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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세  고온 도 박막선재(coated conductor)를 제조하기 해 량생산이 가능하고 증착효

율이 우수한 유기화학증착법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MOCVD) 공정을 선

택하 다. 박막선재 제조공정은 집합조직을 갖는 니 속기  제작, 속기 에 확산방지를 한 

완충층 증착, 완충층 에 도층의 증착을 포함한다.  FCC 구조로 집합조직이 잘 발달하는 니 을 

재료로 선택하여 모재료를 분말합 법으로 제조한 후 성형, 소결, 냉간가공, 재결정열처리 공정으로 

100 마이크론 이하 두께의 테이 를 제작하 다.  니 기 에 증착한 완충층은 CeO2, NiO, 

Y-stabilized ZrO2이었다.  CeO2는 YBCO와 격자상수차이가 기 때문에 완충층으로 자주 사용되는 

재료이다. 그러나 증착두께가 두꺼워지면 균열이 발생하여 속니 이 도층으로 확산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고자 YSZ를 확산방지층으로 2개의 CeO2층 간에 증착하 다. 3개의 완충층 모두 

MOCVD법을 이용하여 성공 으로 증착할 수 있었다. MOCVD 공정으로 증착한 완충층은 PVD 공정

으로 제조한 박막과 달리 박막이 표면에 수직한 기둥형으로 자랐고 증착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입자조

화 상이 찰되었다. 도층은 MgO, SrTiO3 단결정 기 을 사용하여 조건을 확립한 후 SUS 

에 YSZ와 CeO2층이 입 진 IBAD template를 사용하여 최종 으로 증착하 다. 도 박막의 증

착은 원료소스몰비, 증착온도, 산소분압, 원료공 속도, 증착시간에 따라 달랐으며 통  특성은 박막의 

두께와 질에 의존하 다. SrTiO3 단결정 기  에 증착한 도 박막의 임계 류(Ic)는 100 

A/cm-width 이상이었으며, IBAD 에 증착한 도체의 Ic는 50 A/cm-width 이었다.  공정을 확

립하기 해 공동연구기 인 (주) 한백은 MOCVD 장치를 설계 제작하 으며, 한국 화학연구원은 

MOCVD용 원료시약 합성에 성공하 고, 탁기 인 성균 학은 도 박막선재의 표면  계면

조직, 속계 증간층 합성을 연구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고온 도체, 박막선재, 유기화학증착법, YBaCuO, 완충층

  어  High-Tc superconductor, coated conductor, MOCVD, YBaCuO, Buffer 



- 3 -

요   약   문

Ⅰ. 제    목: MOCVD법에 의한 고온 도 coated conductor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PVD  MOCVD 공정에 의한 수 십 m 길이의 coated conductor가 일본, 독일 등에서 시

험 제조되어 이 분야의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망된다. 이미 선진 연구기 에서 모재를 포

함한 재료  공정에 해 특허를 확보한 상태라 박막선재의 국산화와 경쟁력 확보를 해서

는 독자 인 지 재산권 확보가 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체 선재 공정 에서 기  재료를 

별도로 독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연구성과 확보에 효율 이라고 단된다. 특히 새로운 공정 연

구를 통해 독자 인 박막선재 제조기술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막선재 연구의 주안

은 경제성 확보이다. 아무리 양질의 도 선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시장

을 확보할 수 없다. Bi- 도체가 그 좋은 이다. 은을 피복재로 만든 Bi- 도체는 경제

성 문제로 선재의 응용이 지극히 제한 이다. 한 내자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 자장하에서

의 활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YBCO coated conductor 연구도 곧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물성이 우수하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선재 연구결과는 실험실 

수 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Coated conductor 연구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인자는 단일 

버퍼층을 만들 수 있는가와 값싼 공정으로 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

에서 MOCVD 공정과 같은 화학  공정이 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발 연구그룹인 한국이 단기간에 어떻게 선진국과 등한 수 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는 과제를 얼마나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Coated conductor는 기 과 

완충층, 도층과 cap layer의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하

게 된다면 양질의 박막 선재를 얻기 어렵다. 제한된 산과 기간 안에 모든 부분의 기술을 확

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후발 연구주체로서 이러한 을 인식하고 일부 기 가 되는 기술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핵심 인 부분만이라도 선진국 수 으로 연구수 을 향상시키는 선택

과 집 형태의 연구 리가 필요하다. 를 들어, 기 이나 template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핵심기술인 도 박막제조기술에 연구를 집 한다면 단기간에 연구수 을 선진국 수 의 끌

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국내외 연구동향을 잘 악해서 국내의 연구 인 라

를 구축해 나간다면 박막선재 부분에서 앞서가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

능성 있는 도 박막선재 공정 의 하나인 MOCVD 공정을 이용하여 YBCO 박막선재를 

개발함을 목 으로 한다.  MOCVD 공정은 면  증착이 가능하고, 증착속도가 빠르고, 균일

한 원료공 이 가능한 공정으로 경제성 있는 박막선재 공정으로 각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도 박막선재공정 개발을 한 증착장비 설계  제작, MOCVD 공정변수 확립, 완충층제작, 

도 특성평가를 연구주제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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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최 종 목 표: 

YBCO coated conductor 개발 (길이 수 m , Jc = 0.2 MA/cm
2)

1 차년도

- MOCVD 간완충층/ 도층 증착조건 확립

- MOCVD용 원료물질 합성조건 확립

- MOCVD 증착장치설계

- MOD 신제조공정 연구 (LaAlO3 단결정 기 )

2 차년도

- 수 cm  YBCO 도 coated conductor 제조조건 확립 (Jc = 0.2 MA/cm
2)

- MOCVD용 원료 안정화 연구

_ MOCVD 원료공 부/반응부설계 

- MOD 공정변수 확립 (LaAlO3와 Ni 기 )  미세조직평가기술 확보

3 차년도

- 수 m  도 YBCO coated conductor 제조기술 확립

- 1 m  도 선재에서 Jc = 0.2 MA/cm
2

- 도 원료 합성기술 확보

- MOCVD 장선제조 증착장비 개발

- MOD 신공정기술 확립(Ni 완충층 기 사용, Jc = 0.2 MA/cm
2
)

Ⅳ. 연구개발결과

- 기 재료 제작:  제 2 세  고온 도 박막선재 (coated conductor)를 제조하기 해 

량생산이 가능하고 증착효율이 우수한 유기화학증착법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MOCVD) 공정을 선택하 다. 박막선재 제조공정은 집합조직을 갖는 니

속기  제작, 속기  에 확산방지를 한 완충층 증착, 완충층 에 도층의 증착을 

포함한다. FCC 구조로 집합조직이 잘 발달하는 니 을 재료로 선택하여 모재료를 분말합 법

으로 제조한 후 성형, 소결, 냉간가공, 재결정 열처리 공정으로 100 마이크론 이하 두께의 테

이 를 제작하 다. 니 기 의 재결정 열처리를 통해 집합도가 10도 이하인 우수한 니 기

을 제작할 수 있었다. 특히 모재가 되는 니 을 분말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입자가 미세하여 

재결정 열처리시 입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서 일반 용융공정으로 모재를 만든 경우보다 결정입

자가 미세했다. 분말법으로 제작한 니 기 의 집합도는 수 이지만 아직까지 표면조도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열처리 시에 결정입계의 grooving 상에 의해 표면조도가 떨어지는 

상이 찰되었다. 합 화를 통해 입계에 지를 제어하면 입계 grooving 상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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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완충층 증착: 니 기 에 증착한 완충층은 CeO2, NiO, Y-stabilized ZrO2이었다.  CeO2는 

YBCO와 격자상수 차이가 기 때문에 완충층으로 자주 사용되는 재료이고, YSZ는 니 기

에서 도층으로 니 의 확산을 방지하기 한 간층이다. 증착 두께가 두꺼워지면 CeO2층

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속 니 이 도층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YSZ를 

확산방지층으로 2개의 CeO2층 간에 증착하여 사용한다. NiO는 니 의 자연산화를 이용하는 

공정으로 산소분 기에서 열처리만으로 박막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 간단한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완충층 모두 MOCVD법을 이용하여 성공 으로 증착할 수 있었다. 

MOCVD 공정으로 증착한 완충층들은 PVD 공정으로 제조한 박막과 달리 박막이 표면에 수

직한 기둥형으로 자랐고 증착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입자조 화 상이 찰되었다.  증착조건

에 따라 (200)이나 (111) 방 로 결정이 성장되었다. 증착조건을 정화함으로써 원하는 결정

방 인 (200) 방 로 박막을 증착시킬 수 있었다. 맨 처음에 증착한 CeO2층의 결정방 에 따

라 그 에 증착되는 YSZ와 CeO2의 결정방 가 결정되었다.     

- MOCVD 장치 제작: 도층을 증착하기 하여 cold-wall type과 hot-wall type MOCVD 

반응기를 제작하 다. cold-wall type 반응기는 열원으로 할로겐 히터를 사용하 다. 할로겐 

열원으로 기 을 가열하면서 도층을 증착할 경우 기 증착되는 도 층은 매우 치 하

며 반 인 c-축성장을 보이지만 증착층이 두꺼워지게 되면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a-축 성장

이 찰된다. 박막상 에 a-축성장이 있게 되면 박막의 임계 류 도가 떨어졌다. 를 들어 

박막이 얇을 경우 박막의 Jc는 1 MA/cm
2
 수 이지만 박막 두께가 2배가 되어 a-축 성장이 

있게 되면 박막의 Jc는 0.5 MA/cm
2
으로 감소하 다. 이는 cold-wall type의 경우 열원으로부

터 열 달이 열 도도가 낮은 도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막하부는 온도가 높더라

도 상부의 온도는 상 으로 낮기 때문이다. 반면 열처리로의 열원을 이용한 hot-wall type 

반응기로 박막을 증착할 경우에는 박막증착온도가 cold-wall type 보다 상 으로 높지만 박

막의 상하부의 온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반 으로 균일한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고 임계 류

도 높았다.

 

- YBCO 도층 증착: MgO 단결정을 사용하여 조건을 확립한 후 Sus 에 YSZ와 CeO2층

이 입 진 IBAD template를 사용하여 최종 으로 증착하 다. 도 박막의 증착은 증착온

도, 산소압력, 원료의 공 속도, 증착시간에 따라 달랐으며 통 특성은 박막의 두께와 질에 의

존하 다. 특히 온도가 균일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결정방 를 갖는 박막을 얻기 어려웠다. 

SrTiO3 단결정 기  에 증착한 도 박막의 임계 류(Ic)는 100 A/cm-width 이상이었으

며, IBAD 에 증착한 도체의 Ic는 50 A/cm-width 이었다.  공정을 확립하기 해 공동

연구기 인 (주) 한백은 MOCVD 장치를 설계 제작하 으며, 한국 화학연구원은 MOCVD용 

원료시약 합성에 성공하 고, 탁기 인 성균 학은 도 박막선재의 표면  계면조직, 

속계 증간층 합성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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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향후의 도 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박막선재기술의 개발은 필수 이다. 도 사업단

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공정을 검토하여 1 단계에서 PVD, MOCVD, MOD 공정을 연구한 

바 있다. 2 단계에 연구의 은 박막의 장선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축 된 기

술은  장선화 연구에 활용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MOCVD 기술은 공정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

정을 확립하기까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공정을 확립하게 되면 재 성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단계 3년의 연구를 통해 IGC superpower에 이어 세계에

서 2번째로 MOCVD 기술로 박막선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기술은 

독자 인 반응기 설계와 공정변수의 확립을 통해 획득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2 단계 장선화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 사업단에서는 PVD와 MOD를 장선화 연구과제로 결

정하 기에 도 론티어 사업에서 MOCVD 연구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획득한 기술은 세계 으로 다른 선진연구기 의 결과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 으로 손해이다. 따라서 MOCVD 기술은 타 

연구를 통해서 지속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소의 실용화 사업이나 기업과의 공동연

구, 산자부 미래 신연구 등을 통해 도선의 장선화 연구과제를 발굴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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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o fabricate the second generation superconductor wire, coated conductor, we selected 

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which is commercially available 

and whose growth rate is very high. The coated conductor technology consists of the 

fabrication of metallic substrate, deposition of the buffer layers as diffusion barrier for 

elements in a metal substrate, the final deposition of superconducting YBaCuO layer on the 

buffered templates. Ni and Ni alloy tapes of FCC (faced centered cubic) structure are 

widely used as base substrates because of the easy development of cube texture. The 

mother billets were made by power metallurgy incliding powder compact, cold isostatic 

pressing in water chamber, sintering for densification, cold rolling into thin tape and final 

heated treatment for recrystallization of the cold worked structure into the cube texture. It 

was found that the powder metallurgy process was effective in producing uniform grain 

size and developing good cube texture. It was attributed to the inhibition of grain size 

associated to the uniform powder size distribution during high temperature heat treatment. 

   The first buffer layer CeO2 was  successfully deposited on the Ni tape. The thin CeO2 

layer is not enough to be used as a diffusion barrier of the metallic element, because 

microcracks are developed over the CeO2 film when the film becomes thick.  The thick 

Y-stabilized ZrO2 layer was thus inserted between two CeO2 layers by MOCVD method. 

The c-axis growth of the first CeO2, the inserted YSZ and top CeO2 layer was achieved 

by optimized the deposition condition for the three buffers. The two CeO2 and YSZ were 

grown normal to the film surface with a columnar growth mode and significant grain 

growth was observed when the deposition temperature was much high. When we changed 

the deposition condition for the buffers, both (111) and (200) growths were simultaneously 

observed. By optimizing the deposition condition, we obtained the (200) growth for the 

CeO2 and Y-stabilized ZrO2.  It was important the growth orientation of the first CeO2 

layer, because it affects the growth orientation of the next deposition layer.

   We made a comparative study of YBCO film growth using two different types of 

MOCVD reactors, i. e, the cold-wall type reactor and the hot-wall type reactor. In the 

cold-wall type reactor the thermal conductor to the substrate was made from halogen 

lamps which were located below the substrate, while in the hot-wall type reactor it was 

made by an outside resistance heater which surrounded the reaction chamber. In the 

cold-wall reactor, the YBCO film growth had a good lattice match with the substrates 

(MgO and SrTiO3) at the initial stage. As the film grew further, the crystallinity of the 

growing film was not easy to control. Many misoriented YBCO grains were grown at the 

top of the thicker film. This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thermal conduction to the top 

of the film was not easy due to the low thermal conductivity of the YBCO oxide. 

Compared to the cold-wall reactor, the temperature of the hot-wall reactor could be 



- 8 -

uniformly controlled. The uniform temperature led to a dense and epitaxial growth of the 

YBCO film over the entire thickness level of the film. In this study, we report on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morphology, and the phases formed on the films prepared by both 

type of reactions.

   The deposition condition for YBCO film was optimized using MgO single crystal 

substrate, and then the substrate was replaced by SrTiO3 single crystal substrate and 

IBAD (Ion beam assisted deposition) templates. It was found that the YBCO deposition 

was fairly dependant on the depostion temperature, time, oxygen partial pressure, amount 

of the source supplied. Especially the thickness of the YBCO films was linearly dedendant 

on the deposition temperature and time, but current properties was not linearly dependant 

on the film thickness. It wa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quality and crystallinity of the 

upper part of the grown film was lower than those of the lower part of the film. The 

critical current (Ic) of the YBCO film grown on SrTiO3 and IBAD template were over 100 

A/cm-width and 50 A/cm-width at 77 K and 0 field. To establish the MOCVD process, 

collaboration work with several organizations was made. The Hanvac. Ltd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continuous reel-to-reel MOCVD device using single liquid source. The 

Institute of Korea Chemistry successfully synthesized the MO sources, metal-tmhd and 

they supplied the source materials to KAERI and produce a good result. Sunkyunkwan 

university studied surface and interface microstructure of the buffers and YBCO films. Also 

they produced conductive metal buffers (Ag and Au) with good texture.  Through the 

close collaboration, we successfully developed the MOCVD process with very high growth 

rate and good reproducibility which can make it possible to fabricate a long length YBCO 

coated 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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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임계온도 이하에서 기 항이 거의 완 하게 없어지는 도체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

는 력 산업의 획기 인 시발 으로서 기 되어지고 있으며, 발 기, 송 이블, 기 장 등

의 력 시스템의 도화와 자기 부상 열차, 고속 연산 컴퓨터  감도 계측기 등의 산

업 반에 걸쳐 응용될 망이다. 특히 고효율의 력 기기 개발에 이용하여 에 지 효율을 높

이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력 수요에 비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온 

도체를 력 기기에 응용하기 해서는 쉽게 깨어지는 세라믹 성질을 극복하고 장선재로 제조

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 이다. 고온 도체를 선재로 제조하기 해서

는 우선 으로 단  면 당 흘릴 수 있는 류의 양이 최 한 높아야 한다. 높은 자기장 하에

서도 임계 류 도 (critical current density)를 어느 정도 유지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력기

기용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서도 류 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재를 이

용하여 력 기기용 코일이나 도체를 가공할 때, 작업성과 특성유지를 하여 기계  강도가 

크고 굽힘이나 휨 변형을 당하더라도 류 도의 감소가 어야 한다. 도 력기기가 높은 

류 도에 따른 효율 향상의 이득으로 냉각 비용의 상승분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해서는 력기기의 형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장

선재의 제조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 값비싼 고온 도체의 선재 가격을 낮추기 한 기술상 

는 가공 상의 특성 향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고온 산화물 도체에 한 기의 기 와는 달리 그동안 응용 면에서 그다지 큰 

발 이 없었는데 그 이유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다결정 산화물 

도체가 액체질소 온도(77 K)에서 낮은 임계 류 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다. 액체 질소에

서 산화물 도체를 실제 응용에 이용하기 해서는 1 테슬라(T) 이상의 자장에서 어도 

0.1 MA/cm2 이상의 류 (super- currents)를 흘려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실

제 응용에서 와이어(wire), 박막(thin film) 그리고 리본(ribbons) 등의 형태가 요구되는데 요업

재료에 속하는 산화물 도체는 취성이 있어 이러한 형태로 가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

다. 

산화물 고온 도체가 낮은 임계 류를 갖는 원인을 밝히기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었으며, 재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첫째, 도 결정립들 

(superconducting grains)이 입계에서 약결합 (weak-link)으로 연결되어 있고 [1-3], 둘째, 결정

립 내부에서 소산(消散)하는 럭스 이동 (dissipative flux mo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4-6]. 

럭스 이동의 경우에는 산화물 도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Y-계 도체의 경우

에는 결정립 내부에 럭소이드(fluxoid)를 강하게 고정하는 결함 (flux pinning center)의 도

가 낮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Bi-계와 Tl-계의 경우에는 럭스를 고정하는 결함은 존재하

지만 이들이 럭스를 강하게 고정시키지 못하여 액체질소 온도에서 럭스 클립 (flux creep) 

상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4,7]. 

Dimos 등 여러 연구자들은 YBa2Cu3O7 도체의 2결정 (bicrystals)을 이용한 일련의 실험

을 통해, 이웃한 두 결정립사이의 이방각 (misorientation angle)이 증가함에 따라 항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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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입계를 통과할 수 있는 임계 류 도가 감소함을 보 다 [8-10]. 비록 어떤 특정한 방

를 갖는 입계들은 약결합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11], 부분의 고각 입계 (high-angle grain 

boundary)를 통과하는 류는 크게 제한을 받으며 특히, 자장 하에서 임계 류 도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입계가 약결합 거동을 하는 이유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

진 바는 없지만, 입계 부근에서 찰되는 결정구조의 변화, 원자간 거리의 차이, 그리고 화학  

차이(양이온이나 산소량의 변화)등이 자구조, 특히 Cu-O의 결합 거리나 혹은 각도 등에 

향을 주어 도 성질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결합 거동을 억제

하기 해서는 고각 입계를 완 히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 Clarke 등 [12]이 제안한 

집합 조직의 개념을 보면, 류의 이동 경로에 고각 입계나 혹은 연층 등의 blocking 효과

가 존재하더라도 류가 우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높은 임계 류를 흐를 수 있다고 보

고하 다. 그 이유는 설령 c-축에 수직한 입계가 평행한 입계(이들은 부분 각 입계)보다 

낮은 임계 류 도를 갖더라도 이들의 면 이 매우 넓으므로 많은 양의 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결정 산화물 도체에서 높은 임계 류 도를 얻기 해서는 c/a,b 

(aspect ratio)의 비가 크고, a-b 도면을 따라 길게 성장한 결정립을 만들고 이들을 한 방향

으로 결정립 배열 (grain alignment)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합조직을 얻어 입계의 약결합 

거동을 억제하더라도 결정립 내부에서 럭스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계 류 도에 제한을 

받는다. 이를 억제하기 해서는 럭소이드를 강하게 고정하는 결함들을 결정립 내부에 균일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피닝 효과를 얻기 해 방법을 선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가장 요한 사항은 집합조직을 갖는 산화물 도체에 결함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집합

조직을 만드는 방법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온 도체는 산화물재료로서 기존의 액체헬륨 조건하에서 작동되는 속계 도체와

는 달리 값싼 액체질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실용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통 류도 

월등하게 높아졌지만, 강한 결정학  이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정축간의 각도가 어 나는 

정도에 따라 임계 류 도가 격하게 변하게 되는 단 을 내포하고 있어 선재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산화물 도 선재는 기존의 속계 도 선재와는  다른 제

작공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YBCO의 경우 결정 구조 내에서 Cu-O (결정구조의 a-b 

plane) 층을 따라서는 도 류가 잘 흐르지만 Cu-O 층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류가 잘 흐

르지 않는다. 따라서 도선재의 통 능력을 높이려면 도 결정을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

시켜 결정축간의 간격이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온 도체의 선재연구는 먼  발견된 

Y-계열의 고온 도체보다 기계  성질이 상 으로 우수하여 선재로 제작하기 쉬운 Bi-

계열의 고온 도체를 선재로 이용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부분 인 성공을 거

두고 있는 단계에 있다 [13]. 그러나 Bi-계열은 자기장 하에서 쉽게 도성이 격하게 하

되는 단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자기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 량에도 한계

가 있어 력기기 응용에 폭넓게 용하기가 어렵다. 반면 최근에 기 를 모으고 있는 Y-계열

의 도체는 비교  큰 자기장내에서도 도성의 격한 하가 없어 사용이 가능하나, 기

계  특성이 좋지 않아 Bi-계열처럼 쉽게 선재로 제작할 수 없으므로 속기 에 도체 박

막을 증착하여 선재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온 도 박막 선재에 정렬성을 부여하기 해서는 박막 선재에 사용되는 기 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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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시켜 도층을 증착시키든지, 특정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는 다결

정 속 기  에 간 완충층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시킨 모재에 도층을 증착시키는 방

법이 있다. Y-계열의 도체를 선재화하기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왔는데, 주로 

결정 정렬성을 주는 방법에 따라 RABiTS (Rolling Assisted Biaxially Textured Deposition) 

[14,15], IBAD (Ion Beam Assisted Deposition) [16,17], ISD (Inclined Substrate Deposition) 

[18] 방법 등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RABiTS는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에

서 개발한 방법으로, 압연과 열처리를 통해서 양축정렬 (biaxially texturing)된 Ni 기  에 

완충층을 증착시키고 그 에 YBCO (YBa2Cu3O7-δ) 박막을 증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간단

하면서 재 성이 좋으며 고온 도 선재를 제작하는 속도가 빠르고 장선 제작에 쉽게 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IBAD는 일본의 Fujikura 사와 미국의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ANL)에서 개발하여 발 시켜온 방법으로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속 기  에 

ion beam을 channeling direction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각도 (YSZ의 경우 ~55°)로 입사하면서 

YSZ를 증착하는 방법으로 ion beam의 입사방향으로 YSZ의 성장방향이 (111)으로 정렬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YSZ 보다 증착속도가 더욱 빠른 MgO가 선호되고 있다 [19]. ISD는 

Argone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법으로 sputtering으로 증착시 기 을 기울여 각도는 IBAD와 같

은 ~55°이다. 

도 선재를 제조하기 해서는 기계  가공이 용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박막 기 을 

속 물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박막기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은 녹는 이 YBCO 박막의 증

착 온도 (～800℃)보다 높아야 하고, 화학 으로 안정하여야 하며 경제성을 확보하기 해서 

귀 속이나 희토류 속이 아니어야 하며, 쉽게 cube texture가 형성되는 것이 좋다. 한 비자

성 물질이어야 하며, 무 연하거나 단단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기 으로 사용되는 속은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게 되는데, 재 이 조건들 에서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물질은 Ni 이

다. Ni은 fcc구조를 가진 속으로 냉간 압연과 열처리에 의한 입방결정조직 (cube texture)의 

발달이 우수하여 높은 임계 류 도를 갖는 유연한 도 테이 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물질이나, 연하고 강자성 물질이라는 단 을 지니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 Ni-Cr [20], Ni-V [21], Ni-Cu [22] 는 Ni-Cr-W [23]등의 합  연구나 Ni/Ni 합 의 복

합재료 [24]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에는 Ni 기 에 직  YBCO 박막을 성장시키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Ni원자들이 

YBCO 박막 내부로 침투하여 도 특성을 하시켜, 원하는 박막의 결정구조를 조 하는데 

힘든 문제  등이 발생하 다 [25].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완충층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 박막에 사용되어질 완충층의 조건으로는 도 박막과의 열팽창계수  격자

상수의 일치 정도, 반응성,  고온에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열팽창계수의 차이

는 박막에 미세 균열을 발생시키고 도 박막의 임계 류 도의 하를 래한다 [26]. 한 

도박막과 기 과의 격자상수 차이는 박막의 층 성장에 큰 향을 미친다. 기에 시도된 

완충층은 Ni 기 을 산화시켜 발생한 NiO가 barrier가 되도록 하여 그 에 YBCO를 성장시키

려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NiO의 결정방향을 조 하기 어려우며 조직이 치 하지 못하여  Ni이 

YBCO 박막내부로 침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5]. 따라서, 단결정 산화물 기  에 

YBCO박막을 성장시킬 때 사용되던 기존의 완충층 (CeO2, SrTiO3, MgO, Y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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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ttria-stabilized zirconia), LaAlO3, Pt, BaZrO3, Sm2O3, Y2O3, BaTiO3 등)이 사용되었다. 이

들  Ni을 산화시키지 않으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물질로서는 CeO2, Y2O3, Yb2O3 등이 있으

며, 그 에서도 CeO2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YBCO/CeO2/Ni구조는 Ni 기 에 YBCO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이나 Ni의 침투를 막기 해서는 CeO2의 두께가 두꺼워야 하는데 1,000 

Å 이상이 되면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28]. YSZ는 효과 으로 Ni 확산을 

방지하는 장 을 지니고 있지만 YBCO 도체와의 격자 불일치가 크다는 단 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Ni 확산을 방지하는 YSZ과 YBCO 도체와의 격자 불일치가 고 증착이 용이

한 CeO2을 모두 이용한 CeO2/YSZ/CeO2 (CYC) 다층형 완충층을 사용하고 있다 [29-31].

