) 

를 이용하여 사단자법(four-probe method)으로 측정 

하였다. 자화 특성과 임계전류밀도(Jc)는 MPMS 

(Quantum design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XL-5)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때 Jc 는 

Bean의 임계상태 모델 (critical state model)[18], 𝐽𝑐 =

20∆𝑀/[𝑎(1 − (𝑎 3𝑏⁄ ))] 식을 통해 얻었다. 여기서 a와 

b 는 시료의 가로, 세로 길이(a<b), ∆𝑀은 자화 차이를 

의미한다. 

 

3. 결과 및 토의 

 

그림 1은 STO 위에 표면 장식으로 증착한 LSMO 나노 

입자들의 AFM 이미지이다. 80p, 160p, 그리고 320p 

시료 모두 평균 크기 25 nm, 평균 높이 1 nm 의 LSMO 

입자가 균일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으며 레이저 펄스 수가 

증가할수록 LSMO의 입자의 개수 역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SMO 입자 밀도는 펄스가 증가할수록 각각 

84/m2, 158/m2, 그리고 507/m2 로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모든 입자가 GdBCO 초전도 박막 내에 

결함을 유도하여 하나의 자속고정중심 (pinning center) 

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매칭 필드 

(matching field)는 80p, 160p, 그리고 320p의 순서로 

각각 0.2 T, 0.4, T, 그리고 1.1 T의 크기를 갖는다. 

 
 

Fig. 1. 3D AFM images of LSMO particles deposited on 

STO substrates obtained by using (a) 80 pulses, (b) 160 

pulses and (c) 320 pulses of laser. 

 
STO 기판과 LSMO 입자들이 장식된 STO 기판 위에 

GdBCO 박막을 각각 증착하고 온도에 따른 저항을 

측정하여 LSMO 나노 입자가 임계온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dR/dT 곡선에서 0으로 

수렴하는 지점으로 구한 Tc,onset 과 Tc,zero는 Pure 시료의 

경우 각각 94 K 과 91 K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LSMO 입자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임계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GdBCO 박막의 두께가 초전도/강자성체 

의 근접효과가 작용하는 범위로 알려진 ~10 nm[19] 

보다 훨씬 두꺼운 400 nm 이므로 pair-breaking에 의한 

초전도성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Tc,zero 

부근에서 꼬리가 형성되는 것과 pure GdBCO 에 비해 

잔류저항비 (Residual resistance ratio, RRR)가 감소 

하는 것으로 보아 LSMO 나노입자로 인해 불균일한 

초전도 영역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료들의 자속고정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3은 

pure와 LSMO 나노입자 장식 시료의 77 K 자화로 부터 

구한 임계전류밀도의 자기장 의존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Self-field를 포함한 모든 자기장 영역에서 LSMO 나노 

입자를 사용한 시료의 임계전류밀도가 향상되었으며 

80p 시료가 가장 큰 임계전류밀도 값을 가지고 임계전류 

밀도 증가 폭은 펄스 수에 반비례 하였다. 임계전류밀도 

뿐만 아니라 임계전류밀도의 자기장 의존성도 향상되어 

임계전류밀도의 자기장 감소 비율을 나타내는 값의 

경우 pure 시료에서는  ~0.72 이었는데 LSMO 나노 

 

 
Fig. 1. Normalized resistance of GdBCO samples with 

LSMO particl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Pure GdBCO 

data is also included for comparison. Inset:  Onset and zero 

critical temperatures as a function of LSMO laser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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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uble-logarithmic graph of the field dependence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pure GdBCO and GdBCO 

films with LSMO particles Inset: The exponent  of power 

law decay as a function of LSMO laser pulses. 

 

 
Fig. 4. Pinning force density of all samples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The position of Fp.max shifts to higher fields. 

 

입자가 첨가되면 가파르게 감소하고 80p 시료에서 가장 

작은 값 ~0.45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표면 장식으로 첨가된 LSMO 나노 입자가 자속고정 

중심으로 효과적 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노입자 첨가에 

의해 자속고정 메커니즘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LSMO 시료의 임계전류밀도가 증가하는 

자기장의 영역은 각각의 입자의 밀도를 이용하여 예상한 

매칭필드의 경향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자기장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는 나노 입자가 표면 장식에 의한 효과로 

자속고정에 기여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는 그림 3에서 얻은 임계전류밀도를 이용하여 

𝐹𝑝 = 𝐽𝑐 × 𝜇0𝐻  의 식을 통해 계산한 자속고정힘 밀도 

(pinning force denisity)의 자기장 의존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임계전류밀도의 경향성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이 80p 시료가 가장 큰 자속고정힘 밀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최대 자속고정힘 밀도 Fp.max 

값을 갖는 자기장이 pure, 320p, 160p, 80p 순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순서로 자속고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노입자의 밀도가 훨씬 작은 80p 시료가 320p 

시료에 비해 우월한 자속고정 특성을 가지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LSMO 나노 입자 장식에 의한 GdBCO 

초전도체의 구조적 변화를 연구하고자 XRD를 측정 

분석하였다. Pure GdBCO를 포함 LSMO 나노입자의 

모든 시료가 잘 정의된 (00l) peak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c-축 성장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한 

점은 각 피크에서의 반치폭(full width half maximum, ) 

