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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 2종 초전도체인 철 기반 초전도체는 상전도 상태와 

초전도 상태가 공존하는 혼합 상태(mixed or vortex 
state)가 존재한다. 혼합 상태에서는 자기다발이 물질의 
내부로 침투하며, 이때 자기다발은 양자화된 상태를 가진다. 
이를 볼텍스 혹은 자속양자(vortex or flux quantum)라 
부른다. 볼텍스는 외부에서 흘려준 전류에 의해 
로렌츠힘(Lorentz force)을 받아 운동을 하게되고, 그 
결과 초전도 상태에서 세로 저항(longitudinal 
resistance)과 홀 저항(Hall resistance)이 나타난다. 
따라서 홀 효과(Hall effect)에 관한 연구는 볼텍스 
동역학(vortex dynamics)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볼텍스 동역학에 관한 연구는 초전도체의 물성 분석 및 
응용 분야에서 중요하며, 초전도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초전도체에서 홀 비저항의 
스케일링 행태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에 주목하여 보면, 
세로 비저항( 𝜌𝑥𝑥 )과 홀 비저항 ( 𝜌𝑥𝑦 ) 사이의 관계를 
𝜌𝑥𝑦 = 𝐴𝜌𝑥𝑥𝛽  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구리 산화물계 
고온초전도체의 경우 2보다 작은 𝛽  값이 관측되었고 
[1]-[5], MgB2는 2에 가까운 값을 [6]-[8], 그리고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철 기반 초전도체에서 전자가 
도핑된 Ba(Fe,Co)2As2 박막의 경우는 2보다 작은 값을, 
단결정은 3 근처의 값들이 보고되고 있다 [9]-[11]. 

본 연구에 사용된 물질은 칼륨(K)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이다. 이 화합물은 122 상을 갖는 철 기반 
초전도물질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초부터 
연구가 활성화된 철 기반 초전도체들은 대부분 
철-비소(Fe-As) 층을 가지고 있다 [12]. 특히 삼원자 
화합물에 칼륨이 도핑된 Ba1-xKxFe2As2는 철-비소 층 
사이의 바륨 이온(Ba2+) 자리에 칼륨 이온(K+)을 대체함 

 
으로써 양공(hole)이 도핑된 형태가 된다. 칼륨과 같은 
양공이 도핑된 초전도 박막을 제작하는 것은 원소의 높은 
휘발성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그룹에서는 성공적으로 양질의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을 제작하였다 [13]. 이는 철 기반 초전도체 
중에서 40 K 근방의 높은 초전도 임계온도(Tc)를 
가짐으로써 물리적 특성연구뿐만 아니라 응용 분야 
연구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전자가 도핑된 Ba(Fe1-xCox)2As2 박막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도 이 물질에 대한 연구 및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을 펄스 레이저 증착법과 후열처리법을 통하여 
제작하고, 물성 특성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세로 저항 및 홀 
저항을 넓은 범위의 자기장하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로부터 시료의 수송 특성을 확인하고, 홀 및 세로 
비저항의 관계를 𝜌𝑥𝑦 = 𝐴𝜌𝑥𝑥𝛽 식으로부터 논의하여 β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결정 성장방향에 따른 β 값의 변화를 
비교∙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은 고진공 조건 