YBCO 박막 도체를 력 분야에 실용화시키기 해서는 높은 임계 류 도를 유지하면

서 장선화가 가능해야 하며, 값싼 공정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완충층  YBCO를 박막 형

태로 성장시키기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우선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리  증착법 있다. 물리증착법은 Sputtering [32], Laser ablation [33], Ion beam [34] 

 Electron beam [35]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에서도 PLD (plused laser deposition)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Jc 특성을 가지는 선재를 재 성있게 제조하기가 수월하여 비교  단선

재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특성의 YBCO 선재가 이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다 [36]. 그러나 증착 

과정에서 고진공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치비가 많이 들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증착속도가 늦고 

증착면 이 작기 때문에 큰 규모의 공정이나 장선재로 이용하기 한 공정으로는 합하지 않

은 단 을 가지고 있어 상용화시 가격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 화학증착법은 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법과 MOD  (metal organic deposition)법으로 크게 나  

수 있다. 그 에서도 MOCVD 법은 기체상태의 원료가 반응 구역으로 운반 기체에 의해 달

되어 기상 반응 는 기  표면 에서 화학 증착 반응을 일으켜 고체 상태의 증착층을 얻는 

방법으로 조직이 치 하고 기 과의 착력이 우수하며, 반응물이 기체 상태로 반응 구역에 

달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를 갖는 물질 에 증착이 가능하다 [37-39]. 한 고진공을 요구하

지 않아 장치비가 게 들고 장치가 간단해지므로 scale-up이 쉬워 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MOCVD 법에 의한 박막의 증착은 빠른 속도라는 큰 장 을 갖고 

있어 YBCO 도체의 장선화에 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도체 공정과 같은 산업체에서 이

미 입증된 바와 같이, 화학 증착법에는 많은 장 을 갖고 있지만 장비와 증착이 되는 물질에 

따라 문제 이 발생하기도 한다. YBCO 화학 증착의 경우, 각 원소의 MO 소스 물질로는 모두

가 2,2,6,6- tetramethyl-3,5-heptanedionate (tmhd) 계열의 고체 소스를 사용한다. 그런데 

의 고체 소스를 각각 증발시켜 증착을 하는 경우, 재 성이 좋지 않은 결과를 보 다. 이것은 

주로 Ba(tmhd)2에 의한 것으로 소스 자체가 불안정하고 증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용매에 고체 소스들을 함께 녹인 용액을 이용하여 실험의 재 성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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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기술개발 황

1. 미국 

   

   MOCVD를 이용한 YBCO 박막 증착 연구는 주로 학이나 국립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연구

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PLD에 극 인 투자를 지속해오던 IGC (Intermagnetics 

Global Corporation) Superpower Inc.에서 MOCVD 증착 방법을 동시에 도입하기 시작하 다. 

이는 기업에서도 MOCVD 방법이 장선재 제조에 매우 효과 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GC-Superpower에서는 2002년도 연례보고서에서 MOCVD 법으로 증착시킨 1m  선재

에서 평균 90A 이상의 높은 임계 류를 발표하 으며, 장선화 장비에서 이동시키면서 증착시

킨 3 cm 단선재에서 236A 의 월등한 임계 류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 한 최근에는 18m 비

교  긴 선재에서 평균 111A 의 고무 인 결과를 발표하 다. 이와 같은 결과들과 맞물려 IGC

의 200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에 1 km 이상의 장선재에서 YBCO 선재는 

IBAD를 이용한 완충층 에 MOCVD 법으로 도 박막을 증착시킬 것이라고 언 하 으며, 

앞으로 MOCVD로 증착시킨 장선재 박막에 한 결과가 계속 향상되어질 것으로 기 되어진

다. 

2. 일본

   

   NEDO-METI Japan National Project의 일환으로 Chubu 력회사와 Fujikura에서 Nagoya 

학 등과 연계하여 MOCVD 공정을 이용한 meter  YBCO 장선재를 연구하고 있다. 

Multi-stage CVD 시스템 개념을 도입, 6개 이상의 원료공  구간을 두어 은 시간 동안 두

꺼운 YBCO 박막을 증착시켜 공정비용을 감하면서 높은 임계 류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Fujikura에서 이미 1994년 정도부터 K. Onabe 등이 LaAlO3 단결정에서 임계 류 도가 

2.1 MA/cm2 이상의 양질의 박막을 제조하 다. 1997년도에 K. Onabe 등은 IBAD-YSZ 기  

에 15 cm 정도의 YBCO 박막을 증착시켰으며, 임계 류 도는 0.21 MA/cm
2
 이상이었고 임

계 류는 평균 17 A, 최  29 A를 얻었다 [40]. 2001년에는 Ag 기  에 11 m  YBCO 

도 박막을 증착시켰으나 임계 류 도는 0.03 MA/cm2 정도로 낮게 보고되었다 [41]. 그러나 

2003년도에는 Ag 기  에 100 m  YBCO 장선재 박막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 으며, 증착

속도는 시간당 10 m로 매우 정도로 0.4 ㎛의 박막두께를 나타내었다. 한 0.1 MA/cm
2
 이상

의 높은 임계 류 도를 모든 구간에서 균일하게 나타나는 도 CVD 공정이 장선재에 합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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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독일과 랑스에서 폭넓게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독일의 IOPW 에서는 O. Stadel 등

이 MOCVD 방법으로 완충층  도 박막에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LMGP-ENSPG 에서도 S. Donet 등이 장선재 YBCO 박막을 MOCVD 법으로 증착시키고 있

다. O. Stadel 등은 LAO 단결정 에서 증착시킨 박막의 경우에는 4.8 MA/cm
2
 이상의 높은 

임계 류 도를 얻었으며, IBAD-YSZ 기  에서는 단선재의 경우 1～2.5 MA/cm
2
 정도의 

임계 류 도를 얻었다 [43]. S. Donet 등도 NiO/Ni이나 CeO2/YSZ/CeO2/Ni 기  에 

MOCVD법으로 YBCO 박막을 증착시켰으며, 약 90K의 임계온도와 0.9 MA/cm
2
 정도의 임계

류 도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 특히 LMGP-ENSPG 에서는 완충층과 도 박막을 모두 

MOCVD법으로 증착시켜 도 특성을 측정하여 0.5 MA/cm2 정도의 임계 류 도를 얻었으

며, 이는 비록 단선재로 국한되기는 하 지만 CVD법으로 2세  고온 도 선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4]. 

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YBCO MOCVD는 1990년 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서 과학기술부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단결정 기 이나 단선재 에 YBCO 박막을 증착시켜 

증착 조건  미세 조직을 찰하여 박막 특성을 분석하여 왔으나, 임계 류 도와 같은 

도 기  특성이나 장선재와 같은 실용화 측면에 있어서 직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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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YBCO 도 선재를 한 CeO2, NiO, YSZ 완충층 박막의 증착 

연구

1. 연구 목

YBCO 도 박막을 제조하기 해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RABiTS공정을 통해 제

조된 양축 정렬된 Ni 선재 에 직  YBCO 박막을 증착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25]. 그

러나 Ni 에 직  증착시킨 YBCO 박막은 c-축으로 정렬되는 증착온도에서 Ni이 확산하여 

YBCO와 반응하기 때문에 도 박막의 물성이 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Ni이 YBCO 박막 

내부로 확산, 침투를 방지하기 해서는 기  에 확산방지를 한 완충층을 먼  증착하고 

그 에 도층을 증착하여야 한다. 한 YBCO와 Ni와의 격자상수 불일치를 완화시켜야 하

며, YBCO 박막과의 반응성  고온에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Ni 기 의 

산화를 비교  억제시키면서 박막층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물질들은 CeO2, Y-stabilized 

ZrO2(YSZ), NiO, MgO, Y2O3 등이 있다. 

니 의 표면에는 몇 개의 원자층이 NiO 산화물형태로 존재한다. 이 산화물 층은 니  에 

다른 완충층을 증착시킬 때 그 목  완충층의 결정방  제어에 향을 다. 따라서 니  모재 

에 완충층을 올리기 에 니  에 형성된 산화층을 제거하기 한 별도의 환원열처리가 

필요하다 [47]. 어떤 경우에는 니  에 형성된 자연 산화층 자체를 완충층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48-50]. 를 들어, Ni 기 을 산소분 기에서 인 으로 산화시켜 NiO를 생성시켜 이 

산화층을 모재와 도층간의 확산 억제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화방법의 단 은 

Ni을 산화시키려면 1000℃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며 [25], NiO의 결정방 제어는 가능하나 생성

된 산화막의 조직이 치 하지 못하고 표면이 매우 거칠다는 이다. 한 그 에 증착시킨 

YBCO 도층의 특성도 좋지 않았다. 반면, Ni 기 을 자연산화시키지 않고 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ur deposition)법과 같은 박막증착공정으로 NiO를 증착시킨다면 

물질간의 상호확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막의 두께제어가 쉽고, 보다 균질한 산화박막

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51,52]. YBCO 박막 기부터 단결정 기 으로 사용되면

서 폭넓게 연구되어졌으며 YBCO와 반응성이 없다는 장 을 지닌 MgO 완충층은 주로 Ion 

Beam Assisted Deposition (IBAD) 방법을 통해 1 ㎛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비교

 우수한 집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YBCO 도층과의 격자불일치가 비교  크게 나타나 

높은 임계 류 도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3,54]. YSZ 완충층은 효과 으로 Ni 확산을 

방지하는 장 으로 인해 CVD  PVD공정들을 통해 폭넓게 제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BAD

공정을 통해서도 장선재 제조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55,56]. 

완충층으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eO2는 YSZ에 비해 YBCO와의 격자 불일치가 

고, 도체와 열팽창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수한 YBCO 박막 선재를 제조하는데 가장 

합한 완충층으로 알려져 있다 [57]. CeO2 완충층은 주로 PLD [58,59], sputtering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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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am evaporation [28,61,62]등의 물리 인 증착 공정으로 제조되는데, 이들 공정들의 공통

인 문제 은 수 백Å 이상의 두께로 증착시킨 박막에서 미세균열이 발생한다는 이다. 완충층

인 CeO2에 균열이 있게 되면 균열을 통해 물질확산이 있게 된다. 도 박막선재를 제작하기 

해서는 균열이 없는 균질한 CeO2 층의 증착이 요하다. 균열은 주로 박막증착 시에 내부응

력이나 열충격에 의해 발생하므로 그 생성 양상은 박막의 증착공정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부분 700℃이상의 고온에서 (200) 방향으로 정렬된 CeO2 박막이 제조되고 있어 

장선재화를 해서는 증착온도를 낮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착 속도가 빠르고 면  증착에 유리한 화학  증착방법을 사용하여 50

0℃ 정도의 낮은 증착온도에서 CeO2, NiO, YSZ 박막을 증착하 다. 균열이 없으면서 (200) 방

향으로 성장한 박막을 얻을 수 있는 최 의 증착조건을 얻기 해서 증착조건에 따른 결정방

와 미세조직에 한 변화를 고찰하 다.

2. 실험 방법

   MOCVD 공정의 원료물질로는 기화온도가 100℃～300℃인 Ce(tmhd)4 (tmhd=2,2,6,6 

-tetramethyl-3,5-heptanedionato) Ni(tmhd)2, Y(tmhd)3,  Zr(tmhd)4 (YSZ의 원료조성비, Y : Zr 

= 0.2 : 0.8) 킬 이트 화합물을 사용하 고 공기와 불순물과의 을 차단시키기 해서 Ar 분

기 상태인 glove box 안에서 정량화하 다. 정량화한 원료물질은 50 ㎖ THF 

(tetrahydrofuran, Aldrich사) 용매가 담긴 비이커에 집어 넣어 녹 다. 유기원료가 완 히 녹은 

것을 확인한 후, 30 m 정도의 길이의 유리섬유 테이 를 원료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에 넣어 원료 

용액이 유리섬유에 모두 스며들도록 하 다. 그림 1-1(a)는 원료를 분산시키기 의 유리섬유 테

이 의 사진이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원료 공 테이 는 직경이 약 10 ㎛인 유리섬유로 이

루어져 있다. 그림 1-1(b)는 유리섬유 테이 를 원료용액에 넣은 후, 다시 건조시킨 테이 의 주

사 자 미경 사진으로, 수 ㎛ 크기의 고상원료 입자들이 섬유 에 균일하게 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c)는 유리 섬유 테이 를 가열하여 원료를 반응부로 흘려보낸 후의 사진으로, 

가열에 의해 고상원료들 거의 부분이 기화하여 유리섬유에는 고상입자들이 찰되지 않는다. 

유리섬유가 용액에 충분히 셔지면 폐시킨 뒤 glove box에서 꺼내어 MOCVD 장비의 원료 

공 부에 장착시켰다. 원료 공 부는 reel-to-reel로 되어있으며, 원료 용액이 셔져 있는 유리

섬유 테이 를 한쪽 reel에 감고는 rotary pump를 작동시켜 원료 공 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진공상태가 되면, 유리섬유 테이 를 감긴 reel쪽에서부터 반 편 reel쪽으로 이동시키면서 THF 

용매를 휘발시켜 진공펌 를 통하여 외부로 배기시켰다. 와 같은 과정의 공정을 두번 더 반복

하여 확실하게 용매만을 휘발시켜 유리섬유 테이 에 원료물질만이 존재하도록 비하 다. 원료 

공 을 해 Ar 가스를 1000 sccm으로 흘려주며 체압력을 10 Torr로 유지하 다. 반응  내

의 압력이 안정되면 원료와 O2를 100～550 sccm으로 공 하며 3～25분 동안 반응시켰다. 

MOCVD 완충층 박막의 증착조건은 표 1-1에 나타내었다. CeO2의 기 으로는 양축으로 정렬된 

100 ㎛ 두께의 Ni (Oxford Co., USA: 양축정렬도 약 8도) 테이 를 사용하 다. Ni 기 을 표면

에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를 NiO 산화막이나 기타 유기물을 제거하기 해 완충층 박막을 증착

하기 에 기 이 치한 반응부로 (96%Ar + 4%H2)의 혼합가스를 100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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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1. MOCVD 원료 공 에 사용되어지는 유리 섬유 테이 의 SEM 사진

(a) 원료를 시기 , (b)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 (c) 원료를 휘발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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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MOCVD법으로 증착시킨 완충층 박막의 증착 변수

             

Precursors

Ce(tmhd)4 Ni(tmhd)2, 

Y(tmhd)3 and Zr(tmhd)4 

(YSZ ratio-Y : Zr = 0.2 : 0.8)

Precursor flow rate (g/min) 0.027 ~ 0.033 

Precursor temperature, Ts (℃) 300

Deposition temperature, Td (℃) 400 ~ 800

Total Pressure (Torr) 10

Oxygen partial pressure (Torr) 0.90 ~ 3.33

Deposition time (min) 3~25

Substrate Ni (200) oriented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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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흘려주면서 증착온도에서 10 분간 가열하 다. 반응부의 체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증착온도, 산소분압과 증착시간을 변화시켜가면서 완충층 박막을 증착하 다. 

   Ni 에 직  증착시킨 완충층 박막의 상과 결정구조는 Rigaku사의 XRD로 조사하 다. 

X-선의 회 분석은 35 kV, 15 mA에서 Cu-Kα(λ=1.5418Å) 타겟을 사용하 고, X-선 회 각(2

θ)은 25～55 °구간에서 측정하 다. 완충층 박막의 정렬도를 알고자 X-선 검사 후 XRD pole 

figure 검사를 수행하여 in-plane texture와 out-of-plane texture를 검사하 다. 증착한 박막의 

표면 미세 조직은 scanning elecron microscopy (SEM)을, 표면 조도는 atomic force 

microscopy (AFM)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고찰 

가. MOCVD 법으로 제조한 CeO2 박막

(1) 증착온도와 압력의 향 

(가) CeO2의 (200) epitaxy 성장

증착온도에 한 CeO2 증착거동을 찰하기 해서 다른 증착변수들은 고정시키고 증착온

도와 산소분압만을 변화시켜 양축정렬된 Ni기  에 CeO2 박막을 증착하 다. PVD 공정으로 

CeO2 박막을 증착할 경우에는 700℃ 이상의 고온에서 (200) 방 로 epitaxy 성장한 박막을 얻

을수 있는 반면, 본 연구의 MOCVD 공정으로 CeO2를 증착한 결과 약 500℃ 부근의 온에서

도 (200) 방 만으로 성장한 박막이 얻어졌다. CeO2박막은 증착온도에 따라 그 성장방 가 달

랐으며 특정온도에서 (200) 방 로 박막성장이, 어느 온도에서는 (111) 방 로의 성장이,   

다른 온도에서는 양방향 모두로의 성장이 찰되었다. 그림 1-2은 체압력(Pt)을 10 Torr, 산

소분압(PO2)을 2.30 Torr, 증착시간(t)을 10분으로 유지시키고 증착온도(Td) 변화에 따라 형성된 

박막의 XRD 분석결과이다. 그림 1-2(a)는 증착온도에 따른 XRD 회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증착온도가 460℃일 때에는 CeO2 (111) 와 (200) 회 선이 모두 찰되었으며, 두 회 선 모두 

회 강도가 매우 낮았다. 반면 온도가 480℃ 이상에서는 단일 (200) 회 선 만이 찰되었다. 

그림 1-2(b)는 그림 2(a)에서 얻은 CeO2 박막의 XRD 회 패턴에 한 I(200)/{I(200)+I(111)}의 

회  강도비를 나타낸 것이다. 증착온도가 460℃에서는 (200)의 회 강도비가 35 %정도로 나

타났으며, 480℃ 이상에서는 100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일하게 단일 (200) 회 선을 나타

내고는 있지만 상 인 회 강도로 비교해 보면 증착온도가 500℃ 인 경우가 가장 회 강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0) 면으로 결정성장이 잘 발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3은 체압력은 10 Torr, 증착시간은 10 분으로 고정시키고 산소분압을 변화시켜 증

착한 CeO2 박막의 XRD 분석결과이다. 그림 1-3(a)는 0.90 Torr의 산소분압에서 증착시킨 박막

으로 증착온도가 460℃일 때에는 CeO2 (111) 와 (200) 회 선이 모두 찰되었으며, 두 회 선 

모두 회 강도가 매우 낮았다. 증착온도가 480℃와 500℃일 때는 (200) 회 선은 매우 약하게 

찰되었고, 반면 (111) 회 선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증착온도가 520℃ 이상의 경우에

는 (111) 면의 회 강도는 격하게 감소하 고, (200) 면의 회 강도는 상 으로 높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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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다양한 증착온도에서 증착시킨 CeO2 박막에 한 (a) XRD 회 결과와 (b) 

I(200)/{I(200)+I(111)}의 회  강도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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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다양한 산소분압에 따른 CeO2 박막의 XRD 회  결과; (a) 0.90 Torr, (b) 2.30 Torr, 

and (c) 3.33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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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0.90 Torr의 산소분압에서는 실험 온도 범  내에서 (111)면과 

(200) 면이 모두 증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1-3(b)는 산소분압이 2.30 Torr의 경우로 46

0℃에서는 여 히 (111) 와 (200) 회 선이 모두 찰되고 회 강도도 미약하 으나, 증착온도

가 480℃～540℃로 증가하면 (111) 회 강도는 격하게 낮아지고 상 으로 (200) 회 강도

는 높아져서 (200) 회 선만이 나타나는 회 패턴을 얻었다. 그림 1-3(c)에 나타난 산소분압이 

3.33 Torr에서의 XRD 패턴은 산소분압이 2.30 Torr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온도 증가에 따라 

단일 (200) 회 패턴을 얻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2.30 Torr에 비해 상 인 회 강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림 1-4는 체압력을 10 Torr, 증착시간을 10분으로 유지시키고 산소분압을 0.90~3.33 

Torr 조건에서 증착시킨 CeO2 박막에 한 I(200)/{I(200)+I(111)}의 회 강도비를 나타낸 것이

다. 산소분압이 0.90 Torr의 경우, 증착온도가 480℃와 500℃에서는 회 강도비가 낮게 나타났

지만 520℃ 이상에서는 90 %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소분압이 2.30 Torr인 경우에는 증착

온도에 계없이 모든 증착조건에서 회 강도비가 100 %로 나타났으며 이는 (111)면이 존재하

지 않고 단지 (200)면으로만 결정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산소분압이 3.33 Torr에서는 

회 강도비가 95 %이상으로 약간의 (111) 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eO2 박막이 

YBCO 완충층으로써 사용되기 해서는 (200) 면으로 박막이 성장해야 하며, 본 실험의 연구

에서는 산소분압이 2.30 Torr, 증착온도가 480℃～520℃인 구간에서 (200) 면으로 정렬된 박막 

증착이 가장 원활하 다.

(나) CeO2 박막의 표면 조도와 미세조직

CeO2 박막은 박막선재의 간완충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박막의 표면조도 한 매우 요

하다. 따라서 증착온도를 변화에 따른 CeO2 박막의 표면 조도를 측정하 다. 그림 1-5는 산소

분압을 2.30 Torr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증착온도를 변화시켰을 때의 박막 표면의 거칠기를 

찰한 AFM 사진이다.  그림 1-5(a)는 증착온도 460℃에서의 박막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낸 것

으로 5 nm 정도로 매우 균질하고 평평하 다. 증착온도 480℃에서는 9 nm 정도의 표면조도를 

나타냈으며, 표면이 평평하고 균질하게 나타났으며 결정립 크기는 460℃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그림 1-5(b)). 그림 1-5(c)는 증착온도 500℃에서 증착된 시편의 표면조도를 나타낸 것으

로, 표면 거칠기는 12 nm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결정립 형태가 타원형을 이루며 일정한 방향

으로 성장하 다. 반면 그림 1-5(d)에 나타난 것처럼 증착온도가 520℃에서는 51 nm로 격하

게 표면이 거칠어졌는데, 이는 이 온도에서부터 입자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입자가 조 해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5(e)는 증착온도에 따른 박막의 표면 조도를 나타낸 그래 이다. 

이 결과로부터 증착온도가 높아질수록 빠른 결정성장에 의해 결정이 조 해지면서 표면의 거칠

기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20℃의 증착온도에서 표면조도의 가 른 증가는 이 온

도 부근에서 결정립 조 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표면조도는 

성장한 박막의 표면의 형상과 련이 있기 때문에 각 시료에 한 표면을 주사 자 미경을 

찰하 다. 그림 1-6은 산소분압을 2.30 Torr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증착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의 표면 미세조직을 주사 자 미경 (SEM)으로 찰한 것이다. 그림 1-6(a)는 460℃에서 증착

시킨 박막의 미세조직 사진으로 박막이 매우 치 하고 평평한 표면을 가졌으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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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다양한 산소분압 변화에 따른 Ni 기  에 직  증착시킨 CeO2 완충층 박막의 

I(200)/{I(200)+I(111)} 회 강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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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rms= 5 nm                   (b) Rrms= 9 nm

            

               (c) Rrms= 12 nm                   (d) Rrms= 51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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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다양한 증착온도와 PO2 = 2.30 Torr의 산소분압에서 증착시킨 CeO2 완충층 박막의 

표면 조도를 알아보기 한 AFM 이미지 (a-d)와 그래  (e); (a) 460℃, (b) 480℃, (c) 500℃, 

(d) 52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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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O2 = 2.30 Torr의 산소분압으로 10분 동안 증착시킨 CeO2 박막에서 다양한 증착온

도에 따른 미세조직 사진; (a) 460℃, (b) 480℃, (c) 500℃, (d) 520℃, (e) 540℃

(a) (b)

(d)(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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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크기의 미세균열이 시편 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었다. 이러한 균열들은 물리  증착공정

으로 제조한 CeO2 박막에서 자주 찰된다. 그림 1-6(b)에 나타난 증착온도 480℃에서는 박막

의 표면이 균질하고 입자 크기가 미세하 으나, 미세균열이 찰되었다. 높은 온도에서 증착한 

CeO2 박막에서 발생한 균열은 증착공정에서 열응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 주목할 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이다. 그림 1-6(c)와 (d)는 

증착온도가 500℃와 520℃인 박막의 표면 미세조직으로 입자 크기는 각각 130～160 nm와 15

0～230 nm 으며 표면이 균일하고 미세균열도 찰되지 않았다.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분 으로 조 화된 결정립들이 생성되어 이 온도부근에서 조 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

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증착온도가 540℃에서는 빠른 결정성장으로 인한 조 화된 결정

립들이 지배 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220～620 nm 정도의 큰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결

정립면은 삼각형이나 사각형 모양의 각진(faceted) 형태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증착온도가 고온

일 때 입자성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반 인 미세구조이다. 결정립이 조 하게 성장하게 되면 

입자 간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클수록 표면조도는 높아지게 된다. 온도에 따른 입자

크기 의존성을 보여주는 주사 자 미경 찰 결과는 그림 1-5에서 찰된 AFM 표면조도결

과와 잘 일치한다. 

그림 1-7은 증착온도가 520℃이고 산소분압이 2.30 Torr인 증착조건에서 10분간 증착시킨 

CeO2 박막의 단면을 찰한 SEM 사진이다. CeO2 박막이 Ni 기 의 표면으로부터 수직한 c-

축 방향으로 columnar 구조로 잘 증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SEM 사진의 배율을 통해 측정

한 박막의 두께는 약 1.5 ㎛이었으며, 이 두께로부터 증착속도를 계산한 결과 150 nm/min이었

다. M. Paranthaman 등 [62]은 electron beam evaporation법으로 CeO2 박막을 증착시킨 결과

에서 CeO2 박막의 증착속도가 6 nm/min 다고 보고하 다. 한 RF sputtering법으로 증착

시킨  M. Špankovà 등 [63]의 결과에서의 증착속도는 혼합가스 (Ar:O2=1:1) 분 기에서 0.5 

nm/min, 산소분 기에서는 0.35 nm/min 이었다. 이 결과는 화학  증착공정인 MOCVD 공정

이 단시간에 보다 두꺼운 박막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임을 보여 다. 한 MOCVD 공정이 넓

은 면 의 증착이 가능하고 연속공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도 박막선재의 산업화 공정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다) CeO2 박막의 양축 집합도와 미세균열 생성

CeO2의 결정구조는 형석(fluorite)구조로써 Ce 이온으로 만들어지는 입방 최 층진 구조의 

단 격자에 있는 4면체 배치의 8개 빈자리 모두에 O이온을 첨가한 구조이다. 그림 1-8은 증착

온도를 달리한 CeO2 박막의 (111), (200), (220) pole figure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a)

는 480℃에서 증착시킨 박막으로 (200) 방 로 성장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00)<001> 

입방정 집합 조직 이외에 (100)<011> 입방정 집합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찰되었다. G. 