값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Williamson-Hall 

해석[20]에 따르면 이는 GdBCO 내에 작용하는 

변형(strain)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는 LSMO 나노 입자들에 의해 변화한 GdBCO내의 

변형을 측정하고자 Williamson-Hall 방정식 𝛽2𝑐𝑜𝑠2𝜃 =

16𝜀2𝑠𝑖𝑛2𝜃, 여기서  은 strain, 을 나타낸 것이며 기울기 

값이 내부 변형(internal strain)을 나타낸다. 선형 

피팅을 통해 구한 기울기로부터 80p 시료의 경우 pure 

보다 오히려 작은 변형을 갖지만 펄스 수가 증가 할수록 

더 큰 내부 변형이 작용하는 것을 그림 5의 속그림에서 

알 수 있다. LSMO 입자 밀도에 의해서 GdBCO가 겪는 

변형이 달라지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하지만 

Willamson-Hall 기술은 반 정량적이며 비대칭 회절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방성 변형된 샘플의 

변형상태가 인장 변형인지 압축변형인지 알 수 없고 

변형의 크기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변형인지, 

그리고 해당 변형이 GdBCO 초전도체의 국부 구조(local 

structure)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EXAFS 

측정과 분석을 진행 하였다. 그림 6는 pure GdBCO 와 

LSMO 입자 시료의 Cu K-edge에서 EXAFS 스펙트럼 

측정결과를 푸리에 변환하여 실공간 (real space)으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첫 번째 껍질은 Cu-O 

결합길이의 기여에 해당되며, 이는 LSMO 입자 밀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EXAFS 데이터의 1st-shell 피팅[21]을 통해서 구한 각 

시료의 Cu-O 결합길이를 나타내는데 LSMO 입자의 

밀도가 커질수록 결합길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을 그림 5의 내부변형 결과와 비교해보면 내부변형 

과 결합길이가 서로 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Fig. 5. Williamson-Hall plot at XRD (00l) peaks of pure 

GdBCO and GdBCO with LSMO particles. Inset: Internal 

strain as a function of LSMO laser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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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urier transform of Cu K-edge EXAFS signal of 

pure GdBCO film and GdBCO films with LSMO particles. 

Red lines are the results of one shell fitting for the Cu-O 

bond. 

 

 
 

Fig. 7. Cu-O bond length and Debye-Waller factor as a 

function of LSMO laser pulses. 

  

LSMO 입자 첨가에 의해 GdBCO 시료가 받는 변형이 

압축변형임을 알 수 있다. Pure 시료의 경우 GdBCO의 

격자 상수는 a = 3.83 Å , b = 3.89 Å  이고 STO의 격자 

상수가 3.905 Å  로 더 크기 때문에 in-plane 기준에서 

바깥쪽 방향의 힘을 받고 성장한다. 하지만 LSMO 

나노입자로 표면 장식이 될 경우 GdBCO 층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그 만큼의 압축변형을 받는다. 

따라서 80p 시료에서는 STO에 의한 인장변형과 나노 

입자에 의해서 발생한 압축변형의 합으로 오히려 pure 

보다 낮은 변형을 갖지만 LSMO 나노 입자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압축변형이 주를 이루어 결합길이 

감소와 변형의 증가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Cu-O 결합길이 외에 EXAFS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른 정보는 결합길이의 평균제곱요동 (mean-square 

fluctuation) 을 나타내는 Debye-Waller factor (2) 

이다[22]. Debye-Waller factor는 결합의 국소적 

무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클수록 Cu-O 

결합의 무질서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그림 7에 나타낸 

것처럼 Debye-Waller factor는 Cu-O 결합 길이와 

반비례 관계를 보이며 80p 시료의 경우 pure보다 더 

작은 무질서도를 갖다가 LSMO 나노입자의 밀도가 

증가할 수록 Cu-O 결합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것은 R-T 데이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LSMO 입자 밀도 증가에 따라 불균일한 초전도 영역이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로부터 LSMO 

나노입자의 밀도가 증가하면 작용 가능한 자속고정 

중심의 수는 증가하지만 나노입자로 인해 GdBCO 

초전도체 내부에 발생하는 변형도 증가하여 무질서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불균일한 초전도 영역이 증가하여 

자속고정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강자성 물질인 LSMO 나노 입자의 밀도를 레이저의  

펄스 수 조절로 변화시켜 표면 장식한 기판 위에 증착한 

GdBCO 박막의 자속고정 특성을 연구하였다. LSMO 

나노 입자가 표면 장식된 모든 시료의 임계전류밀도가 

pure GdBCO 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임계전류밀도의 

자기장 의존성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임계 

전류밀도의 증가 폭이나 최대 자속고정힘의 위치의 

변화는 LSMO 나노입자의 밀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XRD 측정의 반치폭 분석과 EXAFS 

분광학을 통한 미세국부구조 분석 결과 LSMO 입자의 

첨가에 의해 GdBCO 초전도체의 Cu-O 결합이 받는 

변형은 압축변형이며 밀도가 증가할 수록 압축변형의 

크기가 증가하여 Cu-O 결합에 무질서도를 가중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자속고정중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속고정 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dBCO 층의 내부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자성체 입자를 적절한 밀도로 표면장식한다면 더욱 

향상된 자속고정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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