하에서 248 nm의 파장을 가지는 KrF 엑시머 펄스 레이저 
증착법(pulsed laser deposition, PLD)과 후열처리 
방법으로 Al2O3 (0001) 기판 위에 성장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박막의 제작 과정은 [13]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먼저 상온의 기판 온도에서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는 3.5 
J/cm2, 타겟과 기판 사이의 거리는 4 cm, 그리고 5 Hz의 
레이저 빔 진동수를 사용하여 ~ 10-6 Torr의 
고진공하에서 BaFe2As2 precursor 박막을 증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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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studied Hall effect for potassium (K)-doped BaFe2As2 superconducting thin films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the 
longitudinal resistivity (𝜌𝑥𝑥) and the Hall resistivity (𝜌𝑥𝑦). The thin films used in this study were fabricated on Al2O3 (000l) 
substrates by using an ex-situ pulsed laser deposition (PLD) technique under a high-vacuum condition of ~ 10-6 Torr. The samples 
showed the high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s (Tc) of ~ 40 K. The 𝜌𝑥𝑥 and the 𝜌𝑥𝑦 for K-doped BaFe2As2 thin films 
were measured by using a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PPMS) with a temperature sweep (T-sweep) mode at an applied 
current density of 100 A/cm2 and at magnetic fields from 0 up to 9 T. We report the T-sweep results of the 𝜌𝑥𝑥 and the 𝜌𝑥𝑦 to 
investigate Hall scaling behavior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of 𝜌𝑥𝑦 = 𝐴𝜌𝑥𝑥𝛽. The 𝛽 values are 3.0 ± 0.2 in the c-axis-oriented 
K-doped BaFe2As2 thin films, whereas the thin films with various oriented-directions like a polycrystal showed slightly lower 𝛽 
than that of c-axis-oriented thin films. Interestingly, the 𝛽 value is decreased with increasing magnet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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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작된 precursor 박막을 칼륨 덩어리와 함께 
석영관에 넣어 밀봉시킨 뒤, 725 °C의 온도에서 
후열처리하여 양질의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세로 및 홀 저항 측정시 접촉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아르곤 이온 밀링(Ar-ion milling) 장치를 이용하여 
제작된 박막의 표면을 깨끗하게 한 뒤, 표준 
포토리소그래피(standard photolithography) 기법을 
사용하여 6-probe 홀바(Hall bar) 무늬를 만들었다[14]. 
이 여섯 개의 배열을 사용하여 우리는 같은 온도, 같은 
자기장하에서 𝜌𝑥𝑥와 𝜌𝑥𝑦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의 수송 특성은 Quantum Design 
사의 물성 특성 측정 장비(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PPM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장은 시료의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가하였고, 100 
A/cm2의 전류 밀도를 흘려주었다. 그림 3 내부의 위쪽에 
보이는 홀 패턴에서 1-2를 통해 전류를 흘려주면서 세로 
비저항(5-6)과 홀 비저항(3-4)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측정 결과로부터 정확한 홀 비저항 
값을 추출해내기 위하여 자기장을 시료에 수직한 방향으로 
걸었을 때의 비저항 값과(𝜌𝑥𝑦+) 반대 방향으로 걸었을 때의 
비저항 값을 얻어내어𝜌𝑥𝑦 = (𝜌𝑥𝑦+ −  𝜌𝑥𝑦−)/2  식으로부터 
구하였다. PPMS 이용하여 자기장은 9 T까지 가하였고, 28 
K에서 305 K 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홀 측정에 앞서,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사용하여 제작된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박막의 표면 형태와 두께를 확인하였다. 그림 
1(a)의 표면 사진은 결정들간의 연결성이 좋음을 보여주며, 
그림 1(b)의 단면 사진으로부터 박막의 두께가 400 nm 
임을 얻었다. 에너지 분산형분석기(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를 이용하여 증착된 박막의 성분 분석 
결과, 원자 구성 비율은 Ba:K:Fe:As = 
0.55:0.35:2:2.1로서 Ba1-xKxFe2As2에서 x = 0.35 
정도의 성분 함량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진에서 제작된 
박막이 최적의 칼륨 도핑함량(x ≈ 0.4)과 비슷한 칼륨 양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는 Al2O3(0001) 기판 위에 증착된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의 엑스선 회절 무늬의 𝜃 − 2𝜃 스캔 
결과인데,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체가 기판으로 
사용된 Al2O3와 다른 결정구조 및 격자상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0l) 방향의 봉우리가 잘 성장되었음 
을 보여준다. 이는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이 기판 표면에 
수직하게 c-축 방향으로 매우 잘 성장되었음을 가리킨다. 

 

 
 
Fig. 1. (a) Surface morphology and (b) the cross-sectional 
image for K-doped BaFe2As2 superconducting thin films.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K-doped BaFe2As2 
superconducting thin films. 

 
단일 방향으로 성장한 박막은 여러 방향으로 성장된 
박막에서보다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유리하다. 