Celentano [59] 등은 830℃에서 e-beam evaporation 방법으로 증착시킨 CeO2 박막에서 

(100)<001> 입방정 집합 조직과 (100)<011> 입방정 집합 조직이 함께 존재하 고, 600℃에서 

pulsed laser ablation 방법으로 증착시킨 경우 (100)<001> 집합 조직만을 얻었으며 이러한 차

이는 증착조건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H.-G. Lee [52] 등도 산소 분압이 증

가시킨 경우 (100)<001> 입방정 집합 조직에서 45° 틀어진 (100)<011> 입방정 집합 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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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증착온도가 520℃이고 산소분압이 2.30 Torr에서 10분 동안 증착시킨 CeO2 박막의 

SEM 단면 사진

Ni 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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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35.39
28.27
21.15
14.04

6.92
3.13
1.88
1.01Measured PF 111

42.51
35.39
28.27
21.15
14.04

6.92
3.13
1.88
1.01Measured PF 200

42.51
35.39
28.27
21.15
14.04

6.92
3.13
1.88
1.01Measured PF 220

       

63.27
52.68
42.08
31.49
20.89
10.30

9.04
4.39
1.71
1.03Measured PF 111

63.27
52.68
42.08
31.49
20.89
10.30

9.04
4.39
1.71
1.03Measured PF 200

63.27
52.68
42.08
31.49
20.89
10.30

9.04
4.39
1.71
1.03Measured PF 220

       

65.17
54.26
43.35
32.43
21.52
10.61

4.49
1.07Measured PF 111

65.17
54.26
43.35
32.43
21.52
10.61

4.49
1.07Measured PF 200

65.17
54.26
43.35
32.43
21.52
10.61

4.49
1.07Measured PF 220

       

72.47
60.33
48.20
36.06
23.93
11.80

4.80
1.07Measured PF 111

72.47
60.33
48.20
36.06
23.93
11.80

4.80
1.07Measured PF 200

72.47
60.33
48.20
36.06
23.93
11.80
4.80
1.07Measured PF 220

       

27.26
22.70
18.13
13.57

9.00
4.44
2.44
1.02Measured PF 111

27.26
22.70
18.13
13.57

9.00
4.44
2.44
1.02Measured PF 200

27.26
22.70
18.13
13.57

9.00
4.44
2.44
1.02Measured PF 220

그림 1-8. 다양한 증착온도에 따른 CeO2 완충층 박막의 XRD를 이용한 집합도 분석; (a) 48

0℃, (b) 500℃, (c) 510℃, (d) 530℃, (e) 540℃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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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림 1-8(b)는 500℃에서 증착시킨 박막의 pole figure 결과로써 

(100)<011> 입방정 집합조직이 거의 사라지고 (100)<001> 입방정 집합조직이 지배 으로 형

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증착온도가 510℃인 박막은 그림 1-8(c)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0)<001> 입방정 집합조직만을 나타내었으며 in-plane 값은 13.5° 이었다. 그림 1-8(d)는 53

0℃에서 증착시킨 박막으로 매우 우수한 (100)<001> 입방정 집합조직만을 나타내었으며 

in-plane 값은 13° 이었다. 반면 그림 1-8(e)에 나타난 것처럼 온도가 540℃로 증가할 경우에는 

양축집합도가 격히 떨어지는데, 그림 1-6의 SEM에서 찰한 바와 같이 빠른 결정성장에 의

한 결정립의 조 화로 인해 박막 표면도 격하게 거칠어지고 특정한 방향의 결정성장을 방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증착온도에 따른 CeO2 박막의 결정성장의 차이는 결정립의 

표면조도 뿐 아니라 박막의 결정질에도 유해한 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9는 증착온도에 따른 CeO2 박막의 out-of-plane을 나타낸 것이다. 증착온도가 480℃

인 경우 반가폭 (FWHM: Full width half maximum)이 11°를 나타내었지만 증착온도가 증가

할수록 반가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540℃에서부터는 in-plane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성장 방 가 무질서하게 틀어졌기 때문에 반가폭이 15.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0은 증착온도를 변화시킨 CeO2 박막에 한 in-plane과 out-of-plane의 결과를 그

래 로 나타내었다. In-plane과 out-of-plane 모두 530℃까지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가폭

(FWHM)이 작아지면서 집합조직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30℃에서 최소값인 12°, 8.5°

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러나, 540℃에서부터는 갑자기 반가폭 값이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각

각 19°와 15.5°를 나타내었다. 증착온도를 변화시킨 CeO2 박막에 한 집합조직에서는 530℃가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었지만, 520℃부터 박막 표면의 거칠기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

문에 500～510℃에서 좋은 박막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Qing He 등 [27]은 CeO2 박막의 미세균열이 Ni 기 과 CeO2 박막 사이의 열팽창 계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 으며, Sanghyun Oh 등 [61]은 Ni의 열팽창 계수가 CeO2보다 크므

로 증착 후 냉각 과정에서 압축응력(compressive stress)을 받게 되므로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인장응력(tensile stress)을 유발하여 미세균열을 형성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 과 박막간의 

격자불일치(lattice mismatch)가 심한 경우 미세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도 낮은 증착온도에서 미세균열이 발생하 으며, 온도가 증가하 을 때 미세균열이 발

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열응력만으로 미세균열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O. 

Stadel [43] 등은 MOCVD 공정으로 CeO2 박막을 800℃～900℃의 증착온도에서 Ni 기  에 

증착하여 집합도와 미세조직을 분석했다. 그들의 결과에 의하면, 집합도(φ scan)는 6～7° 로 우

수하 으나 박막의 표면에는 많은 균열들이 찰되었다.  한 Donet [44] 등은 MOCVD 공정

으로 CeO2와 YSZ 박막을 증착한 후 그 에 다시 YBCO를 동일한 방법으로 증착시켰으며 

CeO2의 증착온도는 800℃ 는데, 증착된 CeO2는 표면이 거칠고 미세균열이 다수 생성되어 그 

에 증착된 YSZ와 YBCO 박막 특성에도 향을 미쳤다. 그림 1-5의 증착온도에 따른 표면 거

칠기의 결과에서처럼 증착된 CeO2의 표면 거칠기가 증착온도의 함수임을 나타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CeO2 박막을 500℃의 낮은 온도에서 증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800℃ 이상의 고온에

서 증착한 CeO2 박막에 비해서 표면 거칠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아주 낮은 온도인 

460℃에서는 미세균열이 다수 찰되었지만, 500℃ 정도의 온도에서는 미세균열이 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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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다양한 증착온도에 따른 CeO2 완충층 박막의 ω-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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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다양한 증착온도에 따른 CeO2 완충층 박막의 in plane과 out-of-plane 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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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Otsdel 과 Donet 등은 800℃ 이상의 고온에서 미세균열이 찰된다고 하 는데, 본 연구

와 그들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아주 온이나 아주 고온이 아닌 간 온도(500℃ 부근)에서 

공정을 잘 제어하여 열충격을 최소화한다면 미세균열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2) 증착시간에 따른 향

(가) CeO2 박막의 (200) epitaxy 성장

그림 1-11은 증착온도를 510℃, 산소분압을 2.30 Torr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증착

시간을 변화시킨 CeO2 박막에서의 (200) 회 비를 정량화한 결과이다. 증착시간이 3분까지는 

(111) 성장과 (200) 성장이 동시에 찰되나, 증착시간이 증가할수록 (111) 성장은 차 감소하

고 (200) 성장이 우세하게 되어 7분 이상에서는 (200) 면만이 찰되었다. 그러나 증착시간이 

20분 이상으로 더 길어지면 (111) 면으로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차 증가하 다. 증착시

간에 따라 (200) 회  강도비가 변하는 것은 CeO2 박막의 성장기구와 련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나) CeO2 박막의 표면 조도와 미세조직

그림 1-12는 증착온도를 510℃, 산소분압을 2.30 Torr로 고정시키고 증착한 CeO2 박막의 증

착시간에 따른 AFM 표면조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증착한 CeO2 박막의 표면조도는 증착시간

에 따라서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 다. 증착온도 12분까지의 박막표면조도는 20 nm이하이지

만, 15분 이상에서는 수십 nm로 증가하여 25분에서는 표면조도가 약 200 nm가 되었다. 증착

시간에 따른 박막표면의 미세조직을 보면 표면조도 변화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13(a)에서 알 수 있듯이, 약 3분간 증착한 박막의 표면은 단히 평평하며, 매우 작은 알갱이 

형태의 CeO2 결정립들이 균일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증착시간이 10분으로 증가할 경우는 알갱

이형 입자의 크기만 증가할 뿐 체 인 크기는 거의 균일하 다(그림 1-13(b)). 반면, 증착시

간이 12분인 시편에서는 작은 알갱이형 CeO2 입자가 균일하게 분포된 기지에서 부분 으로 조

한 입자들이 성장되어 있었다(그림 1-13(c)). 이러한 결정입성장 경향은 증착시간이 긴 시편

에서 보다 뚜렷하게 찰된다. 그림 1-13(d)에서 알 수 있듯이, 12분간 증착한 시편에서 부분

으로 찰되던 조 한 CeO2 입자들이 15분간 증착한 시편에서는 박막의 반이상을 차지하며 

한 그 크기도 상 으로 크다. 즉 증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국부 인 부분에서 발

생한 CeO2 입성장이 박막 체로 확산되어 감을 의미하며 이는 그림 1-12에서 찰된 증착시간

에 따른 표면조도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CeO2 박막의 양축 집합도와 결정성장기구

그림 1-14에서는 각 박막에 한 XRD pole figure 분석으로부터 얻은 집합도를 증착시간에 

해 나타내었다. 증착시간 3분에서 얻은 in-plane과 out-of-plane texture의 반가폭 (FWHM)

은 각각 11.5°와 10.7°이었다. 이는 그림 1-11의 결과에서처럼 (111) 방 로 성장된 결정립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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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증착시간에 따른 CeO2 완충층 박막의 I(200)/{I(200)+I(111)} 회 강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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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증착온도가 520℃이고 산소분압이 2.30 Torr에서 다양한 증착시간에 따른 CeO2 완

충층 박막의 표면 거칠기에 한 그래



- 39 -

             

               

그림 1-13. 증착온도가 520℃이고 산소분압이 2.30 Torr에서 다양한 증착시간에 따른 CeO2 완

충층 박막의 SEM을 이용한 미세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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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다양한 증착시간에 따른 CeO2 박막의 ω-scan and φ-scan 의 반가폭(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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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존재함으로써 (200) 성장의 집합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증착시간이 증가할수

록 (200) 방 로 성장된 결정립들이 지배 으로 분포하는 7～15분의 경우 박막의 집합도는 각

각 8～9°, 6～7°로 매우 우수한 반가폭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증착시간을 그 이상으로 증가시켰

을 경우에는 박막의 집합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박막의 표면 미세조직

에서 찰된 결정립의 조 화 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5는 증착시간 12분으로 

증착시킨 CeO2 박막의 in-plane texture와 out-of-plane texture를 나타내었다. In-plane 의 경

우 4개의 동등한 회 면이 90°마다 반복되어 규칙 으로 나타났으며 회 강도 한 동일한 세

기를 유지하며 우수한 집합도를 보 다. Out-of-plane 의 경우에도 역시 6.3°의 매우 우수한 

반가폭을 나타내었다. 

증착시간에 따른 XRD 분석, 표면조도, 미세조직과 양축집합도 결과로부터 CeO2 박막의 성

장기구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1-11과 1-14에서 찰된 XRD 결과를 기 로 

해서 유추해 보면 반응 기에는 (111) 성장과 (200)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다가 시간이 지날수

록 (200) 성장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을 그림 1-16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데, 기에는 박막 표

면의 Ni 기 의 산화층이나 불순물들에 의해 (111) 방 의 성장이 지배 이던 박막이 시간이 

지날수록 (200)면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CeO2의 증착조건(증착산소압, 온도 등)에

서 열역학 으로 안정한 방향으로 박막이 성장해 갈 것이며 성장 방 는 증착온도와 산소분압, 

증착시간의 함수가 된다. 박막의 성장은 성장하는 면의 계면에 지와 련이 있다. 본 연구에

서 시간이 증가할수록 (111)과 (200) 방  모두로 성장하다 (200) 방 의 성장이 우세해지는 것

은 (200)면의 성장속도가 (111)방 로의 성장보다 빠르기 때문일 것이다. 증착 기에 (111)면과 

(200)면이 동시에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200) 면의 성장이 (111) 면의 성장보다 빠르다면 그림 

1-16(c)와 같이 (200) 성장이 이미 성장한 (111) 면을 덮고 그 로 성장할 수 있다. 

증착시간이 더욱 증가하면 (200) 회 강도가 감소하고 (111) 회 선의 강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박막의 표면거칠기 증가와 련이 있을지 모른다. 그림 1-17의 자 미경 사진에서 

찰한 바와 같이, 성장한 CeO2의 결정형상은 facet을 함유한 각진 입자 형태이다. 각진 입자의 

입자간에는 골과 산이 형성되며 이는 입자성장에 의해 이 입자들이 조 해지면서 더욱 더 깊

어진다. 입자 간의 골을 이루는 facet에서 다른 CeO2 입자들이 핵생성하여 성장하게 된다면, 

(200)가 아닌 (111)과 같은 방 로의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증착 기에는 (111) 성장하다가 

증착시간이 증가할수록 (200) 회 강도가 90%이상이 되었다가, 이 후에는 다시 (111) 성장이 

찰되는 것은 CeO2 입자의 입성장에 의한 입자간 깊은 골의 생성과 그곳에서의 (111) 방 로

의 새로운 입자의 생성,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박막에 (111) 방 로 성장된 결정립

이 있게 되면, 이는 박막의 집합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증착온도와 시간을 잘 제어한다

면 평평한 표면조도를 가지면서 (200) 회 면으로 잘 정렬된 CeO2 박막을 증착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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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12분 동안 증착시킨 CeO2 박막의 φ-scan 과 ω-sca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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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증착 과정에서 형성되는 (111)와 (200) 결정성장 배향에 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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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증착온도가 540℃이고 산소분압이 2.30 Torr에서 10분 동안 증착시킨 CeO2 완충층 

박막의 표면 결정성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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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CVD 법으로 제조한 NiO 박막 

 

그림 1-18은 증착온도와 산소분압에 따른 NiO 상의 형성에 한 XRD 분석 결과이다. 그림 

1-18(a)는 산소분압을 1.67 Torr로 고정시키고 증착온도를 450℃에서 530℃까지 변화시켜 얻은 

NiO 완충층의 XRD 결과로, 450℃와 470℃에서 NiO (111) 회 강도가 가장 낮았고, 470℃에서 

NiO (200) 회 강도가 가장 높았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NiO (111) 회 강도는 진 으로 증

가하 다. 이 조건에서 NiO가 100% (200) 면으로 증착된 회 선을 얻을 수 없었다. 이 공정에

서 주목할 만한 은 NiO (200) 집합조직이 형성되는 온도가 약 500℃라는 이다. SOE (self 

oxidation epitaxial) [48]에 의한 NiO (200) 형성온도가 100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MOCVD 

공정은 상 으로 낮은 온도에서 양축 정렬된 NiO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1-18(b)는 그림 1-18(a)에서 NiO (200) 집합조직이 가장 잘 발달한 온도인 470℃에 온

도를 고정하고, 산소 분압을 0.91 Torr에서 3.34 Torr까지 변화시켜 얻은 시료의 XRD 결과이

다. 산소분압이 증가하더라도 NiO (111) 회 강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고 NiO (200) 회 강

도는 변화가 있었다. NiO (200) 회 강도는 체 으로 낮았지만, 1.67 Torr일 때 NiO (200) 

회 강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MOCVD법에 의한 NiO (200) 집합조직은 증착온도가 470℃이

고, 산소분압이 1.67 Torr일 때 가장 잘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9는 산소분압을 1.67 Torr로 일정하게 유지한 후, 증착온도를 달리하여 얻은 시편

의 NiO (111)의 극 도 결과이다. 증착온도가 450℃와 470℃에서 얻은 박막들은 잘 발달된 

칭형의 극 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이미 그림 1-18의 XRD 결과에서와 같이 이 온도

에서 NiO (200) 집합조직이 잘 발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90℃ 이상의 온도에서는 NiO 

(200) cube texture가 괴되어 NiO (111) 방 의 집합조직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림 4(c)-(e)에

서와 같이 상 으로 복잡한 극도  결과를 보인다. 

그림 1-20은 증착온도를 470℃로 일정하게 유지한 후, 산소분압을 달리하여 얻은 시편의 

NiO (111)의 극 도 결과이다. 시료 (b)-(e) 경우 칭형의 극도  결과를 보인다. 이들  산

소분압이 1.67 Torr일 때 가장 강한 NiO (200) cube texture가 발달한다.

그림 1-21은 450℃와 470℃에서 증착된 NiO 완충층의 ω-scan과 Φ-scan 결과이다. 이 결과

는 그림 1-19(a)와 그림 1-19(b)의 칭형 극도  결과의 4개 회 선을 나타낸 것으로 이들의 

FWHM(Full Width Half Maximum)을 알면 양축 집합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림 1-21(a)에서 

알 수 있듯이, 450℃에서 증착된 NiO 박막에 한 ω-scan의 FWHM은 9.81°, 470℃에서는 

10.34°로 이었다. 그림 1-21(b)의 경우 Φ-scan은 450℃와 470℃에서 각각 11.38°와 10.00°로 나

타났다. 증착온도 450℃와 470℃의 FWHM을 비교하면 ω-scan에서는 450℃가 470℃보다 0.53° 

작게 나타났고, Φ-scan에서는 450℃가 470℃보다 1.38°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2는 증착온도 470℃와 산소분압이 1.67 Torr 일 때 10분간 증착된 NiO 완충층의 

단면과 표면사진이다. 그림 1-22(a)에서 NiO 완충층의 두께는 약 1㎛로, 이것을 분당 증착속도

로 표시하면 약 100 ㎚/min로, 물리  방법으로 제조된 박막의 증착속도에 비해 상 으로 월

등히 빠르다. 그림 1-22(b)에서는 Ni의 결정입계가 보일 정도로 NiO 증착박막의 표면이 매우 

균일하고 깨끗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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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양축 정렬된 Ni 기  에 증착시킨 NiO 박막의 XRD 회  패턴; (a) 산소분압이 

1.67 Torr일 때 증착온도에 따른 XRD 회  패턴, (b) 증착온도가 470℃일 때 산소분압에 따른 

XRD 회  패턴

(a)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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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산소분압이 1.67 Torr에서 증착온도를 달리하여 증착시킨 NiO 박막의 NiO (111) 

pole figures; (a) 450℃, (b) 470℃, (c) 490℃, (d) 510℃, (e)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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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증착온도가 470 ℃에서 산소분압을 달리하여 증착시킨 NiO 박막의 NiO (111) pole 

figures; (a) 0.91 Torr, (b) 1.67 Torr, (c) 2.31 Torr, (d) 2.86 Torr, (e) 3.34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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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증착온도 450℃, 470℃, 산소분압 1.67 Torr인 증착조건에서 제조한 NiO 박막의 

in-plane과 out-of-plane texture 결과; (a) x-ray rocking curves, (b) Φ-sca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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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증착온도가 470℃, 산소분압이 1.67 Torr에서 증착시킨 NiO 완충층 박막의 SEM 

사진 (a) 단면사진, (b) 표면사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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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도 박막을 증착하기 해서는 모재와 간 완충층의 표면이 깨끗해야 한다. 이

를 알고자 AFM으로 제조된 NiO 박막층의 표면조도를 측정하 으며, 그림 1-23과 그림 1-24

는 실험에 사용한 Ni 기 과 산소분압을 1.67 Torr로 일정하게 유지하며 증착온도를 변화시킨 

NiO 완충층, 그리고 증착온도를 470℃로 유지하여 여러 산소분압에서 제조한 NiO 완충층의 

AFM 사진들이다. 이 사진들의 RMS 거칠기는 그림 1-25에 나타내었다. 모재로 사용된 Ni 기

은 2.3 ㎚의 RMS 거칠기를 갖는다. 표면에 요철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속 Ni의 압연

에 생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  에 증착 된 NiO 완충층들의 거칠기는 증착온도를 달리

하 을 때는 약 3~13 ㎚, 산소분압을 달리하 을 때는 3.1~4.6 ㎚로 나타났다. 모재로 사용된 

Ni 기 의 표면조도는 산소분압을 달리한 NiO 완충층들은 모재의 거칠기보다 약간 높기는 하

지만 표면이 단히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칠기가 약 2~6배 

정도 높아졌는데, 이는 NiO의 입성장과 그에 따른 입계 grooving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NiO를 MOCVD 공정으로 제조하여 그 증착조건과 표면특성을 조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MOCVD 공정으로 양질의 박막을 짧은 시간내에 증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일반 으로 모재로 사용되는 Ni은 표면에 자연산화에 의한 얇은 산화 피막을 갖는다. 이 

산화피막은 coated conductor 제조공정의 첫번째 완충층인 CeO2의 방향성 증착과정에 참여하

여 (200) 집합조직 형성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CeO2를 증착하기 에 이 NiO 산화피막

을 제거하기 한 추가 인 열처리를 수행한다. 는 아  NiO모재를 일정시간 고온에서 자연 

산화시켜 그 생성된 NiO 층을 완충층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000℃ 이상

의 고온 열처리가 요구되며, 생성된 NiO 산화층의 표면이 불균일하고 두껍다.  한 분 기 산

소와 Ni 속이 반응하여 NiO 산화물을 형성하기 해서는 Ni과 산소간의 상호확산이 필요하

므로 반응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NiO 산화층을 MOCVD 

공정으로 제조하면, Ni과 산소가 기체상태에서 반응하여 속 Ni 모재 에 증착되므로 Ni과 

산소의 상호확산이 필요치 않다. 한 증착된 박막의 두께를 조 하기가 쉽고, 박막의 표면 조

도도 수 ㎚ 정도로 매우 부드러웠다. 이 공정의  다른 장 은 증착온도가 500℃ 이하의 온

이기 때문에 Ni 기 의 입성장이나 표면거칠기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물리 인 방법에 의한 완충층 제조와 coated conductor 제조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

으나 MOCVD 공정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MOCVD 공정이 

NiO 완충층의 증착에 단히 효과 인 공정이라는 것을 보여 다. 본 실험에서는 기 연구임

에도 불구하고 집합도가 10° 정도인 양질의 박막을 증착할 수 있었다. 아직 완 한 NiO (200) 

집합조직을 갖는 완충층을 제조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공정변수을 확립하게 된다면 집합도가 

10° 이내인 우수한 완충층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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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1-23. 산소분압이 1.67 Torr에서 다양한 증착온도에 따라 증착시킨 NiO 박막의 표면 거

칠기 정도를 찰한 AFM 사진; (a) Ni 기 , (b)  450℃, (c) 470℃, (d) 490℃, (e) 510℃, (f)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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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1-24. 증착온도가 470℃에서 산소분압을 달리하여 증착시킨 NiO 박막의 표면 거칠기 정

도를 찰한 AFM 사진; (a)  0.91 Torr, (b) 1.67 Torr, (c) 2.31 Torr, (d) 2.86 Torr, (e) 3.34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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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NiO 박막의 표면 거칠기 정도를 나타낸 그래 ; (a) 증착온도에 따른 박막 표면의 

거칠기 정도, (b) 산소분압에 따른 박막 표면 거칠기 정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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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CVD 법으로 제조한 YSZ 박막 

YSZ 박막의 증착조건을 알아보기 해서 먼  (100) MgO 단결정 기  에 증착시켜 증착 

조건에 따른 (111) 는 (200) 결정 성장 방 에 해 XRD 측정을 통해 I(200)/[I(200)+ I(111)] 

회  강도비를 계산하 다. 증착온도가 730 ℃이고 산소분압이 2.31 Torr인 조건에서  (200) 회

면으로 가장 좋은 결정 방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최 의 증착 조건에서 증착시킨 YSZ (200) 박

막의 집합도를 알아보기 해서 XRD pole-figure 분석을 실시하 으며, in-plane와 out-of-plane

의 반가폭(FWHM)은 각각 5°와 1.5° 로 매우 우수한 집합도를 나타내었다.  10분간 증착시킨 박

막을 SEM 단면을 통해 두께를 측정하여 계산한 MOCVD 법으로 증착시킨 YSZ 박막의 증착속

도는 100 nm/min이었다. PVD 법보다 상 으로 월등하게 증착속도가 빠르다는 장 도 요하

지만 YBCO 도 박막을 증착시키기 해 사용되어지는 완충층 박막의 특성상 박막의 표면 거

칠기 정도 한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MOCVD 법으로 증착시킨 YSZ 박막의 표면을 AFM 분

석을 통해 측정하 으며, 평균 거칠기가 4 nm로 매우 평평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 . 

(100) MgO 단결정 기 을 통하여 얻은 YSZ 박막의 최  조건을 가지고 MOCVD 법으로 Ni 

에 증착시킨 NiO 는 CeO2 박막을 사용하여 YSZ 박막을 증착시켜 보았다.  그림 1-26은 

YSZ 박막 증착에 사용되어진 NiO 과 CeO2 박막의 XRD 결과와 그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의 

XRD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6(a)는  Ni 기  에 증착시킨 NiO  박막의 XRD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에 YSZ 박막을 증착시켰으며 그림 1-26(b)에 나타내었다. 약한 YSZ(111) 

회 면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1-26(a)에서 찰되는 것처럼 NiO (111)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성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26(c)는 Ni 기  에 집  증착시킨  CeO2 박막의 XRD 결과이다.  

NiO 박막과는 달리 CeO2 (111) 회 면이 형성되지 않고 CeO2 (200) 회 면 만이 존재하는 기 

완충층 에 YSZ 박막을 증착시켜 XRD 회  분석을 나타낸 것이 그림 1-26(d)이다.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NiO 박막에서 증착시킨 YSZ 박막과는 달리 YSZ (111) 회 면이 생성되지 않고 

YSZ (200) 결정면만을 얻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완충층 박막 특성에 따라 그 에 

증착되는 박막의 결정 방 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CeO2 (200) 박막 에  470℃의 증착온도와 2.61 Torr의 산소분압에서 증착시킨 YSZ의 집합도를 알아

보기 해서 YSZ (111) 과 (200) 면에 해서 XRD pole figure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1-27에 나타난 

것처럼 YSZ 박막은 CeO2 박막과 마찬가지로 격자 차이에 의해 Ni 기 에 해 45° 회 된 형태로 결정 

성장 방 가 다르게 배열되어 있으며, 그 결정 방 는 YSZ [110] // CeO2[110] // Ni [100] 으로 표시된다 

[64]. 그림 1-28은 CeO2 (200) 박막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의  in-plane과 out-of-plane을 측정한 결과로

써 이들의 반가폭(FWHM)은 각각 YSZ (111)=10.6° (CeO2 (111)=10.4°, Ni (111)= 8.9°), YSZ(200)= 9.8° 

(CeO2 (200)= 9.1°, Ni (200)= 6.8°) 이었다. Ni 기 의 집합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잘 배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9는 NiO 과 CeO2 박막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의 SEM을 이용하여 표면 미세조직을 

찰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9(a)와 (b)는  NiO 과 CeO2 박막의 표면 미세조직으로 매우 평평

하고 균일하게 증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박막의 표면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의 표면 미세조직 사진

은 그림 1-29(c)와 (d)에 나타내었다.  기 완충층 박막의 표면에 비해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 지만, 

박막 체를 통해서 미세균열이 찰되지 않았다. 한 CeO2 박막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의 결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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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XRD 2θ scans; (a) Ni 기  에 증착시킨 NiO 박막, (b) NiO/Ni  기  에 증착

시킨 YSZ 박막, (c) Ni 기  에 증착시킨 CeO2 박막,  (d) CeO2/Ni 기  에 증착시킨 

YSZ 박막 (YSZ 박막은 증착온도 740℃, 산소분압 300 sccm 하에서 증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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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CeO2/Ni  기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의 (111)과 (200) pol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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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증착온도가 740℃, 산소분압이 2.61 Torr에서 CeO2/Ni 에 증착시킨 YSZ 박막 

in-plane과 out-of-plane texture  (a) (111) φ-scan, (b) (200) ω-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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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1-29. MOCVD법으로 증착시킨 박막의 SEM 표면 미세조직 사진; (a) NiO/Ni (b) 

CeO2/Ni (c) YSZ/NiO/Ni (d) YSZ/CeO2/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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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NiO 박막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의 결정립 크기보다 상 으로 작게 찰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박막의 증착조건에 따른 결정성장속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단일원료를 사용한 MOCVD 공정을 이용하여 Ni 테이  에 CeO2, NiO, YSZ 박막을 증

착하 다. 

700℃ 이상의 고온에서만 (200) 방 로 epitaxy 성장한 박막을 얻을 수 있는 PVD 공정과는 

달리, MOCVD 공정으로 CeO2 박막을 증착한 결과 산소분압이 2.30 Torr, 증착온도가 48

0℃~510℃인 구간에서 깨끗한 박막 표면과 (200) 면으로 정렬된 박막을 증착하 다. MOCVD

로 증착시킨 CeO2 박막의 증착속도는 150 nm/min이었으며, PVD법 보다 증착속도가 탁월하게 

빠르기 때문에 화학  증착공정인 MOCVD 공정이 단시간에 박막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임을 

보여 다. 