시료에 자기장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의 𝜌𝑥𝑥의 온도의존성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초전도 임계온도(Tc)는 약 41 K, 초전도 
전이너비(superconducting transition width, ΔTc)는 약 
2 K이며, 잔류 비저항 비(residual resistivity ratio, 
RRR)는 6.5 이다. 이 박막의 Tc는 35 K 및 38 K의 Tc를 
보이는 다결정 및 단결정보다 다소 높은 Tc를 보였다 
[15]-[18]. 

홀 바 패턴을 입힌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의 𝜌𝑥𝑥 와 𝜌𝑥𝑦 를 PPMS를 통해 자기장을 고정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며 측정하였다. 그림 4(a)와 (b)는 각각 
Al2O3 기판 위에 증착시킨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의 0.5 에서 9 T 까지의 다양한 자기장에서의 
𝜌𝑥𝑥와 𝜌𝑥𝑦의 온도의존성을 보여준다. 그림 4(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𝜌𝑥𝑥는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초전도 
임계온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전이 너비도 더  

 

 
 
Fig. 3.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𝜌𝑥𝑥  for K-doped 
BaFe2As2 superconducting thin films. The upper inset is a 
Hall bar pattern and the lower inset is a magnified view of 
the 𝜌𝑥𝑥-T curve near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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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dependence of (a) 𝜌𝑥𝑥 and (b) 𝜌𝑥𝑦for 
K-doped BaFe2As2 superconducting thin films in a 
magnetic field up to 9 T. 

 
넓어짐을 보인다. 그에 대응하는 𝜌𝑥𝑦 –T 결과는 그림 
4(b)에 나타내었다. 0.5부터 9 T까지의 자기장하에서 홀 
비저항의 부호 변경(sign reversal)은 관측되지 않았다. 
초전도 전이 직전에 𝜌𝑥𝑦 값은 상전도 상태 영역에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초전도 상태가 시작되면서부터 
임계온도 아래에서 온도 감소에 따라 감소한다. 이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전하 수송자가 감소하여 홀 비저항이 
증가하다가 초전도 상태가 되어 저항의 감소에 의하여 전체 
홀 저항이 감소함에 기인한다. 

그림 4에서의 온도 쓸기 결과로부터 홀 비저항의 
스케일링 행태를 살펴보고자 𝑥축에 𝜌𝑥𝑥 와 𝑦축에 𝜌𝑥𝑦 를 
로그-로그 스케일을 이용하여 그림 5에 재도표화하여 
나타내었다. 𝜌𝑥𝑥 와𝜌𝑥𝑦 의 관계식 𝜌𝑥𝑦 = 𝐴𝜌𝑥𝑥𝛽 에서 𝛽값은 
도표의 기울기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c-축 성장된 박막의 
경우 𝛽 = 3.0 ± 0.2의 값을 보였으며, 이 𝛽값은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세로 비저항(𝜌𝑥𝑥)에 비해 홀 비저항( 𝜌𝑥𝑦)의 
크기 변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Table 
1에 자기장에 따른 𝛽 값의 크기를 정리하였다.  
𝜌𝑥𝑥와 𝜌𝑥𝑦의 스케일링 행태에서 𝛽 값이 3이 되는 실험 

결과는 전자가 도핑된 Ba(Fe,Co)2As2 단결정에서 보고된 
적이 있으나 [10],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인을 분석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이론은 아직까지 제안되지 
않았다. 이전의 이론으로서 볼텍스 운동과 관련 지어 
설명하려는 몇 시도가 있었는데, 먼저 Dorsey와 Fisher는 

 

 
 
Fig. 5. Scaling behaviors between 𝜌𝑥𝑥  and 𝜌𝑥𝑦  for the 
K-doped BaFe2As2 superconducting thin films. Magnetic 
fields are applied from 0.5 to 9 T, and the slopes (β) of 
logρxx-logρxy curves are around 3.0 ± 0.2. 

TABLE I 
MAGNETIC FIELD DEPENDENCE OF THE 𝛽 VALUES. 