NiO 박막은 산소분압이 1.67 Torr 일 때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NiO (111)과 NiO (200)이 

혼합된 조직이 발달하 으며, 고온에서는 NiO (111) 형성이 우선 이었다. 본 연구의 실험 조

건에서는 증착온도가 470℃와  산소분압이 1.67 Torr 일 때 ω-scan의 FWHM은 10.34°로 나타

났으며, Φ-scan의 FWHM은 10.00°으로 가장 우수한 NiO 집합조직을 얻을 수 있었다. AFM으

로 측정한 NiO 박막의 표면거칠기는 증착온도나 산소분압에 해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다  모

재로 사용된 Ni 기 의 거칠기가 2.3 ㎚일 때, 이 기  에 증착된 NiO 완충층들의 거칠기는 

증착온도를 달리하 을 때는 약 3~13 ㎚, 산소분압을 달리하 을 때는 3.1~4.6 ㎚로 나타났다.  

MgO 단결정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은 470℃의 증착온도와 2.61 Torr의 산소분압에서 최

의 증착조건을 나타내었으며, in-plane와 out-of-plane의 반가폭(FWHM)은 각각 5°와 1.5° 

로 매우 우수한 집합도를 나타내었다. MgO 단결정에서 얻어진 최 의 증착조건으로 CeO2/Ni, 

NiO/Ni 기  에 YSZ 박막을 증착시켰다. CeO2 (200) 박막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의  

in-plane와 out-of-plane 반가폭(FWHM)은 각각 YSZ (111)=10.6° (CeO2 (111)= 10.4°, Ni 

(111)= 8.9°), YSZ(200)= 9.8° (CeO2 (200)= 9.1°, Ni (200)= 6.8°)이었다. CeO2 박막 에 증착

시킨 YSZ 박막의 결정립 크기가 NiO 박막 에 증착시킨 YSZ 박막의 결정립 크기보다 상

으로 작게 찰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박막의 증착조건에 따른 결정성장속도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사료된다.



- 61 -

제 2 단일 원료를 사용한 단선재 YBCO 박막 증착 

1. 연구 목

YBCO 고온 도체는 1MA/cm
2 
이상의 높은 임계 류 도와 외부 자기장하에서 비교  

은 감소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력기기 응용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에 문제로 

지 되었던 기계  취약성이 속기 을 사용한 박막 형태의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로 더욱 실

용화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4~17]. 최근에는 PLD (plused laser 

deposition)를 이용하여 수 내지 수십 미터  정도의 장선재가 제조되고 있다 [30,65,66]. 그러

나 YBCO 도 박막 선재가 실용화되기 해서는 장선화 기술과 구리에 비해 비싼 가격의 

문제 을 해결하여야 한다. 박막공정에서 장선화와 제조공정가격을 낮추기 해서는 박막의 증

착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요하다. 이러한 에서 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방법은 빠른 증착속도와 면  는 임의의 모양을 가진 기 에 epitaxial 박

막을 증착시킬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화학증착법(CVD)을 이용한 YBCO 박막 연구는 1988년 Berry, A. D.와 Gaskill, K. D [67]

등에 의해 처음 연구된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41,43,44,68,69~71]. CVD를 이용한 

YBCO 박막은 유기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며, 기 까지 이동하는 유기원료의 균일성을 유지

하기 해 여러 가지 장치  원료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특히 유기 원료 에서도 Ba은 공기 

의 수분과 잘 반응하여 증착 반응에 있어 불안정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박막의 성질이 

하된다 [72,73]. 따라서 원료 물질의 기화속도에 따라 화학양론 인 값보다 많거나 (Ba-rich 

composition) 은 양 (Ba-deficient composition)을 가지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원료를 안정 으로 공 하는 reel-to-reel 연속 원료 공 장치를 사용하 다. 

MgO 단결정을 이용하여 c-축으로 정렬된 YBCO 도 박막의 증착조건을 고찰하 으며, 미

세조직과 결정방향을 분석하 다. 한 MgO 단결정을 통해 얻은 증착조건으로 STO 단결정을 

사용하여 YBCO 박막의 도 특성을 찰하 으며, 도 장선재에 용할 수 있는 최 의 

증착 조건을 고찰하 다.  

2. 실험 방법

원료물질은 큰 증기압을 갖는 Newchem Materials 사의 Y(tmhd)3 (m.p.: 170～173℃), 

Ba(tmhd)2 (m.p.: 195～200℃),  Cu(tmhd)2 (m.p.: 198℃), (tmhd=2,2,6,6-tetramethyl-3, 

5-heptanedionato) 킬 이트 화합물을 사용하 고 공기와 불순물과의 을 차단시키기 해

서 Ar 분 기 상태인 glove box 안에서 정량화하 다. 정량화한 원료물질은 50 ㎖ THF 

(tetrahydrofuran, Aldrich사) 용매가 담긴 비이커에 집어넣어 녹 다. 유기원료가 완 히 녹은 

것을 확인한 후, 30 m 정도의 길이의 유리섬유 테이 를 원료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에 넣어 원

료 용액이 유리섬유에 모두 스며들도록 하 다. 유리섬유가 용액에 충분히 셔지면 폐시킨 

뒤 glove box에서 꺼내어 MOCVD 장비의 원료 공 부에 장착시켰다. 원료 공 부는 

reel-to-reel로 되었으며, 원료 용액이 셔져 있는 유리섬유 테이 를 한쪽 reel에 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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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pump를 작동시켜 원료 공 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진공상태가 되면, 유리섬유 테이

를 감긴 reel 쪽에서부터 반 편 reel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THF 용매를 휘발시켜 진공펌

를 통하여 외부로 배기시켰다. 와 같은 과정의 공정을 두번 더 반복하여 확실하게 용매만을 

휘발시켜 유리섬유 테이 에 원료물질만이 존재하도록 비하 다. 원료 공 을 해 Ar 가스

를 700 sccm으로 흘려주며 체압력을 10 Torr로 유지하 다. 반응  내의 압력이 안정되면 

원료와 O2를 150～550 sccm으로 공 하며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자세한 박막의 증착 조건은 

표 2-1에 나타내었다.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기 으로는 (100) MgO와 SrTiO3 단결정을 사용

하 다. 실험에 사용되어진 MgO 단결정은 99.9%의 순도이었고 소량의 CaO, SiO2, Al2O3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MgO 단결정은 YBCO 박막의 증착 조건을 확립하기 해

서 사용하 으며, 증착조건이 확립되면 (100) SrTiO3 단결정을 사용하여 양질의 도 박막을 

증착하여 도 특성을 측정하 다.  

YBCO 박막의 결정구조를 알고자 Rigaku사의 x-ray diffraction을 사용하 다. X-선의 회

분석은 35 kV, 15 mA에서 Cu-Kα (λ=1.5418Å) target을 사용하 고, x-선 회  구간은(2θ)은 

5～60°이었다. 증착한 박막의 표면 미세조직과 증착두께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박막의 온도에 따른 항을 측정하기 해서 측정부분에 

실리콘 다이오드 온도센서(Lake Shore Co., model DT-470)를 설치하여 온도변화와 항과의 

계를 AC-4단자법을 이용하여 박막의 기 항을 측정하 다. 한 박막의 임계 류를 측정

하기 해 77 K 액체질소에서 4 단자법을 이용하여 0.1 A 간격으로 류를 증가시켜 압의 

변화를 측정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가. 증착온도 변화에 따른 YBCO 박막의 특성 변화

   증착온도에 따른 YBCO 박막의 결정 성장 방향을 알아보기 해 (100) MgO 단결정 기  

에 박막을 증착시켰다. 그림 2-1은 Y:Ba:Cu=1.0:2.1:2.7의 원료 조성비를 가진 YBCO 박막의 

증착온도 변화에 따른 XRD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산소분압은 3.33 Torr, 증착 시간은 30분으

로 고정시켰으며, 노즐로부터 기 까지의 거리는 3cm를 유지시켰다. 740～800℃의 모든 증착온

도 구간에 해 c-축으로 정렬된 YBCO 박막을 얻었다. 그러나 800℃ 이상에서 증착한 박막의 

경우에는 (00ℓ) 회 강도가 하게 어들었다. 740℃ 미만의 온도에서는 박막 표면의 색깔

이 YBCO 박막의 형 인 검정색이 아닌 붉은 빛을 나타내었으며, YBCO의 여러 회 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T. Morishirta [74]는 c-축으로 성장하는 박막의 온도가 a-

축으로 성장되는 YBCO박막의 증착온도보다 100℃ 정도 높다고 보고하 다. 한, Y. Yoshida 

등[75]은 증착온도에 따라 a-축과 c-축으로 박막의 결정 방향이 변한다고 보고하 으며, T. 

Ushida 등 [76]은 650～700℃의 온도 역에서  MOCVD법을 사용하여 증착시킨 YBCO 박막의 

경우 a-축 방향으로 성장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c-축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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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단일원료를 사용하여 MOCVD법으로 증착시킨 YBCO 박막의 증착 변수

           

  Heating Temperature 
  of precursor materials 

Y(tmhd)3, Ba(tmhd)2, Cu(tmhd)2 : 

300℃

  Source reel speed 15 cm/min (0.023 g/min)

  Deposition Temperature 700-800℃

  Flow rate of 
  carrier gas (Ar) 700 sccm

  Flow rate of
  reactant gas (O2) 

150-550 sccm

  Total pressure 10 Torr

  Deposition time 30-50 min

  Substrates
(100) MgO, (100) SrTiO3 

single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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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증착온도를 달리하여 3.33 Torr의 산소분압 하에서 30분간 증착시킨 YBCO 박막의 

XRD 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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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에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게 740～800℃의 모든 증착온도 구간에 

해 c-축으로 정렬된 YBCO 박막을 얻었다.다양한 온도에서 증착한 YBCO 도 박막의 

도 이온도를 측정하 으며, 항-온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 그림 2-2이다. 740～760℃의 증

착온도 구간에 해 임계온도는 78.6～79.7 K으로 나타났으며, 780℃에서 증착한 박막의 경우

는 70.9 K으로 임계온도가 더욱 낮았다. 800℃에서는 임계온도값이 측정되지 못하 는데 이는 

고온증착 시에 도 상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생성되어지는 이차상들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3은 740～780℃의 증착온도 구간에 한 박막 표면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2-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740℃에서 증착시킨 YBCO 박막은 부분 으로 미세한 기

공들이 찰되기는 하나 반 으로 매우 조 하면서 평평한 표면을 나타내었다. 한 EDS 

mapping 분석을 통해 1 ㎛ 미만의 CuO 상들이 표면 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그림 2-3(b)는 750℃에서 증착시킨 박막 표면으로 740℃ 의 박막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이 박막의 표면도 치 한 표면과 미세 분산된 CuO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3(c)는 760℃에서 증착시킨 박막 표면으로 각진 형태의 YBCO 결정립들이 표면에 돌출

해 있으며 입자들의 방 도 불규칙해 보인다. 입자들의 주변에는 미세하게 분산된 CuO 상들이 

찰된다. 그림 2-3(d)는 780℃에서 증착시킨 박막의 표면으로 증착온도가 높아 결정 성장에 

의한 조  결정립들이 찰된다. 그러나 이 시료에서는 CuO 상들이 찰되지 않았다.

   증착온도에 따른 YBCO 박막의 증착두께를 알아보기 해서 박막의 단면을 SEM 분석을 

통해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2-4이다. 동일한 시간동안 박막을 증착시켰으며 740℃에서 증

착한 박막은 0.6 ㎛의 두께를 나타낸 반면, 800℃에서 증착시킨 박막은 1.4 ㎛로 증착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박막의 두께가 조 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3에서 

나타나듯이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이 조 해지면서 두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 

나. 산소분압 변화에 따른 YBCO 박막의 특성 변화

   그림 2-5는 Y:Ba:Cu=1.0:1.9:2.7의 원료 조성비를 가진 YBCO 박막의 산소분압 변화에 따른 

XRD 결과이다. 각 시료는 760℃의 증착온도에서 30분간 증착하 으며, 노즐과 기 과의 거리

는 3 cm로 고정시켰다. 산소분압은 체압력을 10 Torr로 고정시켰을 때, 운반 가스인 Ar에 

한 반응 가스인 O2 의 양을 계산한 것으로 PO2 = {(O2의 양)/(Ar + O2의 양)} × 10 Torr 로 

표 할 수 있다.  산소분압이 1.76～3.91 Torr에서는 (00ℓ) 회 을 가진 c-축으로 배향된 

YBCO 박막이 증착되었다. 그러나 1.76 Torr의 낮은 산소분압에서 증착된 박막은 3.33 이나 

3.91 Torr보다 (00ℓ) 회 강도 값이 상 으로 게 나타났으며 이차상의 회 들도 찰되었

다. 한 산소분압을 4.40 Torr로 증가시킬 경우, 도 상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림 2-6은 산소분압을 변화시켰을 때의 임계온도 특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1.76 Torr의 산

소분압에서 증착시킨 박막의 경우, XRD 분석을 통해 c-축으로 정렬된 YBCO 박막을 확인하

으나 임계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산소분압이 2.63 Torr과 3.91 Torr에서는 임계온도가 약 7

4～75 K 정도로 나타났으며,  임계온도 차(ΔT)가 10 K 정도로 비교  컸다. 이는 Y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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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00) MgO 단결정 에 3.33 Torr의 산소분압 하에서 30분간 증착시킨 YBCO 박막

의 증착 온도에 한 도 임계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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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00) MgO 단결정 에 3.33 Torr의 산소분압 하에서 30분간 증착시킨 YBCO 박막

의 증착온도에 따른 표면 미세조직 사진

(a) 740℃ (b) 750℃

(c) 760℃ (d)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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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00) MgO 단결정 에 증착시킨 YBCO 박막의 증착온도에 따른 박막의 두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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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산소 분압 변화에 따른 YBCO 박막의 XRD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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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00) MgO 단결정 에 760℃의 증착온도에서 30분간 증착시킨 YBCO 박막의 산소

분압에 따른 도 임계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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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 이외에 XRD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123상 에 부분 으로 이차상들이 존재하

여 도 특성을 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산소분압이 3.33 Torr에서는 76.8K의 임계

온도를 나타내었으며, 임계온도 차도 3.8K로 좋은 도 박막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2-7은 산소분압 변화에 따른 YBCO 박막의 표면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7(a)은 산소분압이 1.76 Torr에서 증착시킨 박막의 표면사진으로 둥근 모양의 YBCO 결정립

들이 존재하고 그 입계면에 긴 막  모양의 다른 결정립들이 존재하 다. EDS mapping 분

석을 통해 긴 막  모양의 결정립에는 Cu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보아 Y과 Ba으로 이루어진 이

차상임을 알 수 있었다. 부분 으로 흰색으로 나타나는 덩어리들은 CuO 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입계에 존재하는 이차상들은 도 이온도 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림 2-7(b)

는 산소분압이 2.63 Torr에서 증착한 박막으로 1.76 Torr에 비해 입계에 존재하는 이차상들이 

하게 었으며 YBCO 도상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결정립 내에 약간의 기공들과 1 

㎛ 이상의 큰 CuO 상들이 찰된다. 그림 2-7(c)는 3.91 Torr에서의 YBCO 박막 표면을 나타

낸 것으로 긴 막  모양의 이차상들은 없어지고 1 ㎛ 이상의 CuO 상들이 YBCO 기지 내에 

체 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2-7(d)는 4.40 Torr에서의 박막 표면으로 박막 체에 

CuO 상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EDS mapping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이는 산소분압이 높은 

역에서 CuO상 생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 STO 기 에 증착시킨 YBCO 박막의 도 특성 

   MgO 단결정은 YBCO와 격자불일치 정도가 9% 이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박막을 

얻더라도 고각입계를 형성시켜 박막의 도 특성을 열화시킨다. 이에 MgO 기 에서 얻어진 

증착조건을 가지고 도 이온도  임계 류 특성을 알아보기 해서 STO 단결정 에 

YBCO 박막을 증착시켰다. 그림 2-8(a)는 STO 단결정 에 증착시킨 YBCO 박막의 XRD 분

석 결과이다. (00ℓ) 회 을 가진 c-축으로 배향된 YBCO 박막이 증착되었으며 MgO 단결정 

에 증착시킨 박막보다 회 강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b)는 원료 조성비가 

Y:Ba:Cu = 1.0:2.1:2.7에서 30분간 증착시킨 박막의 항-온도와 압- 류 곡선이다. 88.8K에

서 도 이가 시작되었으며 83.1K에서 항이 zero가 되었다. (100) MgO 단결정 에 증

착시킨 YBCO 박막의 경우에는 도 이가 시작되는 온도가 85～88K으로 STO와 크게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도 이가 완료되는 온도는 모든 증착조건에서 81K 이하 다. 이

는 MgO 기 과 YBCO 박막과의 격자 불일치에 의한 결함이나 MgO 단결정에 함유된 불순물

의 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편의 길이가 1 cm이고 비가 0.5 cm인 (100) STO 단결정 시

편 에 760℃의 증착온도에서 30분 동안 배향한 YBCO 박막의 임계 류는 49 A/cm-width 

이었으며, SEM 단면을 통해 찰한 0.6 ㎛의 박막 두께를 통해 계산하 을 때 임계 류 도는 

0.82 MA/cm
2
 이었다. 

   일반 으로 류는 단면 에 비례하기 때문에 YBCO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흘릴 

수 있는 류의 양은 증가한다. 그림 2-9는 증착시간을 50분으로 증가시켜 증착시킨 YBCO 박

막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9(a)에서 보여주듯이 약한 (103) 회 면이 나타나지만 

체 으로 강한 c-축 결정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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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100)MgO 단결정 에 증착시킨 YBCO 박막의 산소분압에 따른 표면 미세조직 사

진

 

(a) 1.76 Torr (b) 2.63 Torr

(c) 3.91 Torr (d) 4.40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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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100) STO 단결정 에 760℃의 증착온도와 3.33 Torr의 산소분압 하에서 30분간 

증착시킨 YBCO 박막 : (a) XRD 회 결과, (b) 임계온도  임계 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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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00) STO 단결정 에 760℃의 증착온도와 3.33 Torr의 산소분압 하에서 50분간 

증착시킨 YBCO 박막 : (a) XRD 회 결과, (b) 임계온도  임계 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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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b)는 50분간 증착시킨 박막의 항-온도와 압- 류 곡선으로 87.2K에서 도 

이가 시작되었으며 84.2 K에서 zero 항을 나타내었다. SEM을 통해 측정한 박막의 두께는 

1.8 ㎛이었으며 30분간 증착한 박막에 비해 두께가 하게 증가하 다. 한 4단자법으로 측

정한 임계 류는 84.4 A/cm-width 로써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류값도 함께 증가하 다. 그

러나 임계 류 도를 계산해 보면 0.53 MA/cm2 으로 30분간 증착한 박막보다 감소하 다. S. 

Matsuno 등 [77]에 의하면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임계 류 도는 상 으로 감소하 으

며, 이는 c-축으로 성장하던 박막의 결정방 가 a-축으로 바 면서 임계 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도 50분간 증착시킨 박막의 경우, 박막의 단면을 살

펴보면 0.9 ㎛ 까지는 매우 균질한 박막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두께에서는 불규칙한 결

정립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임계 류 도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보다 높은 임계

류를 흐르게 하기 해서는 균질한 박막이 형성되면서 두께를 증가시키기 한 연구가 선행되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증착조건에 따른 YBCO 박막의 결정방  변화에 한 고찰

   일반 으로 박막의 성장은 격자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열역학  평형상태에서 성장하는 벌크 YBCO 소결체와는 달리 YBCO 박막의 경우에는 증착조

건에 따라 YBCO 박막의 구조와 물성이 하게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박막의 성장은 비

평형 과정으로 증착조건에 따라서 단결정 는 다결정으로 성장하고, 벌크 소결체에 비해 20

0～300℃ 낮은 온도와 수백배의 낮은 산소압력하에서 증착되므로, 결정성이 증착조건에 민감하

게 의존하게 된다. 박막의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YBCO 결정격자 상수값은 조 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4～76,78,79]. 특히 c-축의 격자상수 값이 a-축의 격자상수값보다 증가

폭이 높게 나타나는데, 증가폭의 차이가 매우 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즉 기 의 격자상수 값

을 기 으로 YBCO의 a-축 격자상수값과 c/3-축 격자 상수값의 차이가 변하기 때문이다. J. 

Fujita [78]등은 sputtering 방법으로 STO 단결정 기  에 YBCO 박막을 증착시켰으며, 증착

온도와 산소분압에 따라 YBCO 박막의 격자상수값이 변하기 때문에 증착조건에 따라 박막의 

결정성장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한 박막의 증착온도 뿐만 아니라 산소분압에

도 결정격자 값이 변하는데, 증착온도가 높고 산소분압이 낮은 경우에 c-축으로 기 에 수직하

게 정렬된 박막을 얻었고, 증착온도가 낮고 산소분압이 높은 경우에 a-축으로 정렬된 박막을 

얻었다. 이는 박막의 증착조건에 따라 결정성장방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정격자 불일치론에 근거하여 YBCO박막과 기 과의 격자상수 차이에 따라 그림 

2-10과 같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의 증착온도인 경우, [ac/3 - asubstrate] = [aa - asubstrate] 

(a: 격자상수값)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이때에는 c-축과 a-축이 모두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증착온도가 임의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ac/3 - asubstrate] < [aa - asubstrate]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격자불일치를 최소화하려는 결정성장 구동력에 의해 기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a-축

이 성장하게 된다. 반면 증착온도가 임의의 온도 이상인 경우에는 [ac/3 - asubstrate] > [aa - 

asubstrate] 값을 나타내며 c-축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 결정격자 불일치 모델은 기  종류에 

따라 c-축으로 정렬된 박막의 성장온도가 다른 원인도 설명할 수 있다.  



- 76 -

      

[ac/3 – asubstrate] < [aa – asubstrate]

Substrate

a-axis oriented YBCO film

Substrate

a- and c-axis oriented YBCO film

Substrate

c-axis oriented YBCO film

[ac/3 – asubstrate] = [aa – asubstrate]

[ac/3 – asubstrate] > [aa – asubstrate]

[ac/3 – asubstrate] < [aa – asubstrate]

Substrate

a-axis oriented YBCO film

Substrate

a- and c-axis oriented YBCO film

Substrate

c-axis oriented YBCO film

[ac/3 – asubstrate] = [aa – asubstrate]

[ac/3 – asubstrate] > [aa – asubstrate]

그림 2-10. YBCO 박막과 기 과의 격자 불일치에 따른 a-축 성장과 c-축 성장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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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Nagai [80]등은 MOCVD법으로 증착시킨 YBCO 박막에서 증착온도가 700℃인 경우에 

기 이 MgO 단결정인 경우에는 c-축 성장이 이루어진 반면, STO 단결정인 경우에는 a-축 

성장이 일어났다고 보고하 다. Y. Ito [81]등도 STO 단결정을 사용한 경우의 c-축 성장온도

가 MgO 단결정보다 높다고 보고하 다. 기 종류에 따라 동일한 증착온도에서의 결정성장 방

가 다른 이유는 기 의 결정격자 값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이에 의해 결정성장 방

가 우선 으로 이루어지는 증착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실험에서는 MgO 

단결정 기  에 증착시킨 YBCO 박막의 경우에 산소분압이 3.33 Torr인 경우 증착온도가 

740℃ 이하에서는 a-축이, 이상에서는 c-축 성장이 일어났으며, STO 단결정 기 의 경우에도 

증착온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비록 MgO와 STO의 결정격자 값이 다르다 할

지라도 증착조건에 따라 격자 값이 변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

며 에서 보고된 MgO와 STO의 증착온도 차이도 40℃ 이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MgO와 STO 기 에 따른 도 특성 차이에 해서는 기 과 YBCO 박막과의 격자 불

일치에 따른 결정성장 패턴의 차이에 의한 해석이 지배 이다. Y. Yoshida 등[82]은 MOCVD

를 이용한 동일한 증착조건에서 MgO 에 증착시킨 박막의 경우 핵생성을 통한 spiral 

growth를 이루다가 격자 불일치에 의해 45° 틀어진 결정립들이 발생하게 되어 두 가지 형태의 

결정립이 혼합되어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STO 기  에 증착시킨 박막의 경우에는 핵 생성

을 통해 island growth를 통해 성장하면서 spiral growth형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SAD 

패턴 분석을 이용하여 제시하 다. Y. Ito 등 [81]은 동일한 증착조건하에서 MgO에서 증착시

킨 박막은 85K 이하의 임계온도를 나타낸 반면, STO 기 에서 증착시킨 시편은 90K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YBCO와 기  사이의 격자 불일치 정도에 의해 박막의 in-plane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W. J. DeSisto 등 [83]은 MgO 기  에 증착된 YBCO 박막의 형

성과정을 알아보기 해 박막두께에 따른 미세조직을 찰하 다. 보고에 의하면 박막 두께가 

15 nm 정도의 증착 기에는 격자 불균형에 의해 형성된 거 한 기공과 같은 결함들이 존재

하고 나선 에 의한 terraced island 성장패턴을 보 으며, 100 nm 이상에서는 island 결정립

들이 조 해지고 불규칙 인 기공들이 퍼져 있으며, 45° 틀어진 결정립들이 찰되었다. X. Y. 

Zheng [84]와 D. G. Xchlom [85]등 에서도 SEM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결정성장패턴을 찰

하 다고 보고하 다. 본 결과에서도 MgO 기  에 증착된 박막의 표면 미세조직은 조 한 

결정립들과 불규칙한 기공들이 찰되었다. 

4. 결 론

   용매에 의한 탄소의 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안정 으로 공 하는 reel-to-reel 연속 원료 공

장치를 사용하 다. MOCVD를 통한 양질의 YBCO 박막의 도 특성을 얻기 해서 증착

조건이 박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740～760℃에서 증착시킨 YBCO 박막은 매우 조

하면서 평평한 표면을 나타내었으며 부분 으로 미세한 기공들이 찰되었다. 한 1 ㎛ 미만

의 CuO 상들이 표면 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EDS mapping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산소분압이 2.63～3.91 Torr에서는 (00ℓ) 회 만을 가진 c-축으로 배향된 YBCO 박막이 증

착되었다. 그러나 산소분압이 2.63 Torr과 3.91 Torr에서는 임계온도가 약 74～75 K 정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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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임계온도 차가 10 K 정도로 비교  크게 나타났다. 이는 YBCO 도 상 이외에 

XRD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분 으로 이차상들이 존재하여 도 특성을 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산소분압이 3.33 Torr에서는 76.8 K의 임계온도를 나타내었으며, 임계

온도 차도 3.8 K으로 좋은 도 박막 특성을 나타내었다. 

   (100) MgO 단결정 에 증착시킨 YBCO 박막의 경우에는 도 이가 시작되는 온도가 

85~88 K으로 STO와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도 이가 완료되는 온도는 모든 증

착조건에서 81K 이하인 반면 STO에서는 83～84 K으로 상 으로 높았다. 임계 류는 49 

A/cm-width 이었으며, SEM 단면을 통해 찰한 0.6 ㎛의 박막 두께를 통해 계산시 임계 류

도는 0.82 MA/cm
2
 이었다. 한 50분으로 증착시간을 증가시킨 박막의 경우에는 임계 류가 

84.4 A/cm-width의 값으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류값도 함께 증가하 다. 그러나 임계 류

도는 0.53 MA/cm2 으로 30분간 증착한 박막보다 감소하 다. 

   증착온도에 따라 박막의 결정성장방 가 다르게 나타났다. 증착온도가 낮을수록 a-축으로 

정렬된 박막이 얻어지며, 높을수록 c-축으로 정렬된 박막을 얻었다. 이는 결정격자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한 구동력에 의하여 증착온도에 하여 YBCO 박막과 기 과의 격자상수 차이

에 따라 결정성장방 가 다른 박막을 얻었다. MgO와 STO 기 에 따른 도 특성 차이에 

해서는 기 과 YBCO 박막과의 격자 불일치에 따른 결정성장 패턴의 차이나 MgO 단결정 

내의 불순물의 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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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여러 가지 템 릿 에 증착한 YBCO 박막

MgO나 STO(SrTiO3)와 같은 단결정(single crystal)과는 달리 속 선재 상에 YBCO 도 

박막을 증착시키기 해서는 기 과 간 완충층의 형태  특성 한 요한 변수가 된다. 