H (T) 0.5 1 2 3 5 7 9 
𝛽 3.07 3.02 2.97 2.92 2.83 2.82 2.82 

 
𝛽 ≈ 1.7을 보이는 홀 비저항의 스케일링 형태를 입자-양공 
대칭성(particle-hole symmetry)으로 설명하였다. 
이로부터 볼텍스-글래스(vortex-glass) 전이에서 
적당한 β 값을 결정하기 위해 입자-양공 비대칭 요소가 
특정 값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적당한 
β 값을 결정할 수 있는 특정한 영역은 볼텍스-글래스 전이 
온도 𝑇𝑔 근처로 제한된다 [19]. 이후 1992년에 Vinokur, 
Geshkenbein, Feigel’man, 그리고 Blatter (VGFB)에 
의하여 제안된β≈ 2가 되는 모델은 열적으로 보조되는 자속 
흐름(thermally assisted flux flow, TAFF) 영역에서 
이루어진 실험에서 잘 맞으며, 특정한 영역의 자기장하에서 
자속 꽂음 힘(flux pinning force)에 독립적임을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식 𝜌𝑥𝑦 = 𝐴𝜌𝑥𝑥𝛽 에서 𝐴 를 특정 상수로 
놓음으로써 꽂음 힘의 크기에 상관없이 볼텍스 운동의 
속도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 그러나 혼합 
상태에서의 홀 효과는 열적 요동(thermal fluctuation) 및 
꽂음 힘 효과도 고려하여 볼텍스 운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 이 이론들은 모두 제 2종 
초전도체들의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끌어낸 
현상론적인 이론들이다. 하지만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본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𝛽 = 3.0 ± 0.2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스케일링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c-축 성장된 박막과 다결정성 박막 시료가 
스케일링 행태에 있어서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5 T 및 9 T의  자기장하에서의 𝛽값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사용한 다결정 박막은 a-축과 
c-축 성장 방향성을 가졌고, 초전도 임계온도 및 전이 
너비는 각각~ 40 K와 2 K 정도로 c-축으로 성장된 
시료들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 그림 6(a)와 (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흥미롭게도 𝜌𝑥𝑦는 두 시료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는데 반해, c-축으로 성장된 박막의 𝜌𝑥𝑥는 다결정 

 

 
 
 Fig. 6. Temperature dependences of (a) 𝜌𝑥𝑥 and (b) 𝜌𝑥𝑦 
for polycrystalline and c-axis-oriented K-doped BaFe2As2 
thin films and (c) their Hall scaling behaviors at 5 and 9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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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보다 다소 작은 값을 보였다. 두 가지 시료의 𝜌𝑥𝑥와 𝜌𝑥𝑦 
사이의 관계를 로그-로그 스케일로 재도표화하여 그림 
6(c)에 나타내었다. 두 시료 모두 자기장 크기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β 값을 보였으며, c-축 성장된 박막의 경우 𝛽 ≈ 
2.8, 다결정 박막의 경우 이보다 다소 작은 2.6 정도의 값을 
보였다. 이는 두 시료간의 𝜌𝑥𝑥 크기 차이로 인해 c-축으로 
성장된 박막의 𝛽  값이 다결정 박막보다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결정성장 방향에 따른 세로 
비저항(𝜌𝑥𝑥 )의 크기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β 값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우리는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의 홀 

스케일링 행태(Hall scaling behavior)를 연구하기 위하여 
c-축으로 성장된 박막의 혼합 상태에서의 세로  
비저항(𝜌𝑥𝑥 )과 홀 비저항(𝜌𝑥𝑦 )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100 A/cm2의 전류 밀도를 흘려주며 0.5에서 9 T까지의 
고정된 자기장하에서 온도 쓸기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𝜌𝑥𝑥 와 𝜌𝑥𝑦 결과를 로그-로그 스케일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c-축 성장된 박막의 𝛽 값은 3.0 ± 0.2으로 
관측되었으며, 이 값들은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였다. 다결정성 박막의  𝛽  값과 비교하여 보면 c-축 
성장된 박막의 𝛽 값이 다소 큰 값을 보였다. 칼륨이 도핑된 
BaFe2As2 초전도 박막에서 보이는 𝛽 ≈ 3이 되는 스케일링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아직 제시된 것이 없으므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이러한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스케일링 이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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