속 는 산화물 계열의 간 완충층이 가져야할 조건은 YBCO와 격자상수가 유사할 것, 기  

 YBCO 층과의 반응이 없을 것, 계면에서의 2차상 형성  균열 형성이 을 것, 우수한 표

면조도를 가지며 이축 배향된 박막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 등이다. 도 박막선재를 구성하

는 기 과 간층은 여러 가지 공정으로 제조가 가능하나 각 공정에 따라 장단 이 있어 최

의 공정을 선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일반 으로 기 은 RABiTS (rolling assisted 

biaxially textured substrates) [14,86], ISD (inclined substrate deposition), IBAD (ion beam 

assisted deposition) 방법으로 제조되며 [16,87], RABiTS과 IBAD 방법이 특히 우수한 공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까지 간층으로 사용되어온 재료로는 CeO2, YSZ (yttrium stabilized 

zirconia), MgO, XTiO3 (X=Ba, Pb, Ca, Sr), BaZrO3, NdGaO3, RE2O3 (RE : Y, La, Nd, Sm, Eu, 

Gd 등) 등이 표 이며, 이 가운데 CeO2와 YSZ가  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44], 두께에 따라 

균일성이 달라지거나 상호확산(interdiffusion)에 의해 특성이 하되는 등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최근 들어서는 CeO2-YSZ-CeO2  Y2O3-YSZ-CeO2 등의 다  완충층(multiple buffer 

layer) 구조로 흔히 제조되고 있다.

도 선재는 속 기 과 완충층, 도층과 cap layer의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

든 구성 재료의 개별 인 특성이 체 도 특성에 지 한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YBCO 

도 선재의 상용화를 해서는 이들 가운에 어느 한부분도 간과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각 층

의 증착공정에 한 높은 기술  수 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산과 

기간 안에 (全) 단계의 기술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높은 임계 류를 가지는 

도층 증착 등 핵심기술 개발에 일차 인 연구역량을 집 시켰으며, 도 특성을 극 화할 

수 있는 새로운 완충층 개발  국산화 기술개발에 차선의 노력을 경주하 다.

따라서 본 에서는, 2 을 통하여 기술된 단결정 에서의 YBCO 증착실험 결과를 기 로 

다양한 다  완충층 단선재(short sample) 상에 YBCO 도 박막을 증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언 되어 있다. 최 의 증착조건 결정을 하여 세 가지 원료물질들이 다양한 기 조성으로 조

합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임계 류(Ic, critical current)를 극 화할 수 있는 최  조성

이 결정되었다. 모든 공정은 단결정 증착실험이 수행된 cold-wall 형태의 반응기를 통하여 수행

되었고, 각 단계의 실험 결과는 MOCVD 공정을 통하여 YBCO 선도 선재의 장선화를 구 하

고자 하는 다음 단계의 hot-wall 반응공정 기  자료로 용되었다.

1. 실험방법

단결정 증착 실험에 사용된 cold-wall MOCVD 반응기가 그 로 사용되었으나, 원료물질과의 

원활한 혼합을 하여 산소 유입부가 산소 링(oxygen ring) 형태로 다소 변형되었다. 증착시의 

기 온도는 할로겐램  히터(halogen lamp heater)로 조 되며, 유입압력과 증착압력은 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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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flow controller)와 throttle valve로 각각 조 된다. 증발부에는 300℃의 밴드히터(band 

heater)를 장착하여 고체 원료물질이 원활히 증발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1에 증착에 사

용된 cold-wall MOCVD  각 부분의 개략 인 명칭을 함께 나타내었다.

원료물질로는 Newchem Materials 사의 Y(tmhd)3, Ba(tmhd)2  Cu(tmhd)2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tmhd는 2,2,6,6-tetramethyl-3,5-heptane dionate를 말하며 각각의 속 원자는 부분

인 기  인력에 의하여 킬 이트(chelate)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다 [88].  원료물질을 공기 

에 방치할 경우 공기 의 산소와 반응하여 증착공정  도 박막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료 보   처리의 모든 과정은 데시 이터(desiccator)  로 박스

(glove box) 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Ba(tmhd)2의 경우 공기 의 수분과 반응하여 수화물

(hydrate)을 쉽게 생성시키므로  과정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2,73].

일정한 조성으로 혼합된 원료물질은 량의 THF(tetrahydrofuran)에 용해되어 액상의 단일 

원료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약 30m 길이로 제조된 다공성 유리섬유 테이  (glass fiber tape)에 

흡수되었다. 원료 물질이 흡수된 유리 섬유는 source chamber의 릴(reel)에 장착된 후 낮은 압

력 하에서 수 회 이상 반복 이송되어 건조되며, 이 게 처리된 유리 섬유에는 THF  유기물

질이 제거된 속 원료물질만이 남게 된다 [43,44,69,89].

증착실험 시 건조된 유리 섬유는 15.6 cm/min의 일정한 선속도로 이동되며, 이에 따라 원료

물질도 일정 비율로 장치 내에 유입된다. 릴의 회 과 함께 300℃의 증발부를 통과하면서 기화

된 원료물질은 운반기체(carrier gas)로 사용된 Ar gas와 함께 320℃로 열된 운반부 라인을 

통하여 내부로 공 되며, 산소 링을 통과하면서 량의 O2 gas와 혼합되도록 하 다.

유입되는 Ar과 O2의 양은 MFC를 통하여 조 되었는데, 단결정 에서의 증착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량은 1000 sccm  500 sccm으로 고정되었다. Throttle valve를 사용하여 

증착 시의 체 압력은 10 Torr로 맞추어졌으며, 이로부터 증착시의 산소 분압 (oxygen 

partial pressure)은 3.33 Torr로 산술된다. 

산소 링과 기 사이의 간격  증착시간은 5 cm와 20분으로 유지되었으며, 균일한 증착이 

이루어지도록 기 을 포함한 히터 체가 5 rpm으로 회 되도록 하 다.

증착온도는 700~800℃의 넓은 온도 역에 걸쳐 조 되었다. 한편, 700℃보다 낮은 온도에서

는 증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800℃ 이상의 온도에서는 완충층의 손상  불규칙한 2차상

의 생성으로 우수한 도 특성을 얻을 수 없었다.

증착에 사용된 원료물질은 각기 다른 분자량을 가지므로 300℃에서 완 히 기화된다 하더라

도 기화된 후의 확산속도가 각기 다르며, 이들의 상 인 속도를 정량 으로 산술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기화된 원료물질들이 기체분자 운동론에 근 하여 확산된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조합의 원료 조성을 산술하 으며, 모든 조성은 Y : Ba : Cu = 1 : 2 : 3의 

양론비(stoichiometric balance)를 기 로 조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조성들을 Y원

소의 단  몰(mole)을 기 으로 다음의 표 3-1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1 : 1.9 : 2.7의 기 조성으로부터 실험결과에 따라 Ba 는 Cu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EDS (energy dispersion spectroscope)가 장착된 자주사 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증착된 각 단계의 박막에 해 성분 원소의 

조성비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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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Source chamber (reel-to-reel)

B : Top chamber

C : Bottom chamber

Parts

 1. Substrate

 2. Quartz

 3. Halogen lamp heater

 4. Oxygen ring

 5. Thermocouple to control

 6. Needle valve

 7. Reel for source tape

 8. Glass fiber tape

 9. Motor

10. Band heater (line heater)

11. Throttle valve

12. Vacuum pump

그림 3-1. 속 기  증착용 cold-wall MOCVD 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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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종류에 따른 증착특성  도 특성변화를 찰하기 하여 세 종류의 각기 다른 

형태의 속 기 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기 의 종류는 제조공정에 따라 RABiTS  IBAD 형

태로 크게 분류되며, RABiTS 기 의 경우 완충층의 형태에 따라 Y2O3/YSZ/CeO2  

CeO2/YSZ/CeO2의 두 가지로 다시 분류된다. 기술의 편의  구분을 하여 본 에서는 

Y2O3/YSZ/CeO2 형태의 RABiTS 기 을 YYC로 나타내었고, CeO2/YSZ/CeO2 형태의 RABiTS 

기 에 해서는 CYC라는 약어를 사용하 다.

다음의 표 3-2  그림 3-2에 사용된 속 기 의 구조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YYC template의 경우 일차 완충층이 Y2O3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는 일차 완충층으로 CeO2를 사용하는 경우 Ni-W 합  모재(母材)로부터 텅스텐(tungsten)의 

확산이 발생하여 도 박막의 특성을 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증착이 완료된 각각의 기 은 산소 분 기의 tube furnace를 사용하여 500℃와 450℃에서 총 

10시간에 걸쳐 열처리되었다. 이 때 산소의 유량은 250 sccm 이었으며, 승온속도 (heating 

rate)  냉각속도 (cooling rate)는 각각 100℃/hr  50℃/hr로 조 되었다. 열처리가 성공 으

로 종료되면 YBCO 박막의 결정구조는 정방정계 (tetragonal structure)에서 사방정계 

(orthorhombic structure)로 변화되는데, 열처리 후의 XRD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간 으로 확인하 다.

열처리가 완료된 박막은 4 단자법을 통하여 도 이온도 (Tc,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가 측정되었다. 측정결과로부터 77K 이상의 임계온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박막은 RF 스퍼터(sputter)를 통해 Ag를 약 2 ㎛ 두께로 코 한 후 0.1A 간격으로 

류를 증가시켜 액체질소 상에서 임계 류를 측정하 다.

2. 실험결과  고찰

가. CYC template

실험된 기 조성은 1 : 1.9 : 2.7이며, 이는 Ba  Cu 모두 이론 양론비보다 낮게 조합된 경

우이다. 확인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1 : 2.1 : 2.7  1 : 2.1 : 2.9 조성이 추가로 실험되었으며, 

모든 조성비로부터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기타 조성에 한 실험은 시행하지 않았다.

(1) 1 : 1.9 : 2.7 (조성 A)

그림 3-3에 각기 다른 온도에서 증착된 CYC-YBCO 시료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온도 역에 걸쳐 YBCO 도 상의 형성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약 720℃ 이하의 

온도에서는 a-축과 c-축 성장이 경쟁 으로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앞서 언 한 로 

700℃ 이하에서는 a-축 성장만이 지배 으로 발생되었다. 약 720~850℃의 넓은 증착온도 범

에 걸쳐 안정 인 c-축 성장이 찰되었으나, 800℃ 이상에서부터 (003)  (006) 등 c-축 성

장을 나타내는 특성 피크(peak)의 상  강도(intensity)가 하게 감소하며 다량의 2차상 

성장이 찰되어 이 후 실험에서는 증착 최 온도는 800℃로 고정하 다. 각 피크의 상  세

기를 비교하 을 때, c-축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는 증착온도 역은 략 750~770℃에 걸쳐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역에서는 NiO 외의 어떠한 2차상 형성도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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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단일 액상 원료 물질의 기 혼합비 (단  : mole)

Abbreviation Y Ba Cu Cu/Ba

A 1 1.9 2.7 1.42

B 1 2.1 2.7 1.29

C 1 2.1 2.9 1.38

D 1 2.2 2.9 1.31

E 1 2.3 2.9 1.26

F 1 2.3 3.1 1.35

표 3-2. 증착 실험에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속 기

Abbreviation Type Metal tape

Buffer Layers
Width
(mm)

1 st 2 nd 3 rd

CYC RABiTS Pure Ni CeO2 YSZ CeO2 5.0

YYC RABiTS Ni-3%W alloy Y2O3 YSZ CeO2 3.3

IBAD IBAD Stainless steel - YSZ CeO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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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증착실험에 사용된 속 기 의 구조  X-선 회 패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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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CO 특성 피크와 함께 모재로부터 상호확산(interdiffusion)된 것으로 보이는 Ni원자로부터 

NiO가 일부 형성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기 으로부터의 상호확산은 높은 증착온도에서 한층 

두드러지며, 증착된 박막내의 NiO 양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도 특성 한 크게 하된

다. 따라서 MOCVD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 은 가능한 안정 이고 치 한 구조의 완충층이 요

구되며, YBCO 도 박막 제조 시에도 가능한 낮은 온도 역에서 증착공정이 수행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3-4에 조성 A에서 증착된 CYC-YBCO 시료의 증착온도별 표면변화를 각기 다

른 배율의 SEM 분석결과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4로부터 알 수 있듯이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結晶粒)의 크기도 함께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3-3과 조합하여 볼 때, 710℃ 이하의 낮은 온도 역

에서는 찰되는 조 한 구조는 낮은 온도 역에서 지배 으로 진행되는 a-축 결정들에 의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박막은 YBCO 도체의 특성 상 결정축과 수직방향으

로 이루어지게 되는 류의 흐름을 방해하며, 결과 으로 낮은 임계 류 나타내게 된다. 반면, 

730~750℃ 역에서 찰되는 c-축 방향의 결정배향(背向)은 자 흐름의 매개체가 되는 정공

(hole)의 이동성 향상에 기여하며, 따라서 보다 높은 임계 류를 가질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750℃ 이상에서 찰되는 바와 같이 결정성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어 조 한 입자가 불규

칙한 모양으로 배향되면 c-축 성장이 지배 임에도 불구하며 각 결정면의 불규칙한 수 (level) 

차이로 자의 이동이 오히려 방해받을 것으로 측된다.

결국 자의 흐름만을 고려할 때, 730~770℃의 증착온도 역에서 완 한 c-축만으로 성장된 

YBCO 박막의 도 특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측은 c-축 배향된 

YBCO 결정면들이 모두 동일한 수 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 제로 하며, 결정면간에 

미세한 수 차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c-축으로 성장한 결정면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된 정공의 

우회경로(bypass)를 제공하여 보다 원활한 자흐름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각 기 에 c-축 배향된 YBCO 박막을 심으로 최  증착조건 도출  

도 특성 평가를 으로 시행하면서, 710~730℃의 증착 역에서 a, c-축이 공존하는 박막

을 제조하여 이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찰하 다. 770℃ 이상의 높은 온도와 71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일부 균열(crack)이 찰되는데, 이는 성장방향에 따른 결정간의 응력(strain) 증   

냉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 충격 (thermal shock)이 원인인 것으로 각각 해석된다.

일반 인 Ic 측정이 77K의 끓는 을 가지는 액화질소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재료로의 응

용을 목 으로 하는 YBCO 도 박막은 측정시의 열 손실을 감안할 때 략 80K 이상의 Tc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원료 조성 A에서 각 온도별로 증착된 CYC-YBCO 박막의 경우 모든 

시료에 하여 Tc 값이 이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따라서 원만한 Ic 측정은 불가능하 다. 각각

의 시료에 하여 도 특성이 찰되기 시작되는 도 이온도(Tc,onset)는 79.1~81.4K의 

범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이 0이 되는 온도(Tc,zero)는 73.4~78.9K의 범 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유발되며, (1) CYC 기 의 집합도  배향성이 떨어져 

안정한 상 형성이 어려움, (2) 완충층의 결함으로 모재로부터 상호확산이 발생하여 도 특성

을 하시킴, 는 (3) 1 : 1.9 : 2.7의 원료비율이 불완 함 등을 표 인 로 들 수 있다. 열

거된 (1)항과 (2)항은 기  자체에 한 문제이며 (3)항의 경우 조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성만을 변화시켜 동일한 실험을 반복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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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조성 1 : 1.9 : 2.7에서 온도에 따른 CYC-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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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조성 1 : 1.9 : 2.7에서 증착온도에 따른 CYC-YBCO 박막의 표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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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Tc 값은 증착온도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c-축 성장이 지배 인 730℃ 

이상의 역에서는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c 값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a-

축 성장이 시작된 730℃ 이하의 온도에서는 증착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Tc 값도 함께 감소하

다. 다음의 그림 3-5에 조성 A에서 가장 높은 Tc 값을 나타낸 CYC-YBCO 시료의 표 인 

Tc 곡선을 시하 다.

(2) 1 : 2.1 : 2.7 (조성 B)

그림 3-6에 조성 B를 기 으로 제조된 원료 혼합물로부터 각기 다른 온도에서 증착된 

CYC-YBCO 박막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성 A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은 온도 역에

서는 a-축 성장이 찰되었으며, 730℃ 이상의 온도에서는 c-축 성장이 지배 으로 발생하 다.

각 특성 피크의 강도는 조성 A에 비하여 상 으로 높아 결정 성장이 보다 원만하 음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실험된 증착온도 가운데에서는 767℃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피크가 찰되었

다. 이는 Y를 제외한 Ba  Cu의 원료 조성이 양론비보다 모두 낮은 1 : 1.9 : 2.7의 조성 A보

다 Ba의 양이 한층 증가된 1 : 2.1 : 2.7의 조성 B가 YBCO 결정 형성에 한층 유리함을 의미한

다. 기에 언 된 각 원자의 확산속도 에서도 이러한 측은 가능하 으며, 기체 분자운동

론에 의거하여 각각의 확산속도를 비교하면 각 원자의 원자량과 반  순서인 Cu > Y > Ba가 

된다. 이 후에 실험된 조성 C~E에서는 이러한 측을 기 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조성 A보다 조성 B에서의 XRD 회  피크가 한층 명확하고 높은 강도를 가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된 모든 Tc는 여 히 80K 이하의 낮은 범 에 존재하 다. 각 

시료에 하여 도 특성이 찰되기 시작되는 도 이온도(Tc,onset)는 77.8~79.2K의 범

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항이 0이 되는 온도(Tc,zero)는 71.6~75.5K의 범 로 측정되었는데, 이

는 조성 1 : 1.9 : 2.7의 기 조성 A에서보다도 낮은 온도이다.

XRD 회  패턴에서 YBCO 결정성장이 한층 원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된 Tc 값

이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조성 A에서 B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Y  Cu의 양이 상 으로 

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반 으로 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Y2O3  CuO 등

의 2차상의 존재도 필요하게 되는데, 조성 B의 경우 Ba 함량 증가에 따라 Y과 Cu의 양은 비례

으로 감소하게 되어 이들의 존재비율이 기 조성 A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조성 A에서 

B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Y/Ba의 몰 비는 0.53에서 0.48로 략 10% 가량 감소하며, Cu/Ba 한 

1.42에서 1.29로 약 9% 가량 감소한다 [90].

결정성장의 방 가 c-축 방향으로 확인된 750℃ 이상의 역에서는 증착온도 증가에 따라 Tc

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조성 A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성 A에서와 마찬가

지로 측정된 모든 Tc 값이 액체질소의 끓는 에 미치지 못하므로 Ic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1 : 2.1 : 2.9 (조성 C)

조성 B에 비하여 1 : 2 : 3의 YBCO 이론 양론비에 보다 근 한 조성을 실험하기 하여 Cu

의 몰 비를 약간 증가시킨 1 : 2.1 : 2.9의 조성에서 YBCO 증착을 시도하 다. 그림 3-7에 조

성 C를 바탕으로 증착된 CYC-YBCO 박막의 XRD 회  패턴을 증착온도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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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증착온도 715℃, 조성 1 : 1.9 : 2.7에서 증착된 CYC-YBCO의 온도- 항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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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조성 1 : 2.1 : 2.7에서 온도에 따른 CYC-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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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조성 1 : 2.1 : 2.9에서 온도에 따른 CYC-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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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A, B에서와 마찬가지로 710℃ 이하의 낮은 온도 역에서는 a-축 성장이 지배 인 것으

로 찰되었으며, 710~730℃ 범 에서 a-축과 c-축 성장이 함께 발생되었던 기존의 조성과 달

리 약 740℃에 이르기까지 a-축 성장을 의미하는 (100)  (200) 특성 피크가 찰되었다.

모든 특성 피크의 회  강도는 조성 A, B에 비하여 상 으로 높아 1 : 2.1 : 2.9의 조성 C

가 YBCO 박막 증착에 보다 유리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성 B에서와 같이 증착온

도 767℃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회  피크가 찰되었다.

조성 C에서 증착된 CYC-YBCO의 Tc 값은 조성 A, B와 달리 80K 이상의 온도로 측정되었

다. 이는 1 : 2.1 : 2.9의 조성 C로부터 증착된 박막의 조성이 YBCO의 이론 양론비와 비교  

잘 부합됨을 시사하며, 조성 A, B에서는 불가능했던 액체질소 내에서의 Ic 측정도 가능할 것임

을 의미한다. 그러나 증착된 각각의 CYC-YBCO 박막에 하여 안정 인 Tc 측정  측정결과

에 한 일 된 경향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성 A와 B에서 정 한 Tc 측정이 가능

했던 것으로 보아 이는 기  는 조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  분석과정 상의 오류로 단된

다.

측된 바와 같이 77K에서의 Ic 측정은 가능하 으므로, 다음의 표 3-3에 조성 C에서 각 온

도별로 증착된 CYC-YBCO 박막의 Ic 값과 단  비(width)를 기 으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7에서 YBCO의 주요 c-축 회  피크에 해당되는 (003)  (006) 피크의 상 인 세

기만을 고려하면 750℃에서 증착된 박막보다 767℃에서 증착된 박막의 정렬상태가 한층 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3-3의 결과로는 보다 낮은 회 강도를 나타낸 750℃에서 가장 높은 

Ic 값이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증착온도가 높아질수록 모재로부터의 상호확산에 의한 

NiO 생성  2차상의 생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언 한 바 있다.

매우 낮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a-축과 c-축이 함께 존재하는 증착온도 710~730℃ 역의 박

막에서 Ic 값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YBCO 결정이 c-축으로 배향

되면 자는 YBCO 결정 내 CuO면에 분포되어 있는 정공들을 하 운반자(charge carrier)로 

삼아 결정축과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론 으로는 c-축 방향으로 배향된 결정들만이 

조 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임계 류 값을 가진다. 그러나 a-축 방향으로 성장

된 YBCO 결정들이 정 수 으로 혼합되어 있다면 c-축 배향된 결정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도 

부분 인 자 이동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체 인 자 이동에 결정면간 우회경로를 제

공하여 Ic 값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YYC  IBAD 

기 에 한 실험에 해서도 (1) c-축 성장만이 발생되는 750℃ 부근의 증착온도와 (2) c-축 

성장을 심으로 부분 인 a-축 성장이 공존하는 710~730℃ 온도범 에 주목하 다 [91,92].

(4) CYC 기 에서의 YBCO 증착특성

시도된 모든 조성 A~C에서 CYC 기  상에 성공 으로 YBCO를 증착하는 것이 가능하 다. 

XRD 분석결과 모든 경우에 하여 안정 인 YBCO 회  피크가 찰되었으나 조성 A와 B에

서는 80K 이하의 낮은 Tc 값을 가지며 이에 따라 Ic 측정도 불가능하 다. 조성 C에서는 80K 

이상의 Tc 값을 얻는 것이 가능하 으나, 710℃ 이하의 낮은 온도범 와 770℃ 이상의 높은 온

도에서는 마찬가지로 Ic 측정이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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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도에서 류의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결정성장이 자의 이동방향과 수직인 a-

축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높은 온도에서는 모재로부터 상호 확산된 Ni의 고온 산화물

(NiO)과 불규칙한 2차상의 존재 향으로 해석된다. 낮은 온도에서의 a-축 결정상 형성과 높

은 온도에서의 2차상 생성은 YBCO 박막 증착공정에서 일반 으로 찰되는 상이므로 CYC 

기 에서의 YBCO 박막특성 향상을 해서는 Ni 모재로부터의 상호 확산을 효율 으로 차단

하는 것이 일차 인 문제로 생각된다.

그림 3-2에 도시된 각 기 의 XRD 회 패턴을 살펴볼 때 CYC 기 에서의 YSZ 완충층은 

매우 얇은 반면 CeO2 층이 상 으로 두꺼운 것을 알 수 있다. YBCO가 증착되는 기  표면

의 완충층은 부분 YBCO와의 격자 불일치(lattice mismatch)를 보완하기 하여 수십 혹은 

수백 nm 두께로 입 지므로 XRD 분석결과 나타나는 CeO2 특성피크는 2차 완충층인 YSZ층

을 거쳐 1차 완충층으로부터 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림 3-2에 함께 도시된 YYC  

IBAD 기 의 XRD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쉽게 유추된다.

따라서 CYC 기 이 MOCVD 공정에서 우수한 증착특성을 나타내기 해서는 기 의 집합

도(texture)를 향상시키는 기본 인 노력 이외에 모재로부터의 상호 확산을 효율 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안정 이고 견고한 완충층의 제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YYC template

증착된 CYC-YBCO 박막의 특성 분석결과를 기 로 조성 C~F에 한 증착실험이 수행되었

으며, 기  변화에 따른 특성을 개략 으로 살펴보기 하여 1 : 1.9 : 2.7의 조성 A  1 : 2.1 

: 2.7의 조성 B에 해서도 간단한 비실험이 시행되었다.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CYC-YBCO 박막의 경우 조성 A와 B에서 도 이온도가 80K 이하로 측정되어 77K에서

의 임계 류 측정이 불가능하 으나 YYC-YBCO 박막의 경우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

 4.3A (13.0 A/cm-width)의 임계 류를 얻는 것이 가능하 다. 이는 YYC 기 이 CYC 기

에 비하여 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간 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조성 B에

서는 앞서 설명한 CYC 기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a 증가에 따른 Y  Cu의 상  감소로 

조성 A에 비하여 낮은 임계 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동일한 증착온도가 설정된 

경우 기  변화에 의한 실험상의 실제 증착온도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1) 1 : 2.1 : 2.9 (조성 C)

YYC 기 에서 기 시도된 원료 조성은 CYC 기 을 통하여 80K 이상의 Tc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1 : 2.1 : 2.9의 조성 C이다.

그림 3-8에 조성 C에서 증착된 YYC-YBCO 박막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증착된 

YYC-YBCO 박막의 XRD 회 패턴을 증착온도별로 비교한 결과 CYC 기 과 매우 유사한 경

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즉, 70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a-축 성장만이 찰되었으며, 

710~730℃ 역에서는 a-축과 c-축이 상호 경쟁 으로, 그리고 730℃ 이상의 역에서는 c-축 

성장만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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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조성 1 : 2.1 : 2.9에서 증착된 CYC-YBCO의 임계 류

Temperature 698℃ 715℃ 733℃ 750℃ 767℃ 784℃

Ic (A/5mm) 0.0 2.1 1.9 3.4 1.6 0.0

Ic (A/cm-width) 0.0 4.2 3.8 6.8 3.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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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조성 1 : 2.1 : 2.9에서 온도에 따른 YYC-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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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피크의 회 강도를 비교하 을 때 YYC의 모든 특성피크가 CYC의 동일 특성피크

보다 한층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동일한 조성에서의 YBCO 결정성장 양상이 YYC에서 

보다 우수함을 의미한다.

CYC-YBCO 박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Ni-W 합  모재로부터 상호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NiO 피크가 찰되었다. 그러나 CYC-YBCO의 경우 체 증착온도 역에 걸쳐 NiO의 특성

피크가 고루 찰된 반면 YYC-YBCO의 경우 750℃ 부근에서 약한 피크가 찰되기 시작하

으며 증착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회 강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YYC 기 의 완충층이 CYC 기 에 비하여 한층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그 기원은 CeO2보다 조 한 구조를 가지는 Y2O3 1차 완충층의 존재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9에 각기 다른 온도에서 증착된 YYC-YBCO 박막의 SEM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5℃의 낮은 온도에서 증착된 (a) 박막의 경우 Ni-W 모재의 입계(grain boundary)가 그

로 찰되었는데, 이는 낮은 온도에서 결정의 성장속도가 낮아 매우 얇은 박막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 집합조직의 입계를 따라 부분 으로 분산된 a-축 결정입자들의 군집(群集)이 

찰되었는데, 이는 입계를 경계로 미세한 온도 차이가 발생되어 핵 생성(nucleation) 양상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출된 일부 결정립의 군집을 제외하면 박막 체의 c-

축 결정 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찰되었으며, 이는 낮은 온도에서 결정의 성장이 비교  안

정 인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균일하고 두꺼운 박막을 제조하기 해서

는 이와 같이 낮은 온도 역에서 증착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한층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박

막의 두께가 일정 수  이상으로 증가하면 모재의 입계에 따른 증착특성의 차이는 찰되지 

않을 것이다.

733℃의 온도에서 증착된 (b) 박막의 경우 715℃에서 증착된 박막에 비하여 보다 큰 결정입

자들이 찰되며 많은 기공들이 찰되어 박막의 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자

의 이동은 분산 돌출된 결정립 보다는 치 한 박막 내의 c-축 결정면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므

로, 715℃의 낮은 온도에서 증착된 박막에서보다 낮은 임계 류를 가질 것으로 측된다.

750℃에서 증착된 YYC-YBCO 박막의 경우 미세 기공은 크게 감소하 으나 온도 증가에 따

라 결정 성장속도가 증가하면서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하 음이 찰된다. 그림 3-9의 (c)와 

(a)를 비교하여 보면 두 경우 모두 매우 치 한 박막구조를 유사한 형태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정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높은 온도에서 증착된 (c)의 경우 보다 큰 입자들

이 배열된 형태일 것이며, (a)의 경우 매우 작은 결정입자들이 치 하게 배열된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자의 이동경로를 고려하면 동일한 c-축 성장의 양상을 보이더라도 결정면들이 한층 

가깝게 배열된 (a)의 경우에서 보다 높은 임계 류가 측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767℃에서 증착된 YYC-YBCO의 박막형태는 그림 3-9의 (d)와 같다.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성장속도가 빨라져 박막 표면에 매우 큰 결정립들의 집합된 입자들이 찰되나, 

박막의 내부 구조는 낮은 온도 역에서 찰된 바와 같이 치 한 c-축 결정들이 안정 으로 

배열된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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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조성 1 : 2.1 : 2.9에서 증착온도에 따른 YYC-YBCO 박막의 표면 사진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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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C로 증착된 모든 박막에 하여 Tc는 략 85K의 높은 온도를 나타내었으나 700℃ 이하

의 낮은 온도와 78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임계 류가  측정되지 않았다. 이는 

CYC-YBC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온도에서는 자의 이동방향과 수직인 a-축 성장이 지배

인 박막구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높은 온도에서는 불규칙한 2차상들과 조 한 입자들의 

집으로 자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CYC 기 과 다르게 EDS mapping 분석결

과 Ni의 존재는 그리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는 YYC 기 의 완충층이 모재로부터의 상호확산을 

효율 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온 역에서 주목되던 NiO의 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XRD 분석결과에 따른 NiO 존재여부는 이 후의 다른 조성에서도 크게 고려

하지 않았다.

표 3-4에 EDS 분석결과에 따른 각 박막의 성분 원자비율을 Ba/Y  Cu/Ba의 비로 나타내었

다. YBCO 도 메커니즘(mechanism)에 크게 향을 미치는 CuO의 존재여부를 근거할 때 

Cu/Ba의 조성 비가 1.5 이상인 박막에서 우수한 도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90~92]. 원료의 혼합비가 1 : 2.1 : 2.9이므로 Cu/Ba의 비는 1.38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표 3-4

에 나타낸 모든 YYC-YBCO 박막은 1.5 이상의 Cu/Ba 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부

터 우수한 도 특성을 기 할 수 있다.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u/Ba의 비도 함께 증가하

는데, 이는 2차상으로 존재하는 CuO 등의 생성비율이 온도 증가에 따라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

측된다. 증착온도가 증가하면서 Ba/Y의 비는 오히려 감소하 으며, 이는 Y2O3의 생성에 의한 것

으로 단된다. 다만, 기 원료비인 2.1에 비하여 모든 경우에 1.61 이하의 낮은 비를 보이는 것

은 EDS 자선(electron beam)의 침투 깊이가 수 ㎛에 이르므로 YYC 기 의 1차 완충층인 

Y2O3의 Y 원자까지 탐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EDS 분석결과로는 구성 원소비의 증가/

감소 경향성 등의 기본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에 기 하여 기 원료조성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3-10과 표 3-5에 1 : 2.1 : 2.9의 조성에서 증착된 YYC-YBCO 박막의 임계 류 측정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림 3-9의 (a)로부터 측된 바와 같이 증착온도 715℃에서의 YYC-YBCO 박막

에서 가장 높은 임계 류가 측정되었다. 이는 CYC-YBCO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a-축 결정의 

CuO 결정면에 의하여 자의 우회경로가 제공된다는 가설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단순히 c-축 성

장된 결정들이 매우 조 하게 근 된 형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정입자의 

크기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역시 조 한 구조를 보 던 증착온도 750℃의 박막에서도 높은 임계

류가 측정되었다. 그림 3-9의 (b)로부터 많은 기공이 발견된 증착온도 733℃에서의 박막에서는 

상 으로 낮은 임계 류가 측정되었다. 증착온도 700℃ 이하와 784℃ 이상의 온도 역에서 증

착된 YYC-YBCO 박막에서는 류가  흐르지 않았다.

(2) 1 : 2.2 : 2.9 (조성 D) / 1 : 2.3 : 2.9 (조성 E)

YYC 기 에서 기 시도된 1 : 2.1 : 2.9의 조성 C에 하여 Ba의 양만을 일정 비율로 증가시

킨 1 : 2.2 : 2.9의 조성 D와 1 : 2.3 : 2.9의 조성 E에서의 비교실험이 시행되었다. 이는 Y과 Cu

에 비하여 증발  확산속도가 가장 느린 Ba이 YBCO 박막 증착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악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그림 3-11과 3-12에 각각의 조성에서 증착된 YYC-YBCO의 XRD 회 패턴 분석결과를 도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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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조성 D와 E 모두에서 안정 인 c-축 성장이 발생되었다. 

체 인 회 패턴은 조성 C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조성 C의 710~730℃ 역에서 찰되

던 a-축 성장 YBCO의 특성피크가 조성 D와 E에서는  찰되지 않았음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론 양론비에 비하여 과량으로 유입된 Ba 원자가 확률 으로 Y과 Cu 원자와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충돌이론(collision theory)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a-축보다 상 으로 높은 

열역학  에 지가 요구되는 c-축 배향의 YBCO 결정도 한층 원활하게 생성됨을 의미한다.

그림 3-11과 3-12를 조성 C에서의 그림 3-8과 비교하 을 때 각 특성 피크의 회 강도가 

체 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론 양론비인 1 : 2 : 3으로부터 Ba 원료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YBCO 생성을 하여 결정격자 내에 안정 으로 치

한 원자 이외에도 활성화된 다량의 Ba 원자가 존재하게 되므로 다른 원자들과 불규칙하게 충

돌하면서 다양한 부반응(side reaction)을 일으켜 YBCO 결정핵 생성을 방해하게 된다.

XRD 분석결과와 SEM 분석결과를 조합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임

계 류의 상 인 크기를 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13에 조성 D와 E에서 증착된 

YYC-YBCO 박막의 SEM 분석결과를 증착온도별로 나타내었다.

그림 3-11을 살펴보면 증착온도 750℃에서 가장 높은 회 피크가 찰되는데, 그림 3-13으로

부터 c-축 성장된 입자들이 이 경우의 박막 내에 치 하게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3-12에서는 767℃에서 증착된 박막의 회 강도가 가장 높으며 마찬가지로 그림 3-13으로

부터 이 경우가 다른 온도 역에 비하여 높은 도의 박막을 형성하 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 경우에 상 으로 높은 임계 류를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로 증착온도 

증가에 따라 결정 성장이 빨라져 평균 입자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결정면 사이의 거리가 멀어

지게 되고 이로부터 자의 이동이 어려워지므로 767℃에서 제조된 박막은 오히려 낮은 임계

류를 나타낼 것이다. 한 낮은 온도 역에서 증착된 박막의 경우 비교  작은 크기의 결정

입자들이 박막 내에 조 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보다 높은 임계 류를 가질 것으로 상된다.

다만, 그림 3-13으로부터 조성 D의 경우 715℃에서 증착된 박막의 형태(morphology)가 균일

하지 않아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상되며, 그림 3-13의 조성 E의 경우는 조성 C에

서와 같이 부분 으로 a-축 결정이 군락을 이루고 있음에도 박막의 도가 높아 임계 류도 

큰 값을 보일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결론 으로, (a) XRD 회 패턴을 통하여 c-축 성장이 

확인되는 730~770℃ 역에서는 회 강도가 강한 박막의 임계 류가 높을 것이며, (b) a-축과 

c-축 성장이 함께 찰되는 710~730℃ 역에서는 a-축 함량과 무 하게 c-축 도가 높은 박

막이 가장 높은 임계 류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임계 류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1) 낮

은 온도에서 증착시간을 증가시키거나, (2) c-축 성장이 발생하는 역에서 원료의 단  시간

당 공 량을 여 박막의 도를 높이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재 성  경제성 

면에서 보다 유리한 것은 결정성장 속도가 상 으로 느려 제어가 용이한 (1)항의 방법일 것

으로 보인다.

각 조성에서 증착된 YYC-YBCO의 Tc 값은 80~84K의 범 에 있었으며 증착온도가 낮을수

록 도 이온도는 오히려 높은 값을 나타냈다. 표 3-6과 3-7에 조성 D와 E에서의 임계

류 측정결과를 정리하 다. 각 조성  온도에서의 임계 류는 앞서 기술된 그림 3-11~13으로

부터의 측결과와 잘 부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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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조성 1 : 2.1 : 2.9에서 증착된 YYC-YBCO의 EDS 분석결과

Temperature 715℃ 733℃ 750℃ 767℃

Ba/Y 1.61 1.56 1.43 1.29

Cu/Ba 1.65 1.89 2.21 2.37

표 3-5. 조성 1 : 2.1 : 2.9에서 증착된 YYC-YBCO의 임계 류

Temperature 698℃ 715℃ 733℃ 750℃ 767℃ 784℃

Ic (A/3.3mm) 0.0 18.3 8.9 11.5 7.9 0.0

Ic (A/cm-width) 0.0 55.5 27.0 34.8 23.9 0.0

표 3-6. 조성 1 : 2.2 : 2.9에서 증착된 YYC-YBCO의 임계 류

Temperature 698℃ 715℃ 733℃ 750℃ 767℃ 784℃

Ic (A/3.3mm) 0.0 2.9 3.3 2.6 0.2 0.0

Ic (A/cm-width) 0.0 8.8 10.0 7.9 0.6 0.0

표 3-7. 조성 1 : 2.3 : 2.9에서 증착된 YYC-YBCO의 임계 류

Temperature 698℃ 715℃ 733℃ 750℃ 767℃ 784℃

Ic (A/3.3mm) 1.9 4.8 2.4 0.7 1.6 0.0

Ic (A/cm-width) 5.8 14.5 7.3 2.1 4.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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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조성 1 : 2.1 : 2.9에서 온도에 따른 YYC-YBCO 박막의 임계 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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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조성 1 : 2.2 : 2.9에서 온도에 따른 YYC-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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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조성 1 : 2.3 : 2.9에서 온도에 따른 YYC-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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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조성 1 : 2.2 : 2.9와 1 : 2.3 : 2.9에서의 YYC-YBCO 표면특성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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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2 : 2.9의 조성 D와 1 : 2.3 : 2.9의 조성 E로부터 제조된 액상 원료를 사용하여 Ba의 

함량 증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으며, 이로부터 Ba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a-축 성

장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넓은 온도범 에서 c-축 성장만을 유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러나 Y과 Cu의 상 인 양이 감소되면서 Y2O3  CuO 등 도 특성에 기여하는 2차상의 

존재비가 낮아져 체 인 도 특성은 크게 하되었다.

다음의 표 3-8에 두 조성에서 제조된 YYC-YBCO 박막의 EDS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

었는데, 조성 1 : 2.1 : 2.9에서의 EDS 분석결과가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조성 D와 E에

서는 일 된 흐름을 찾을 수 없었다. 즉, Ba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YBCO 증착공정 내의 

개별 반응(individual reaction)들이 Ba원자로부터 불규칙한 향을 받게 되며 이로부터 재 성 

있는 실험결과는 기 할 수 없을 것으로 단된다.

결국 본 연구의 MOCVD 공정에서 최 의 YBCO 박막증착을 한 정 원료비는 1 : 2.1 : 

2.9의 조성 C인 것으로 단되며, 이로부터 Ba의 함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함량의 증가 혹은 

감소와 무 하게 YBCO 박막의 도 특성을 모두 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IBAD 기

을 사용한 이 후의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3) 1 : 2.3 : 3.1 (조성 F)

조성 D  E를 통하여 Ba의 함량만을 변화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두 경우 모두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따라서 기 언 된 기체 분자운동론에 의거하여 (1) 각 원

자의 확산속도가 Cu > Y > Ba임을 상기하고, A~E의 모든 조성이 1 : 2 : 3의 이론 양론비보

다 (2) Cu의 양이 었던 것임을 감안하여 Y에 한 Cu의 상 인 비를 높인 새로운 원료 

조성이 시도되었다. 다만 이제까지 가장 우수한 결과가 도출된 조성 C에서의 Cu/Ba 원료 혼합

비가 1.38이었던 것을 참고하여 Cu/Ba의 비를 이와 유사한 1.35로 고정하 으며,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새롭게 조합된 원료비는 1 : 2.3 : 3.1의 조성 F이다.

다음의 그림 3-14에 조성 F의 원료를 사용하여 증착된 YYC-YBCO 박막의 증착온도별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체 인 회 강도는 조성 D와 E보다 높았으나, 조성 C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성 D와 E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B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a-축 성장이 감소하여 715℃  733℃의 낮은 증착온도에서도 a-축 회 피크가 히 

감소하 음이 확인된다. 회 강도는 710~770℃의 역에서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

가하 고, 780℃ 이상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 으나 다른 조성과는 달리 784℃에서도 비교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다른 조성에서와 같이 증착된 박막의 표면분석을 통하여 박막형태의 도를 확인하는 과정

이 필요할 것이나 조성 F에 한 SEM 분석은 시간 계상 시도되지 못하 다. 그러나 측정된 

모든 Tc 값이 82~87K의 비교  높은 수 을 나타내며 3.3 mm 폭의 박막에서 최  11.2A의 

류가 통 되는 것으로 보아 조성 F에 한 정 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

른 조성의 경우 Ic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784℃의 높은 증착조건에서도 원만한 Ic 측

정이 가능하 으므로, 이 후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될 경우 안정 인 증착조건을 보다 넓은 온

도 역으로 확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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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조성 1 : 2.3 : 3.1에서 온도에 따른 YYC-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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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에 조성 F에서 증착된 YYC-YBCO 박막의 Tc  Ic 분석결과를 기록하 다. 다음의 

그림 3-15는 조성 F에서 가장 우수한 도 특성을 나타낸 증착온도 930℃에서의 

YYC-YBCO 박막 분석결과이다.

(4) YYC 기 에서의 YBCO 증착특성

CYC 기 에서의 YBCO 박막 증착결과를 바탕으로 조성 A~F에 한 YYC 기 상의 YBCO 

증착실험이 수행되었다. 시도된 모든 조성 A~C에 하여 주목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던 

CYC-YBCO 박막과는 YYC 기 의 경우 모든 조성에 하여 원만한 YBCO 증착이 가능하

다. XRD 회 패턴 분석 결과 모든 조성에서 CYC보다 높은 강도의 회 피크가 찰되었으며, 

2차상  고온에서의 NiO 생성은 상 으로 었다. 낮은 Tc를 나타내어 77K에서의 Ic 측정

이 불가능했던 CYC-YBCO 박막과 달리 YYC-YBCO 박막은 최소 80K 이상의 도 이온

도를 가지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박막에 하여 Tc  Ic 측정이 가능하 다.

증착된 박막은 균질하고 택이 강한 진회색 표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표면 색상은 증착온도

가 감소하면서  짙어지다가 a-축 배향된 YBCO가 c-축 결정성장보다 우세한 700℃ 이하

의 낮은 온도 역에서는 택이 매우 우수한 검은색을 나타냈다.

YYC-YBCO의 경우 동일한 조성에서도 증착온도에 따라 임계 류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

나 부분의 조성에 하여 780℃ 이상의 증착온도에서는 임계 류를 측정할 수 없었다. 각 조

성에 하여 가장 높은 임계 류를 나타낸 역은 부분 c-축 정렬된 YBCO 결정상에 부분

으로 a-축 결정이 섞여있는 710~730℃의 증착온도 범 으며, XRD 분석결과로는 (100)  

(200)에 해당되는 a-축 회 피크가 매우 약하게 찰되는 이었다.

그러나 임계 류를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a-축 결정상의 기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

정성장 속도가 상 으로 느린 낮은 증착온도에서 c-축 정렬된 YBCO가 작은 크기의 결정립

으로 조 하게 배열되면서 하 운반체의 CuO 결정면간 이동이 쉬웠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

와 반 로 높은 증착온도에서는 YBCO 결정성장의 속도가 한층 빨라 원활한 c-축 성장을 일

으킬 수는 있으나, 결정립의 크기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YBCO 결정간의 면간 거리가 멀어지

고 결정격자의 불규칙한 어 남이 발생되어 임계 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c-축 결정만이 존재하는 온도 역에서는 750℃ 정도의 증착온도에서 부분 가장 높은 임

계 류를 나타내었다. XRD 회 패턴 상의 NiO 존재여부가 임계 류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YYC 기 의 Y2O3 1차 완충층이 모재로부터 상호 확산을 효율 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기 원료조성에 따라 YYC-YBCO 박막의 도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론 양론비 1 : 2 : 3와 Cu > Y > Ba의 확산속도를 근거로 Ba의 양은 양론비보다 증가

시키고 Cu의 양은 감소시켜 실험하 는데, 가장 우수한 기  특성은 1 : 2.1 : 2.9의 조성 C

에서 확인되었다. EDS 분석결과 조성 C에서 증착된 박막의 Cu/Ba의 비는 도 특성이 우

수하다고 알려진 1.5보다 모두 높았으며 [90~92],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비도 함께 증가하

다. 조성 C에서는 증착된 모든 경우의 YYC-YBCO 박막에 하여 최소 85K 이상의 높은 Tc

와 최  15.3A (55.5 A/cm-width)의 높은 Ic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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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조성 1 : 2.2 : 2.9  1 : 2.2 : 2.9에서 증착된 YYC-YBCO의 EDS 분석결과

Temperature 715℃ 733℃ 750℃ 767℃

Ba/Y

D 1.24 1.63 1.75 1.20

E 2.22 1.81 1.74 2.46

Cu/Ba

D 1.72 1.53 1.64 1.56

E 1.75 1.78 1.68 2.12

표 3-9. 조성 1 : 2.3 : 2.9에서 증착된 YYC-YBCO의 도 이온도  임계 류

Temperature 698℃ 715℃ 733℃ 750℃ 767℃ 784℃

Tc,zero (K) - - 86.2 84.4 82.6 -

Tc,onset (K) - - 87.9 86.3 84.7 -

Ic (A/3.3mm) - - 11.2 6.7 8.2 4.9

Ic (A/cm-width) - - 33.9 20.3 24.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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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조성 1 : 2.3 : 3.1, 증착온도 733℃에서 YYC-YBCO 박막의 온도- 항과 류-

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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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2 : 2.9의 조성 D  1 : 2.3 : 2.9의 조성 E를 통하여 Ba 증가에 따른 향을 살펴보고

자 하 으나, 두 경우 모두 도 특성이 조성 C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 다. 다만 Ba 함량 증

가에 따라 c-축 성장이 발생하는 온도 역이 710℃ 근처에까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성 C에 하여 Cu/Ba의 비를 유사하게 변화시키고 Ba과 Cu의 양을 동시에 증가시킨 1 : 

2.3 : 3.1의 조성 F에 하여 증착실험이 수행되었는데, Ba의 양만을 증가시킨 조성 D와 E에 

비하여 매우 주목할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700~800℃의 모든 증착온도에서 a-축 성장이 

 없는 c-축 배향의 XRD 회 피크가 높은 강도로 찰되었고, 다른 조성에서는 Ic 측정이 

 불가능했던 784℃의 높은 증착조건에서도 4.9A (14.8 A/cm-width)의 임계 류 측정이 가

능하 다.

다. IBAD template

그림 3-2에 나타낸 것과 같이 RABiTS 기 보다 한층 두꺼운 YSZ 층을 가지고 있는 IBAD 

기 을 사용하여 YBCO 증착실험을 수행하 다. IBAD 기 의 경우 모재로 스테인리스스틸

(stainless steel)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 에 비하여 강도는 히 높으나 열 달 속도는 

다소 느려 동일한 온도로 설정할 경우 CYC  YYC 기 에 비하여 3℃가량 낮은 온도조건으

로 증착실험이 진행된다.

YYC와 마찬가지로 조성 C~F에 한 실험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CYC-YBCO 박막과의 증착

특성 비교를 하여 1 : 1.9 : 2.7의 조성 A와 1 : 2.1 : 2.7의 B에 해서도 개략 인 비실험

이 수행되었다. 조성 A의 경우 IBAD에서도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조성에서 증착

된 모든 IBAD-YBCO 박막에 하여 Tc는 80K 이하의 낮은 온도를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Ic 

측정도 불가능하 다. 그러나 조성 B에서는 81K 이하의 낮은 Tc가 측정되었음에도 최  4.6A

의 류가 흐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성 B보다 조성 A에서 더 높은 임계 류를 나타

내었던 YYC-YBCO 박막과 상반되지만, 조성 A에서의 실험이 단순히 박막 생성여부를 시험하

고자 했던 개략 인 과정임을 감안하면 두 결과에 한 객  비교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0에 조성 B에서 증착된 IBAD-YBCO의 Tc  Ic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략 710~75

0℃ 역에서 최  임계 류를 나타내던 조성 C~F의 일반 인 경향과 달리 증착온도 770℃를 

후로 가장 높은 Ic 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성 B의 원료 조합비가 최 의 원자 조

성비와 차이가 있어 열역학 으로 안정된 YBCO 결정상 형성을 해 더 많은 에 지가 요구됨

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최 조성과의 조성 편차가 작아질수록 증착반응을 해 이동해야 하는 

각 원자들의 최단 경로가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보다 낮은 증착온도에서 안정된 상 형성이 가

능하게 되어 최  Ic가 측정되는 증착온도 범 도 낮은 온도 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림 3-16에 조성 1 : 2.1 : 2.7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착온도 730℃ 이하의 낮은 온도 역에서는 (100)  (200)의 

a-축 회 피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730~790℃ 역에서는 c-축 성장만이 찰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815℃의 높은 온도에 이르기까지 2차상의 생성이 거의 없이 c-축 배향된 YBCO의 

특성피크만이 찰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RABiTS 기 들에 비하여 회 강도가 히 높았

다는 이 특기할 만한데, 이는 IBAD 기 의 특성이 CYC  YYC의 특성에 비하여 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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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수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장선화의 기본 소재로서 IBAD 기 의 용 가능성을 한

층 높게 제시하여 다.

33
o
 부근에 2 theta 역에서 YBCO 결정 구조와 계없는 작은 회 피크가 찰되는데 이는 

기  자체의 제조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증착된 박막의 두

께는 선형 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기 에 련된 특성피크의 회 강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차 감소하게 된다.

CYC-YBCO 박막  YYC-IBAD 박막에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증착온도가 증가하면 결정 성

장속도가 향상되면서 조 한 결정립들이 다량으로 생성되어 하 운반체의 흐름을 하시킨다.

IBAD 기 을 통하여 높은 증착온도에서 임계 류가 감소되는  하나의 원인을 찾게 되었는

데, 이는 완충층의 고온 안정성 여부이다. 증착실험에 앞서 순수 IBAD 기 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기 의 온도가 760℃ 이상으로 상승하면 IBAD 표면의 택이 히 감소됨을 알 수 있

었다. CYC  YYC 기 에 해서도 동일 조건의 시험을 반복한 결과 택이 하게 감소함

은 물론 기  표면이 검붉은 빛깔로 탁하게 변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은 고온 열 

충격에 의한 완충층의 손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단되며, 고온에서 증착된 박막의 기  특

성 하에도 많은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 1 : 2.1 : 2.9 (조성 C)

YYC-YBCO 박막을 통하여 가장 우수한 도 특성을 얻었던 1 : 2.1 : 2.9의 조성 C가 기 

조성으로 용되었다. 그림 3-17은 이 조성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의 XRD 회 분석 결

과이다. 그림 3-16의 조성 B의 경우 729℃의 비교  높은 온도에서도 a-축 결정의 강한 회 피

크가 찰되었으나, 조성 C에서는 그림 3-8의 YYC-YBCO 박막과 유사한 형태를 취했다. 즉, 

70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a-축 성장된 YBCO 회 피크가 강하게 나타났고, 710~730℃ 역

에서는 a-축과 c-축의 회 피크가 혼합된 형태 다. 730℃ 이상의 온도에서는 CYC 기 이나 

YYC 기 에 비하여 히 높은 c-축 결정의 회 피크가 확인되었고 780℃ 이상으로부터 이들

의 강도가 감소하 다. XRD 분석결과로부터 IBAD-YBCO 박막의 각 표면형태 한 조성 C에서 

YYC-YBCO 박막과 유사할 것으로 측할 수 있는데, 그림 3-18과 그림 3-19에 조성 C에서 증

착된 IBAD-YBCO 박막의 SEM 표면 분석결과를 각기 다른 배율  온도별로 나타내었다.

그림 3-18은 기존의 박막들과 동일하게 2500배의 배율로 촬 된 IBAD-YBCO 박막의 표면 

SEM 분석결과이다. 모든 증착온도 범 에 걸쳐서 결정성장의 속도  양상이 CYC  YYC 기

에서보다 보다는 확연함을 알 수 있으며, 결정립의 구분도 한층 분명함을 알 수 있다. 

YYC-YBCO 박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XRD 회 피크의 회 강도와 표면분석 결과를 조합하여 

임계 류 측에 활용할 수 있다.

730℃ 이하의 역에서와 같이 YBCO 결정의 a-축 회 피크가 찰되는 박막들은 박막 내부

의 c-축 결정들이 보다 치 하게 배열된 경우에 상 으로 높은 Ic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그림 3-18과 그림 3-19을 살펴보면 a-축 성장이 지배 인 (a)의 경우를 제외하고 (b)의 경우에

서 높은 임계 류가 기 된다. (c)의 경우도 박막의 도는 매우 높아 보이지만 부분 으로 분

산 존재하는 기공들을 고려할 때 임계 류는 (b)의 경우보다 낮을 것이다. 한편, 증착속도가 상

으로 빠르고 c-축 성장이 지배 인 730℃ 이상의 역에서는 결정립의 크기가 과도하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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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입자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고온 역을 우선 제외한 후 각 박막의 XRD 회 강도를 

비교한다. 다만, 높은 증착온도 역에서는 빠른 반응성 때문에 결정립의 평균 크기가 온 역

에서보다 증가될 것이므로 a-축 성장 역의 임계 류보다는 낮은 수치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에서 그림 3-18  그림 3-19의 (d)와 (e)의 경우에 비교  높은 임계 류를 가질 것

으로 상되며, 그림 3-17의 XRD 분석결과를 조합할 때 (003)  (006)의 회 강도가 가장 높은 

증착온도 746℃의 (d)가 보다 높은 임계 류를 나타낼 것으로 기 된다. 참고로, XRD 분석결과 

 SEM 분석결과를 토 로 YBCO 도 박막의 기  특성에 한 측을 반복하여 시도하

는 것은 YBCO 박막증착의 인 기 을 찾기 한 것이 아니라 이 후의 연구자들에게 우수

한 도 특성의 박막을 실험 으로 선별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표 

3-11에 1 : 2.1 : 2.9의 조성 C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의 기  특성평가 결과를 나타내

었다. 측정된 각각의 특성은 그림 3-16~18로부터의 임계 류 측결과와 잘 부합되었다. 특별히 

표 3-11 내에 부등호로 표시된 Tc 자료는 도 이온도 측정 장비에 일시 인 오류가 발생함

에 따라 확인된 값들 가운데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서, 정확한 도 이온도의 실제

는 이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상된다.

조성 C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의 EDS 분석결과를 다음의 표 3-12에 나타내었다. 표 

3-4의 YYC-YBCO 박막의 경우와 같이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Ba/Y의 비는 감소하고 

Cu/Ba의 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 C의 모든 박막에 하여 Cu/Ba의 비는 우수한 

도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1.5 이상이었다 [90,92].

그림 3-20과 3-21에 조성 C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의 표 인 도 이온도 측정

결과와 증착온도에 따른 임계 류 변화를 각각 나타내었다. 동일한 조성 C에서 증착된 그림 

3-10의 YYC-YBCO 박막과 그림 3-21의 IBAD-YBCO 박막의 임계 류 압- 류 곡선을 비교

하여 볼 때, IBAD 기  상에 증착된 YBCO 박막의 류 한계가 보다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재로 사용된 IBAD의 스테인리스스틸 선재가 YYC의 Ni-W 선재보다 낮은 자성을 가지

고 있어 간섭 상이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1 : 2.2 : 2.9 (조성 D) / 1 : 2.3 : 2.9 (조성 E)

YYC 기 에서와 같이 조성 C에서 Ba의 기 함량만을 증가시킨 조성 D와 E가 실험되었다. 

그러나 이미 기술된 YYC-YBCO 박막에서와 같이 Ba의 함량만을 증가시키는 경우 Y과 Cu원자

의 상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도 특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Y2O3  

CuO 등의 2차상 형성이 제한되므로 체 인 도 특성은 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과 표 3-14에 조성 D와 조성 E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의 임계 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조성에 하여 YBCO 특성 피크의 XRD 회 강도는 746℃의 증착온도에서 가장 

높았으나 측정된 임계 류와는 별다른 상 계를 찾지 못하 으며, YYC-YBCO 박막의 경우와 

같이 Ba 함량 증가에 따라 a-축 성장이 억제되고 c-축 성장이 넓은 증착온도 역에서 발생되

는 효과 한 찰되지 않았다. 그림 3-22는 조성 D와 E에 한 SEM 분석결과이다.

두 조성으로부터 제조된 YBCO 박막의 도 이온도는 모두 78~81K 범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기  특성분석 결과로부터 일 인 경향성을 찾지못하여 EDS를 통한 

각 박막의 성분원소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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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조성 1 : 2.1 : 2.7에서 온도에 따른 IBAD-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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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조성 1 : 2.1 : 2.7에서 증착된 IBAD-YBCO의 도 이온도  임계 류

Temperature 729℃ 746℃ 755℃ 763℃ 772℃ 78１℃

Tc,zero (K) - 78.7 79.7 80.6 78.2 79.1

Tc,onset (K) - error 82.3 82.2 82.1 82.9

Ic (A/4mm) 0.0 0.0 3.7 4.6 4.5 0.2

Ic (A/cm-width) 0.0 0.0 9.3 11.5 11.3 0.5

표 3-11. 조성 1 : 2.1 : 2.9에서 증착된 IBAD-YBCO의 도 이온도  임계 류

Temperature 694℃ 712℃ 729℃ 746℃ 763℃ 78１℃

Tc,zero (K) - > 87 > 86 85.9 82.9 -

Tc,onset (K) - > 90 > 89 87.2 85.6 -

Ic (A/4mm) 0.0 18.5 11.5 14.4 11.8 0.0

Ic (A/cm-width) 0.0 46.3 28.8 36.0 29.5 0.0

표 3-12. 조성 1 : 2.1 : 2.9에서 증착된 IBAD-YBCO의 EDS 분석결과

Temperature 712℃ 729℃ 746℃ 763℃

Ba/Y 1.61 1.66 1.63 1.36

Cu/Ba 1.67 1.86 1.99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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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조성 1 : 2.2 : 2.9에서 증착된 IBAD-YBCO의 임계 류

Temperature 694℃ 712℃ 729℃ 746℃ 763℃ 782℃

Ic (A/4mm) 0.0 0.5 0.2 2.4 0.2 0.0

Ic (A/cm-width) 0.0 1.3 0.5 3.5 0.5 0.0

표 3-14. 조성 1 : 2.3 : 2.9에서 증착된 IBAD-YBCO의 임계 류

Temperature 694℃ 712℃ 729℃ 746℃ 763℃ 782℃

Ic (A/4mm) 0.0 3.2 0.1 0.0 0.0 0.0

Ic (A/cm-width) 0.0 8.0 0.25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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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조성 1 : 2.1 : 2.9에서 증착온도에 따른 IBAD-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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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조성 1 : 2.1 : 2.9에서 IBAD-YBCO 박막의 증착온도별 표면 사진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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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조성 1 : 2.1 : 2.9에서 IBAD-YBCO 박막의 온도별 표면 사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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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증착온도 746℃, 조성 1 : 2.1 : 2.9에서 증착된 IBAD-YBCO의 온도- 항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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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조성 1 : 2.1 : 2.9에서 온도에 따른 IBAD-YBCO 박막의 류- 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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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조성 1 : 2.2 : 2.9와 1 : 2.3 : 2.9에서의 IBAD-YBCO 표면 사진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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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과 그림 3-24에 1 : 2.2 : 2.9의 조성 D와 1 : 2.3 : 2.9의 조성 E로부터 증착된 

IBAD-YBCO 박막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비록 낮은 기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두 조성 모두에서 YBCO 결정의 성장은 안정 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3) 1 : 2.3 : 3.1 (조성 F)

조성 C의 Cu/Ba 비를 그 로 유지하면서 이론 양론비에 기 하여 Ba과 Cu의 혼합비를 함

께 증가시킨 1 : 2.3 : 3.1의 조성 F에서 증착실험이 수행되었다. YYC 기 의 경우 이미 이러

한 조성으로부터 우수한 도 특성의 YBCO 박막제조가 가능함이 확인된 바 있다. IBAD 기

의 경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험된 모든 증착온도에 하여 가시

인 표면 특성도 매우 우수하 다.

그림 3-25에 조성 F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의 증착온도별 XRD 회 패턴 변화를 나

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YBCO 특성피크의 체 인 회 강도는 조성 D와 E 뿐만 아니라 조

성 C에 해서도 한층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성 F가 YBCO 결정 형성에 매우 유리

한 조성임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YYC 기 의 경우와는 달리 조성 C에 비하여 a-축 성장의 정

도가 억제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성 F에서의 XRD 회 패턴은 기존의 조성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함을 알 수 있다. 즉, 

70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a-축 성장만이 찰되며, 710~730℃ 역에서는 a-축  c-축 

방향으로 배향된 결정들이 공존함이 확인된다. 한 730℃ 이상의 온도 역에서는 c-축 성장이 

지배 이었으나, 780℃ 이상의 고온 역으로부터 각 특성피크들의 회 강도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 다.

YY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 계상 증착된 박막의 표면분석은 시행하지 못하 으나, 조

성 C에서의 결과를 감안할 때 조성 F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  특성  분석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 된다. 조성 F에서 증착된 IBAD-YBCO에 하여 기  특성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의 표 3-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증착된 모든 박막에 하여 Tc는 최소 81K 이상의 비

교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Ic는 증착온도 746℃에서 최  15A (37.5 A/cm-width)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조성 C에서의 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값이지만, Cu/Ba의 혼합비가 

YBCO 증착공정에 유기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데 나름 로 의의가 있다.

그림 3-26에 조성 F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의 임계 류 측정결과를 도시하 다. 그

림에서 찰되는 바와 같이 도시는 압- 류 곡선의 형태는 그림 3-21에 나타낸 조성 C에서

의 IBAD-YBCO 임계 류 형태와 매우 흡사하 다.

(4) IBAD 기 에서의 YBCO 증착특성

CYC 기   YYC 기 에서의 YBCO 박막 증착결과를 기 로 IBAD 기 에 한 조성 

A~F에서의 YBCO 증착실험이 수행되었다. 모재로 사용된 높은 강도의 스테인리스스틸 선재의 

향으로 CYC  YYC에 비하여 취 은 보다 용이하 으나 동일하게 설정된 실험온도에 

해서도 실제 증착온도는 RABiTS 형태의 기 들보다 약 3~4℃ 가량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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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조성 1 : 2.2 : 2.9에서 온도에 따른 IBAD-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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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조성 1 : 2.3 : 2.9에서 온도에 따른 IBAD-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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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조성 1 : 2.3 : 3.1에서 증착된 IBAD-YBCO의 도 이온도  임계 류

Temperature 698℃ 712℃ 729℃ 746℃ 763℃ 781℃

Tc,zero (K) - 84.7 85.3 81.3 82.9 82.9

Tc,onset (K) - 86.5 86.1 82.5 85.2 88.4

Ic (A/3.3mm) 0.0 11.3 8.1 15.0 40. 0.7

Ic (A/cm-width) 0.0 28.3 20.3 37.5 10.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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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조성 1 : 2.3 : 3.1에서 온도에 따른 IBAD-YBCO 박막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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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조성 1 : 2.3 : 3.1에서 온도에 따른 IBAD-YBCO 박막의 류- 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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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성 역에 하여 YBCO 박막의 형성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부분의 실험결과는 

YYC-YBCO의 결과와 매우 흡사하 다. 그러나 XRD 회 패턴 분석결과를 CYC  YYC와 비

교하여 볼 때 모든 조성  증착온도에 하여 IBAD-YBCO 박막의 회 강도가 히 높았

고, 불규칙한 2차상의 생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 조성 F의 경우 CYC  YYC에서는 임계

류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780℃ 이상의 c-축 성장 역에서도 최  4.9A (14.8 

A/cm-width)의 류를 통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YC 기 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

과를 얻지 못했던 조성 A와 조성 B에 해서도 성공 인 YBCO 증착이 가능하 지만, 조성 B

의 763℃에서 최고 80.6K의 Tc  최  4.6A (11.5 A/cm-width)의 Ic를 얻는 것에 만족하여야 

했다. 이는 조성 A와 B로부터 YYC-YBCO 박막이 얻어낸 결과에 매우 근 하는 수치이며, 이

로서 YYC  IBAD 기 이 CYC 기 보다는 한층 우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증착된 각각의 IBAD-YBCO 박막의 표면에 하여 자주사 미경(SEM) 분석을 시행한 결

과, 동일한 조건의 CYC와 YYC에 비하여 결정립의 크기가 한층 크고 박막 표면 로 성장한 

분산 결정립의 수도 하게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YBCO의 성장속도가 IBAD 기  

에서 한결 더 빠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동일한 증착환경을 가정할 때 

IBAD-YBCO 박막의 생성효율이 더욱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Tc 는 Ic와 

같은 도 특성은 박막 표면의 형태나 결정배열과는 직 인 연 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

다. 즉, 임계 류의 크기는 박막 표면의 결정들과는 무 하며 다만 박막 내부에 배열되어 있는 

YBCO 결정들의 크기  도에만 향을 받는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은 조성 C와 F에서 

증착된 YYC-YBCO 박막의 표면분석 결과  기  특성분석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

며, 같은 조건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YYC  IBAD 

증착실험에서 c-축 성장이 안정 으로 발생되는 730~750℃ 역의 YBCO 박막보다 a-축과 c-

축 성장이 경쟁 으로 진행되는 710~730℃ 역에서 오히려 높은 임계 류가 측정되는 것도 이

러한 이유 때문으로 추측된다. 높은 온도와 비교할 때 낮은 온도에서는 결정의 성장속도가 상

으로 작으며, 이로 인해 보다 작은 크기의 결정들이 박막 내에 높은 도로 존재하게 된다.

YYC-YBCO 박막에서와 같이 조성 C에서 도 특성이 가장 우수한 IBAD-YBCO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EDS 분석결과 1 : 2.1 : 2.9의 조성 C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 한 1.5 

이상의 Cu/Ba 원자 조성비를 나타내었으며, YYC 기 에서와 같이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u/Ba 비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조성 F에서 증착된 IBAD-YBCO 박막도 우수한 

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기  특성 분석결과 1 : 2.1 : 2.9의 조성 C에서는 최소 83K 이상의 

Tc와 최  18.5A (46.3 A/cm-width)의 Ic를 얻는 것이 가능하 고, 1 : 2.3 : 3.1의 조성 F에서

는 최소 81K 이상의 Tc  최  15A (37.5 A/cm-width)의 Ic가 측정되었다.

조성 C에 하여 Ba의 상 인 양만을 증가시킴으로써 1 : 2.2 : 2.9의 조성 D와 1 : 2.3 : 

2.9의 조성 E가 조합되었으나, 이로부터 제조된 IBAD-YBCO 박막은모든 증착온도 역에서 매

우 낮은 기  특성만을 나타내었다. 이는 Ba의 증가에 따라 Y과 Cu의 상 인 비가 감소하

면서 도 특성에 여하는 Y2O3  CuO의 존재비가 함께 감소하 기 때문이며, 조성 A, B

에서의 CYC 증착실험  조성 D, E에서의 YYC-YBCO 증착실험을 통해서도 이와 동일한 결

과가 도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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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료조성  증착온도에 따른 향

서로 다른 조성에서 증착된 YYC-YBCO  IBAD-YBCO 기 에 하여 각각의 임계 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3-27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듯이 그림 (a)의 

CYC-YBCO 박막에 해서는 앞서 언 한 로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나, 그림 

(b)와 그림 (c)에 나타낸 YYC-YBCO  IBAD-YBCO 박막에 해서는 50 A/cm-width 이상

의 높은 임계 류가 측정되었다.

가장 높은 임계 류를 나타낸 원료 조성은 1 : 2.1 : 2.9의 조성 C와 1 : 2.3 : 3.1의 조성 F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때 두 Cu/Ba의 비는 각각 1.38과 1.35 다. 기타의 조성에서는 

반 으로 낮은 임계 류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1 : 2 : 3의 YBCO 이론 양론비와의 조성 편차

가 커질수록 낮은 임계 류가 측정되었다. 가장 높은 임계 류가 측정된 조성 C  조성 F에 

주목할 때, 임계 류의 최  값은 략 715℃ 정도의 낮은 증착온도 역에서 발견되었으며 74

5℃ 근처에서도 비교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한 XRD  SEM 분

석결과, 715℃ 근처의 낮은 온도 역에서는 a-축과 c-축 결정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45℃ 근처의 비교  높은 온도 역에서는 c-축 성장만이 지배 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임계 류의 크기에 일차 인 향을 미치는 것은 결정성장의 방 가 아니라 박막 내

부의 도  결정의 크기인 것으로 생각되며, 박막 표면의 형태에는 직 인 향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높은 임계 류를 얻기 해서는 박막의 도를 증가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일한 박막 도에서는 결정들의 평균 입도가 상 으로 작은 것이 유리할 것으로 

측된다. 결국 MOCVD 공정을 이용하여 우수한 기  특성의 YBCO 박막을 얻기 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증착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합하며, 각각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최 의 

증착온도 범 는 략 710~750℃의 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높은 온도에서 증착공정

을 수행하는 경우 박막의 성장속도는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나 결정립의 조 (粗大) 상에 따

라 우수한 기  특성을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 기 종류에 따른 증착특성

그림 3-27의 임계 류 분포를 살펴보면 750℃ 이상의 증착온도에서는 모든 조성에서 낮은 

임계 류를 가지는 것이 확인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계 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박막도 생

성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 된 결정립의 조 (粗大) 상 뿐만 아니라 박막 자체의 특성에도 큰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된 모든 형태의 기 에 하여 780℃ 이상의 증착온도로부터 XRD 특성피크의 회 강도

가 하게 감소하는 것이 찰되었는데, 이는 도시된 각 경우의 XRD 회 분석 결과들로부

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이 발생되는 원인으로 결정성장 

속도 향상에 따른 결정립의 조 상을 우선 지 할 수 있으나, 실험결과 완충층의 고온 안정

성에도 큰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산소 분 기의 반응기 내에서 각 기 을 780℃ 

가량의 높은 온도로 약 20분간 방치한 결과 기  표면의 택이 하게 감소하는 상이 발

생하 으며, 특히 CYC  YYC의 RABiTS 기 의 경우 표면의 색상까지 심하게 변색되었다. 

증착장치 내로의 원료유입이 없었으므로 이는 단지 기 의 손상을 의미하며, 모재 자체의 손상

보다는 완충층의 손상 가능성에 더욱 비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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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다양한 조성  여러 증착 온도에서 증착된 YBCO 박막의 임계 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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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높은 온도에서 증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완충층의 부분 인 손상에 의하여 YBCO의 

배향성  결정구조가 크게 하될 수 있으며, 모재로 Ni  Ni-W 합 을 사용하는 CYC와 

YYC 기 에서는 Ni 원자의 상호 확산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YBCO 박막 증착특성은 IBAD 기 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c  Ic 등의 기  특성은 IBAD와 YYC 기  모두 우수한 특성을 보 다. 기  

자체의 강도가 상 으로 높으므로 취   리 측면에서는 IBAD 기 이 가장 용이하 으

나 유사한 도 특성을 제로 제조공정 상의 경제성까지 함께 고려하면, 한층 렴한 비용

의 YYC 기 이 장선화 공정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MOCVD 공정을 통하여 우수한 도 특성의 YBCO 박막을 얻기 해서는 증착온

도와 증착시간, 원료조성  산소 분압 등의 기본 인 변수조  뿐만 아니라 기 의 높은 안정

성이 제되어야 할 것이며, 높은 온도와 장시간의 산화환경에서도 완충층의 손상이나 변질이 

거의 없는 MOCVD 공정용 용 기 의 개발  경제 인 공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3. 결 론

MOCVD 공정을 통하여 Y2O3/YSZ/CeO2 (YYC)  CeO2/YSZ/CeO2 (CYC)의 다  완충층을 

가지는 RABiTS 기 과 YSZ/CeO2 (IBAD) 완충층의 IBAD 기  상에 YBCO 도 박막을 

증착하 다. YBCO 도 선재의 장선화공정에 용할 목 으로 10~12mm 길이의 단선재

(short sample)가 먼  실험되었으며, 이를 하여 단일 액상 원료의 연속 공  장치가 장착된 

cold-wall 형태의 MOCVD 반응기가 자체 설계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YBCO 박막의 증착특

성  도 특성을 최 화하기 하여 다양한 조성의 원료 조합이 시도되었으며, 이는 

YBCO의 이론 양론비인 1 : 2 : 3과 해당 원자의 상 인 확산속도 등을 기 로 하 다. 모든 

조성에 하여 Y의 양은 1로 고정시키고 Ba과 Cu의 양만을 각각 1.9~2.3와 2.7~3.1의 범 에서 

변화시켰는데, 원료 조성외의 모든 조건은 MgO와 STO 단결정 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최  실

험조건을 그 로 유지하 다. YYC  IBAD 기 의 경우 실험된 거의 모든 조성에서 안정 인 

YBCO 상 형성이 찰되었으나 CYC 기 의 경우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동일한 

조성에서도 증착온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의 YBCO 결정 성장이 확인되었다. 거의 모든 조

성에 하여 700℃ 이하의 낮은 증착온도에서는 a-축 성장이 지배 이었고, 710~730℃ 역에

서는 a-축과 c-축 성장이 상호 경쟁 으로 발생되었다. 730℃ 이상의 온도로부터 c-축 성장만

이 안정 으로 발생되면서 온도 증가에 따라 회 강도도 함께 증가하 으나 부분의 경우 

780℃ 이상의 고온으로부터 회 강도가 감소하기 시작하 다.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의 평균 입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온도 증가와 함께 결정성장 속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 이온도와 임계 류 등의 기  특성은 박막 표면의 형태보다는 

박막 내부의 결정크기  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막의 특성 한 YBCO 박

막 증착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YC 기 의 경우 모재로 사용된 Ni 기 과의 상

호 확산을 효율 으로 차단하지 못하 으며, 그 결과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NiO의 함량

도 함께 증가하여 도 특성을 크게 하시켰다. YYC 기 으로부터 제조된 일부의 박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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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NiO의 존재가 확인되기는 하 으나 Y2O3의 1차 완충층이 Ni  W의 상호 확산을 효율

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 특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CYC  YYC의 RABiTS 

기  모두에서 완충층의 안정성이 고온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IBAD의 경우 

그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로부터, MOCVD 공정을 통하여 우수한 도 특성의 

YBCO 박막을 제조하기 해서는 증착온도, 증착시간, 원료조성  산소 분압 등의 공정변수 

최 화가 검토되어야 함과 동시에 MOCVD 공정에 합한 높은 안정성의 기  공 이 제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실험조건을 제하 을 때 1 : 2.1 : 2.9  1 : 2.3 : 3.1의 두 조성에서 가장 우수한 

특성의 도 박막이 형성되었고, 이로부터 최소 86.2K 이상의 도 이온도  최  55.5 

A/cm-width의 임계 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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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선재 YBCO MOCVD 장비 구축  박막 제조

1. 장선재용 MOCVD 장비 제작

MOCVD 법에 의한 장선재 YBCO 테이 를 제작하 다. 그림 4-1과 그림 4-2는 각각 

체 흐름도를 나타낸 도면과 단선재 조건 실험용 load-lock 쳄버가 부착된 경우의 장비 개략도

이다. 증착 쳄버는 3-zone의 hot-wall furnace 타입으로 되어있으며 소스 공  트도 기존의 

단선재 장비를 이용한 실험 방법과 동일하게 유리 섬유 테잎을 사용하 다. Baratron sensor와 

throttle valve를 사용하여 증착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 고 600 l/min, 200 l/min의 rotary 

pump 2 를 이용하 으며 체 으로 비교  렴하게 장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림 4-3(a)은 장선재 장비에 단선재 조건 실험을 하기 하여 load-lock 쳄버가 장착된 3

차원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3(b)는 장선재 테이 를 장착할 수 있는 reel-to-reel 쳄

버가 달려있는 모양이다.

소스 공 부는 유기 속 소스 reel-to-reel 쳄버와 소스 증발  운반부로 나  수 있다. 

그림 4-4와 같이 고온에 견디는 차단 밸 를 심으로 단은 300℃로 가열하는 고체 유기 

속 소스의 증발부이며 후단은 증발된 속 유기 소스가 carrier Ar 가스와 함께 운반되는 운송

으로 320℃로 가열된다.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산소 라인이 운반  간에 T자로 만나

게 되어 소스와 완벽한 섞임이 일어난다. 

그림 4-5는 furnace 내부에 들어가는 증착 쳄버와 반응 라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furnace는 10 cm 의 온도 균일도를 하여 3-zone 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로 반응은 앙에 

보이는 삼각형태의 구조물에서 일어나게 되어있다.

자세한 구조는 아래 그림 4-6에 나타나있다. 4-6(a)는 설계 도면이며 4-6(b)는 실제 사진

이다. 고온에서 선재의 처짐을 방지하기 하여 세라믹 롤러를 간 간에 끼워넣었다. 단선

재 실험의 load-lock 쳄버를 사용할 때는 아래 그림 4-6(c)와 같은 quartz plate를 SS 

(stainless steel) 에 지지하여 그 에 단선재 샘 을 놓고 실험을 행하 다. 

배기 포트는 가운데에 치하며 균일한 배기를 하여 선재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약 2 

mm 지름으로 두 로 10 cm 정도에 걸쳐서 뚫려있다. 

그림 4-7(a)는 반응 쳄버의 가열  사진이며 4-7(b)는 고온으로 가열후의 반응 쳄버 내부 

사진이다. 그림 4-8은 컨트롤 박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장비를 구동시키며 컨트롤 

하도록 되어있다. 

장비의 진공도는  압력을 읽는 baratron gauge (증착쳄버 하단에 치)와 load-lock 쳄

버, 증착 쳄버, 소스 쳄버에 각 한개씩 convectron gauge가 있다. Baratron gauge를 사용하여 증

착 압력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convectron gauge를 사용하여 각 부 의 base 압력과 상압을 구

별할 수 있다. Gauge는 열에 약하므로 furance로부터 열을 차단시키기 하여 냉각수를 흘려주

었다. Source reel 속도는 5 - 30 cm/min의 속도로 조 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기  선재의 reel 

속도는 약 15 - 50 cm/hour의 속도로 조 하게 되어있다. 기체의 유량 조 을 할 수 있는 mass 

flow controller (MFC)는 Ar 2000 sccm O2 1000 sccm 용을 사용하 다. 3-zone furnace는 최고 

1 0 0 0℃에서  안정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부 를  개별 으로  컨트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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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장선재 MOCVD 장비의 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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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Hot-wall MOCVD 시스템 개략도 (단선재 실험용 load-lock 쳄버가 달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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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3. 3차원 시스템 개략도; (a) 단선재 조건 실험용 (b) 장선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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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소스 증발부(300℃)와 운반부 (320℃) 사진; 

간에 고온용 차단밸 가 보임 

 

그림 4-5. 반응 쳄버, 반응 과 라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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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6. (a) 반응  설계도면 (b) 반응  실제사진 (c) 반응 내 quartz holder 장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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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7. 반응 쳄버 (a) 가열   (b) 가열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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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시스템 컨트롤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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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소스 증발  운반부는 라인 히터를 사용하 다. 가스 라인의 밸 는 치에 따라 수동 

밸 와 자동 air operating diaphram valve를 사용하 다.  

그림 4-9는 실제 각각 load-lock 쳄버가 붙어 있는 단선재 장비와 reel-to-reel 쳄버가 붙어

있는 장선재 장비를 보여주고 있다. 

2. 실험 방법

Hot-wall 형태의 MOCVD 장선재 시스템은 소스 증발  공 을 한 reel-to-reel 쳄버와 

박막 증착을 한 반응 쳄버로 구성된다. 반응 쳄버는 단선재 시편을 제조할 경우, load-lock 쳄

버를 부착하고 장선재의 경우는 reel-to-reel 로 교체하여 선재를 제조한다. 

단일 액체 원료는 tetrahydrofuran (THF) 용매에 MO 소스를 녹여 만든다. YBCO 증착을 

한 MO 고체 소스는 Y(tmhd)3, Ba(tmhd)2 그리고 Cu(tmhd)2가 사용된다. (여기서 (tmhd)는 

2,2,6,6-tetramethyl-3,5-heptanedionate를 의미함) 유기 고체 소스는 벤처 기업인 (주) 뉴 머티

리얼스에서 제조, 공  되었다. 고체 소스는 수분과 산소에 민감함으로 glove box에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 안에서 고체 소스들을 정해진 조성 비율로 THF 50ml에 녹인 후 유리 섬유 테

이 를 넣어 용액이 유리 섬유에 흡수되도록 만든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섬유 테이 를 원료 

공  reel-to-reel 쳄버에 장착시킨 후 진공을 뽑으면서 섬유 테이 를 이동시켜가며 우선 용매 

THF를 날려버린다. (반응 쳄버와 소스 릴 쳄버 사이의 운반 라인에 고온용 차단 밸 가 있으

므로 용매 휘발시 반응 쳄버의 오염은 없다) 그 다음, 증발 부 를 300℃로 가열하고 반응 쳄버

로 가는 라인을 320℃로 맞추어 일정 선 속도로 테이 를 이송시키면 테이 에 붙어있던 고체 

소스의 증발이 일어나 고순도 Ar carrier 가스와 함께 반응 쳄버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운반 

라인 간 부근에 T 자 형태로 산소 라인과 만나 반응 쳄버에 함께 들어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

게 된다. 

5×10×1mm 의 (100) MgO  (100) SrTiO3 단결정 기 과 폭 4 mm의 IBAD 

(CeO2/YSZ/SS) 템 릿 (CeO2 두께에 따른 두 종류)을 주로 기 으로 사용하 다. 그 외 과학

원에서 공 받은 CYC (Ni/CeO2/YSZ/CeO2), YYC (Ni-3 at% W/Y2O3/YSZ/CeO2) 구조의 

RABiTS 템 릿을 사용하 다. 

MOCVD 장비의 공정 확립에는 매우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증착 변수로는 

Y(tmhd)3:Ba(tmhd)2:Cu(tmhd)2 의 원료 조성 몰비, 증착 온도, 증착 압력, carrier Ar 유량, 산소 

유량, 소스 선속도, 소스 증발부  운반부 온도, 증착 시간등의 많은 변수가 있다. 이 에서 소

스 증발부, 운반부 온도는 300℃, 320℃로 고정시켰는데 이는 단선재 장비 실험에서 얻어진 결

과를 토 로 하 다. 에서 언 한 변수  가장 큰 변수로는 Y(tmhd)3:Ba(tmhd)2:Cu(tmhd)2 의 

원료 조성 몰비라고 할 수 있다. 조성 몰비를 무작정 1:2:3으로 넣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각 

고체 소스의 증기압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히  온도에서 증발되는 정도가 다르며 YBCO 

도 성질을 향상시키는 CuO 는 Y2O3의 2차상의 존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한 Ba/Y  

Cu/Ba 원자비에 한 여러 가지 보고가 있는데 EDS에 의한 증착된 박막의 Ba/Y 비는 1.9 이

하, Cu/Ba 비는 1.5 이상에서 도 성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90~92].

이러한 변수들을 변화시켜가며 일차 인 증착 조건 확인 방법으로 x-ray diffraction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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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실제 설치된 장비 모습 ; 쪽: 단선재용 load-lock 쳄버 부착시, 아래쪽: 장선재용 

reel 쳄버 부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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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축 배향을 갖는 최 의 증착 조건을 찾았다. 증착 변수  조건을 표 1에 나타내었다. 각 

증착된 박막은 500℃ 5시간, 450℃ 5시간 동안 산소 어닐링을 통하여 YBCO 상 변화를 행하

다. 

기본 인 상 분석은 언 된 XRD를 이용하 으며 energy dispersion spectroscope (EDS) 

시스템을 장착한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를 이용하여 원소 조성비와 표면  단

면 형상을 찰하 다. 임계 온도  임계 류는 4 단자법으로 측정하 다. 임계온도 측정은 

극 온 냉동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하 으며 임계 류는 100A 용량 current source를 이용

하여 10 cm 이하의 단선재와 길이 1m 까지 측정할 수 있는 2가지 타입으로 만들었다. 

 

3. 실험 결과  고찰

가. (100) MgO 단결정 기 에 YBCO 도 박막 증착

1988년 이후로 MOCVD 법에 의한 YBCO 박막 제조가 단결정 기 을 사용하여 시도되었

다 [77,93,94]. 본 실험에서는 증착 조건을 찾기 하여 일단 단선재 장비에서의 실험 조건을 

바탕으로 기 을 삼았다. 일단 (100) MgO 기 을 이용하여 Y(tmhd)3:Ba(tmhd)2:Cu(tmhd)2 의 

원료 조성 몰비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

도 = 300/320℃, Ar/O2 유량 = 800/400 (sccm)의 증착 조건하에서 증착 온도를 변화시켜 가며 

20분간 증착을 하 는데 표 으로 770℃에서 증착된 YBCO 박막의 경우, 그림 4-10과 같은 

XRD를 보여주었다.

770℃의 동일 조건하에서 Ar/O2 유량을 800/800 (sccm)으로 바꾸었을때 처음으로 다음 그

림 4-11과 같은 XRD 상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소스 선 속도와 Ar/O2 유량을 5, 10 cm/min 

그리고 800/800, 800/400, 400/400, 400/800 sccm 등으로 산소 분압을 바꾸어 보았지만 YBCO 

상 생성이 제 로 되지 않았다. 10 Torr의 압력에서 Ar/O2 유량을 800/800 sccm 으로 두고 증

착 온도를 높여가며 20분간 증착을 행하 다. 그 결과 850℃, 875℃에서 그림 4-12, 4-13과 같

은 a-축과 c-축이 높게 성장한 XRD를 얻을 수 있었다. 875℃에서 증착한 결과가 a-축 성장이 

훨씬 높게 일어났으며 (110) peak이 성장하 다. 875℃에서 증착된 YBCO 박막은 표면이 거칠

고 두께가 두꺼워 보 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a-축 성장이 높게 일어난 것은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기 과의 mismach가 커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단하여 증착시간을 5분으로 단

축시켜 보았다. 850℃에서 5분간 MgO 기 에서 증착한 YBCO 박막의 XRD 결과를 그림 4-14

에 나타내었다. (110)이 조  존재하 고 a-축 성장은 거의 사라졌다. 증착 온도를 더 높은 

895℃에서 증착한 결과, 박막 성장이 불가능함을 확인하 다.  

의 정보를 바탕으로 박막 증착 조건의 window를 넗히고자 MgO 기 에서 소스 선 속도

와 Ar/O2 유량, 증착 압력, 증착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증착을 여러번 시도하 으나 소스 선 속

도와 Ar/O2 유량은 각각 15 cm/min과 800/800 (sccm)의 조건에서 가장 좋은 박막 성장  

smooth한 표면을 보여주었다. 증착 압력을 5 Torr로 낯추고 증착 시간을 10분으로 늘인 YBCO 

박막은 10 Torr에서 5분간 증착한 것보다 얇게 입 졌으며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후 

실험에서는 10 Torr 의 증착 압력 하에서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유량 = 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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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YBCO 박막 제조를 한 증착 변수  조건

변수 조건

Y(tmhd)3:Ba(tmhd)2:Cu(tmhd)2  원료 

조성 몰비

1:2.1:2.7

1:2.1;2.9

1:2.2:3.1

1:2.3:3.1

증착 온도 (℃) 710 - 910

증착 압력 (Torr) 5, 10

소스 선 속도 (cm/min) 5, 10, 12, 15

Carrier Ar flow rate (sccm) 400 - 1200

O2 flow rate (sccm) 400 - 900

증착 시간 (min) 3 - 20

기  선 속도 (cm/hr) 30 - 50

기 MgO, STO, IBAD(1,2), CYC,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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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MgO 기  에 770℃, Ar/O2 = 800/400 (sccm) 에서 20분간 증착된 YBCO 박막

의 XRD 패턴 (Y(tmhd)3:Ba(tmhd)2:Cu(tmhd)2 =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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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MgO 기  에 770℃, Ar/O2 = 800/800 (sccm) 에서 20분간 증착된 YBCO 박막

의 XRD 패턴 (Y(tmhd)3:Ba(tmhd)2:Cu(tmhd)2 =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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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MgO 기  에 850℃, Ar/O2 = 800/800 (sccm) 에서 20분간 증착된 YBCO 박막

의 XRD 패턴 (Y(tmhd)3:Ba(tmhd)2:Cu(tmhd)2 =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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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MgO 기  에 875℃, Ar/O2 = 800/800 (sccm) 에서 20분간 증착된 YBCO 박막

의 XRD 패턴 (Y(tmhd)3:Ba(tmhd)2:Cu(tmhd)2 =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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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MgO 기  에 850℃, Ar/O2 = 800/800 (sccm) 에서 5분간 증착된 YBCO 박막의 

XRD 패턴 (Y(tmhd)3:Ba(tmhd)2:Cu(tmhd)2 =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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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m), 증착 시간 5분 내외의 조건하에서 원료 몰비, 증착 온도와 기 을 바꾸어 가며 실험을 

행하 다.

나. (100) SrTiO3 단결정 기 에 YBCO 도 박막의 증착  특성 분석

Y(tmhd)3:Ba(tmhd)2:Cu(tmhd)2 의 원료 조성 몰비가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증착 온

도 860℃, 소스 선 속도 15 cm/min,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Ar/O2 유량 = 

800/800 (sccm)의 증착 조건하에서 STO 기  에 4분간 증착된 YBCO 박막의 표 인 

XRD 패턴을 그림 4-1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완벽한 c-축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810℃ 이하의 낮은 증착 온도의 경우는 주로 a-축 배향이며 (103) 피크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830℃ 이상부터 c-축이 지배 으로 바 다. 

그림 4-16은 830℃에서 4분간 증착된 YBCO 박막의 XR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YBCO 

(h00) a-축 피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890℃에서도 c-축이 잘 성장되며 증착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 lattice mismach로 인하여 a-축 배향이 조

 나타나는것을 볼 수 있었다. 860℃에서 증착된 박막의 c-축 배향성의 정도를 확인하기 하

여 (005) 피크에 한 rocking curve를 측정하 으며 얻어진 반가폭은 약 0.2° 의 낮은 값을 

나타냄으로서 c-축 배향이 매우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7은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증착 온도 86

0℃, 소스 선 속도 15 cm/min,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Ar/O2 유량 = 800/800 

(sccm)의 증착 조건하에서 (100) STO 기  에 6분간 증착된 YBCO 박막의 표면 (×2,000) 

 단면 (×15,000)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7(a)의 표면 사진에서 보듯이 micro-crack 

이 존재하지 않으며 c-축 배향으로 보이는 비교  매끈한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 마이크론 크기의 둥근 모양의 것은 2차상으로서 주로 CuO 계열임을 EDS 

mapping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CuO 2차상은 도의 transport 성질에는 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박막의 단면 사진이 그림 4-17(b)에 나타나 있는데 보이는 바와 같이 

매우 치 한 박막임을 알 수 있다. 박막의 두께는 약 2.2 ㎛로서 박막 증착 속도는 0.37 ㎛/min 

(62 Å/sec)의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박막의 EDS 조성 분석 결과, 박막의 Ba/Y 원자

비는 1.92, Cu/Ba 원자비는 1.56 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 조건에서 증착 온도가 비교  낮은 830℃, 4분 증착한 YBCO 박막의 SEM 표

면 (×2,000)을 그림 4-18에 보여주고 있다. 침상 구조로 보이는 것이 a-축 배향이며 치 하게 

보이는 c-축 배향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증착 온도 860℃ 조건에서 얻어진 박막의 임계 온도 (Tc)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4-19에 나타내었다. Tc (onset) 값은 89K, Tc (zero) 값을 87K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 810℃ 

이상에서 STO 기 에 증착된 YBCO 박막의 Tc (zero) 값은 85～87K 의 범 의 값을 나타

내었다. 같은 조건에서 증착된 YBCO 박막을 RF sputtering 법으로 Ag coating을 하여 임계 

류 (Ic)를 측정하 다. 77K, 0T 하에서 1 A/sec 의 속도로 류를 가하면서 그림 4-20과 같

은 류- 압 (I-V) 곡선을 얻었다. 임계 류는 1 ㎶/cm 가 되는 지 을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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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100) SrTiO3 기  에 860℃에서 4분간 증착된 YBCO 박막의 XRD 패턴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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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100) SrTiO3 기  에 830℃에서 4분간 증착된 YBCO 박막의 XRD 패턴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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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STO 기  에 860℃에서 6분간 증착된 YBCO 박막 (a) 표면 (scale bar 길이; 20 

㎛)  (b) 단면 (scale bar 길이; 3 ㎛) 의 SEM 형상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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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STO 기  에 830℃에서 4분간 증착된 YBCO 박막 표면의 SEM 형상 (scale bar 

길이; 20 ㎛,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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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STO 기  에 860℃에서 증착된 YBCO 박막의 임계 온도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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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STO 기  에 860℃에서 6분간 증착된 YBCO 박막 (5 mm폭)의 임계 류.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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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m의 폭의 YBCO/STO 에서 52A의 값이 측정되었으므로 104 A/cm-width 의 임계 

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측정된 두께 (2.2 ㎛)로 계산된 임계 류 도 값은 0.47 MA/cm2 

이었다. 동일 증착 조건에서 박막 증착 시간을 3.5분, 4분으로 여 상 으로 박막 두께를 얇

게 만든 경우는 임계 류 값이 각각 80 A/cm-width, 90 A/cm-width 이었으며 (각각의 박막 

두께가 1.3 ㎛, 1.48 ㎛) 이때 임계 류 도는 거의 동일한 0.62 MA/cm2를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알려진 박막 두께의 증가에 따른 임계 류 도값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얇은 

두께의 박막의 증착은 시도하지 않았지만 박막 두께가 0.5 ㎛ 이하로 얇을 경우, 임계 류 

도 값은 1 MA/cm2를 충분히 넘으리라 상된다. 부분의 보고에 의하면 YBCO 박막 공정 

방법에 상 없이 수 MA/cm
2
를 나타낸 결과는 박막 두께가 0.5 ㎛ 이하로 얇은 경우에 한한다. 

한 로 STO 기  에 3.5 ㎛ 두께의 YBCO 박막의 경우 77K, 0T 측정하에서 0.31 

MA/cm2, 0.45 ㎛ 의 얇은 두께의 경우 2.73 MA/cm2의 임계 류 도값을 나타내었다 [77]. 

임계 류 도값 보다는 임계 류 값이 요하다는 측면에서 두꺼운 박막에서 많은 류를 

흘리는 것이 실제 응용에 합하리라 사료된다. 

MOCVD 법에 의한 증착 실험은 재 성이 좋다는 것과 빠른 증착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치

하고 비교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확립된 증착 조건

을 바탕으로 IBAD 는 RABiTS 템 릿에도 동일하게 용하고자 하 다.

다. IBAD & RABiTS 템 릿 에 증착된 YBCO 도 박막의 특성

와 같이 (100) STO 기  에 확립된 YBCO 증착 조건을 바탕으로 템 릿 속 기  

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quartz holder를 사용하여 정지된 상태에서 증착 실험을 행하 다. 

그림 4-21은 Y(tmhd)3:Ba(tmhd)2:Cu(tmhd)2 의 원료 조성 몰비가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Ar/O2 유량 = 800/800 

(sccm)의 증착 조건 하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IBAD-1 기  에 5분간 증착한 YBCO 박막의 

XRD 패턴이다. 840℃ 증착인 (a)의 경우 박막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60℃ (b)로 증가되면서 a-축이 조  존재하면서 거의 c-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

도가 880℃ (c)의 경우,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 속도가 빨라져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

고 기 과 박막간의 격자 불일치가 증가하게 되어 a-축으로 성장해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900℃ (d) 이상에서는 박막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박막 성장의 임계 온도로 여

겨진다. 860℃ 증착의 경우 임계 온도가 81K을 나타내었으며 Ic가 1.5 A/cm 의 낮은 값을 보

여주었다. 이에 한 원인은 뒤에서 언 하도록 하겠다. 

IBAD-1 의 경우, 온도는 860-870℃가 당하다고 단되며 a-축을 없애기 하여 증착 

시간을 3.5분으로 여 실험을 행하 다. 그 결과 그림 4-22와 같은 완벽한 c-축 성장을 XRD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추후 조성비를 바꾸어 가며 실험한 결과, c-축 성장은 860℃의 동일 

온도에서 6분으로 증착 시간을 늘려서도 완벽한 c-축 성장을 보여  원료 조성비도 있다. 

과학원에서 제공받은 (a)  CYC (Ni  RABiTS/CeO2/YSZ/CeO2),  (b)  YYC (Ni-3at% 

W/Y2O3/YSZ/CeO2) 기 에 증착시킨 박막 XRD는 그림 4-23과 같이 c-축 성장이 잘 일어남을 

볼 수 있다. 박막의 증착 조건은 원료 조성 몰비가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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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IBAD-1 기  에 증착 온도에 따른 YBCO 박막의 XRD 패턴; (a) 840℃ (b) 86

0℃ (c) 880℃ (d) 900℃ (Y(tmhd)3:Ba(tmhd)2:Cu(tmhd)2 =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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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IBAD-1 기  에 증착 온도 860℃에서 3.5분 증착된 YBCO 박막의 XRD 패턴 

(Y(tmhd)3:Ba(tmhd)2:Cu(tmhd)2 =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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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a) CYC (b) YYC 기  에 865℃에서 4분간 증착된 YBCO 박막의 XRD 패턴 

(Y(tmhd)3:Ba(tmhd)2:Cu(tmhd)2 = 1:2.1:2.7,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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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865℃,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유량 = 800/800 (sccm)에서 4분 동안 증착하 으

며 추후 500℃에서 5시간, 450℃에서 5시간 산소 열처리를 행한 것이다. 

IBAD-1, CYC, YYC 등의 템 릿의 경우 임계 류를 측정한 결과, STO와 동일 조건하에

서 증착하 고 XRD 결과도 완벽한 c-축 배향을 보여주었으나 Ic 값은 매우 낮게 나왔다. 먼

, 1:2.1:2.9의 조성에서 870℃, 15 cm/min, Ar/O2 유량 = 800/800 (sccm)의 조건에서 증착된 

IBAD-1의 경우는 그림 4-24와 같이 약 2.5 A/cm-width 의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IBAD-1 

의 시편 비는 4mm임) 같은 조성에서 860℃, 3.5분간 (a) CYC와 (b) YYC 기 에서 증착한 

YBCO 박막의 임계 류는 그림 4-25와 같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다. STO 단

결정에서는 높은 값을 갖는 증착 조건에서 기 의 변화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 이상하

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 다. 낮은 증착 온도인 810℃에서 YYC 기  에 증착한 

YBCO 박막의 임계 류는 략 11 A/cm-width 의 상 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그림 

4-26). 이 결과로 버퍼층이 있는 템 릿의 경우, 버퍼층의 quality가 문제 이 될 수 있다고 

단되었다. 

독일에서 사 온 IBAD-1 기 의 경우, 구조가 CeO2/YSZ/SS 인데 이  CeO2 막의 두께가 

상당히 얇아 XRD 분석상에서 peak이 검출되지 않았다. 상 으로 CeO2가 두껍게 입 진 

IBAD-2 단선재 기 을 갖고 검증 실험을 해 보았다. 먼  IBAD-1과 IBAD-2 기 의 XRD는 

그림 4-27과 같다. 앞쪽의 기 이 IBAD-2 로서 CeO2의 peak이 존재함을 볼 수 있고 상 으

로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BAD-2 기 을 갖고 YBCO 박막을 1:2.1:2.9 조성에서 860℃, 4분간 증착한 후 류- 압 

특성 결과를 그림 4-28에 나타내었는데 Ic는 50 A/cm-width 의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여기

서 측정된 IBAD-2 기 의 폭은 4 mm임) 이 박막의 임계온도는 83K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같

은 조성에서 같은 증착 조건에서 증착하 음에도 기 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버퍼층의 역할과 요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직 확실히 밝 지지는 않았지만 

860℃의 높은 증착 온도로 인하여 버퍼층과 YBCO 박막의 계면에서 이차상이 생성될 가능성

과 특정 원소가 도 상내로 확산하여 고용되어 도 성질을 하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로 CeO2 박막은 YBCO와의 반응으로 계면에서 BaCeO3가 생성되며 YSZ와는 BaZrO3가 

생성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라. 장선재용 균일도를 알아보기 한 실험

기 이 지나가면서 증착이 일어나는 장선재 실험을 하기 앞서 증착 쳄버의 증착 구간에서 

어떻게 증착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MgO 단결정 기 을 이

용하여 증착 구간의 균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 다. Quartz 에 MgO 단결정 (5×10×1 mm) 

9개를 나란히 붙이고 표 인 조건하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4분간 YBCO 증착 실험을 행하

다. 그림 4-29는 그 결과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a)는 에서 본 모양이며 (b)는 약간 

비스듬히 본 사진이다. 비스듬히 보았을 때 박막은 체 으로 shine해 보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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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IBAD-1 기  에 증착 온도 870℃에서 4분 증착된 YBCO 박막의 류- 압 특

성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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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a) CYC (b) YYC 기  에 증착 온도 860℃에서 3.5분 증착된 YBCO 박막의 

류- 압 특성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 160 -

0 2 4 6 8 1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Source ratio : 1:2.1:2.9
Substrate : CYY 
Deposition temperature : 810oC
Deposition Pressure : 10 Torr
Deposition time : 4 min
Source feeding speed : 15 cm/min
Ar/O2 flow rate : 800/800 sccm 

No. 68-3

V
ol

ta
ge

 (u
V

)

Current (A)
 

그림 4-26. YYC 기  에 증착 온도 810℃에서 4분 증착된 YBCO 박막의 류- 압 특성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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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IBAD-1 과 IBAD-2 기 의 XRD 패턴  

IBADIBAD --2 tem plate2 tem plate

IB A DIB A D --1 tem plate1 tem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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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IBAD-2 기  (폭 4 mm) 에 증착 온도 860℃에서 4분 증착된 YBCO 박막의 

류- 압 특성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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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29. MgO 단결정 기  9개를 이용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제조된 YBCO 박막 ; (a) 에

서 본 모양, (b) 비스듬히 본 모양 (Y(tmhd)3:Ba(tmhd)2:Cu(tmhd)2 = 1:2.1:2.9,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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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왼쪽의 박막의 XRD 결과는 그림 4-30(a), 가운데 박막은 그림 4-30(b), 오른쪽 박막의 

결과는 그림 4-30(c)에 나타나있다. XRD 결과, 모든 치에서 박막은 c-축 성장을 잘 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즉, 치에 따라 박막 상생성은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차이 으로는 막 두께

인데 가운데 부분이 상 으로 두껍게 증착됨을 알 수 있었다.    

마. 움직이는 템 릿 에 YBCO 증착 실험

일단 단선재 시편을 갖고 움직여가며 YBCO 박막을 증착하여 정지한 상태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SS 테이  에 STO, IBAD 단선재 시편을 Ag paste로 붙인 

후 반응기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1시간에 걸쳐 장입을 하여 30-50 cm/hr의 속도로 증착을 시

도하 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막의 표면 상태가 좋지 않고 택도 없는 녹회색의 박막이 생

성되었다. XRD 상으로는 상 으로 c-축 성장도 되어 있었으나 Ic는 거의 0에 가까웠다. 

상 원인을 먼  SS 테이 에 두었고 두 번째로 텐션을 잡아주는 모터의 진동 상에 두었다. 

두가지 상 원인을 두고 실험을 행한 결과, SS 테이 의 불순물 향이 있는 것으로 명되

었고 모터의 진동 상도 없는 기계  텐션 기구를 설치하 다. 

1:2.3:3.1의 원료 조성비,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유량 = 800/800 sccm의 조건에서 증착 온도를 780, 810, 830, 860, 

890 ℃로 변화시켜가며 40 cm/hr의 속도로 움직이는 IBAD-1과 YYC 템 릿 에 YBCO 박막

을 증착하 다. 사용된 템 릿은 길이가 약 1 cm 정도되며 열처리된 SS 테이 에 Ag paste

로 붙여 사용하 다. 그림 4-31은 IBAD-1 템 릿 에 증착 온도에 따른 산소 어닐링  

YBCO 박막의 XRD 패턴 결과로, 온도가 낮은 경우는 상형성이 잘 되지 않고 a-축 배향으로 

있다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c-축 배향으로 성장함을 볼 수 있다. 증착 온도 860℃에서 거의 

완벽한 c-축 배향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그림 4-32는 움직이는 IBAD-1 템 릿 에 온도 변화에 따른 산소 어닐링 후의 YBCO 

박막 SEM 표면 사진이다 (배율 5,000배). 그림에서 보듯이 증착 온도가 낮은 경우는 a-축 성

장이 보이며 온도가 830℃에서는 a-축과 c-축이 동시에 존재하며 c-축이 지배 으로 바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XRD 패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의 수 마이크론 크기의 

덩어리는 CuO 이차상임을 EDS mapping 결과 확인되었다. 860℃의 증착 온도에서는 거의 c-

축 배향의 표면을 볼 수 있고 매우 smooth 하고 치 한 박막임을 볼 수 있다. 증착 온도가 

890℃로 무 높아지면 XRD 패턴상으로는 잘 모르나 SEM 표면 형상이 치 하지 않고 이상

해짐을 볼 수 있다. 

증착 온도의 변화에 따른 YBCO 박막의 EDS Cu/Ba 원자비를 그림 4-3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u/Ba 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낮은 증착 온도에서 

찰되는 CuO 이차상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게 되어 Cu/Ba 비가 감소함을 볼 수 있

다. 참고로 Ba/Y 원자비는 YBCO 박막층 아래의 YSZ 버퍼층으로 인하여 비를 유추하기가 힘

들다. 동시에 움직이며 사용한 YYC 템 릿 에서도 IBAD-1 과 비슷한 증착 경향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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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치별 XRD 패턴;(a) 왼쪽에서 2번째, (b) 왼쪽에서 5번째, (c) 왼쪽에서 7번째 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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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40 cm/hr의 속도로 움직이는 IBAD-1 템 릿 에 증착 온도에 따른 YBCO 박막

의 XRD 패턴; (a) 780℃, (b) 810℃, (c) 830℃, (d) 860℃, (e) 890℃

(Y(tmhd)3:Ba(tmhd)2:Cu(tmhd)2 = 1:2.3:3.1,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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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32. 40 cm/hr 로 움직이는 IBAD-1 템 릿 에 증착 온도에 따른 YBCO 박막의 

SEM 표면 형상 (기  scale bar 길이 = 10㎛) ; (a) 810℃, (b) 830℃, (c) 860℃, (d) 890℃ 

(Y(tmhd)3:Ba(tmhd)2:Cu(tmhd)2 = 1:2.3:3.1,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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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증착 온도에 따른 Cu/Ba 원자비 (Y(tmhd)3:Ba(tmhd)2:Cu(tmhd)2 = 1:2.3:3.1,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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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1의 원료 조성비, 증착 압력 10 Torr, 증착 온도 860℃, 기  릴 속도 40 cm/hr, 소

스 선 속도 15 cm/min, Ar/O2 유량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의 

조건에서 IBAD-1 템 릿 에 증착된 YBCO 박막의 임계 온도는 86K을 나타내었다. 반면 임

계 류는 앞서 언 한 IBAD-1 템 릿의 특성상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780℃와 860℃에서 

증착된 YBCO 박막의 류- 압 특성을 그림 4-34에 나타내었다. 780℃의 낮은 증착 온도에서 

그림 4-31(a)와 같이 상 생성이 제 로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3 A/cm-width의 값을 

나타낸 반면 860℃의 증착 온도에서 만들어진 YBCO 박막은 매우 낮은 임계 류 값을 보이

고 있다. XRD 상으로는 c-축 배향으로 박막이 잘 성장하 으나 버퍼층과 YBCO 박막 사이 

계면간 문제로 기  성질이 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부터 속 기 내 버퍼층의 안정

성과 역할이 무척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4 에서의 결과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YBCO 장선재용 MOCVD 장비를 설계, 제작하

으며 증착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 다. 먼  장치 구축에 한 상세한 언 이 있었고 단선재용 

load-lock 쳄버를 이용하여 MgO, STO와 같은 단결정 기 과 IBAD, CYC, YYC 템 릿 에 

YBCO 박막의 증착 조건 실험을 행하 다. 주로 원료 소스 몰비, 증착 온도의 조건을 바꾸어 

가며 증착을 시도하 으며 STO 기  에 최 의 증착 조건에서 100 A/cm-width 이상의 임

계 류를 나타내었다. 단선재 기 의 정지한 상태로 실험하여 얻은 증착 조건을 장선재 실험

을 한 기본 데이타로 활용하 다. 장선재 실험을 하기  균일성 테스트를 행하 으며 5 cm 

폭에서 동일한 상 생성을 확인하 다. Reel-to-reel 쳄버를 사용하여 SS 테이  에 단선재 

템 릿을 붙여 일정 속도로 움직여 가며 증착 실험을 행하 다. 

템 릿의 버퍼층이 MOCVD 공정의 비교  높은 증착 온도에서 견디느냐가 요 건으로 

떠올랐다. 즉, 템 릿의 종류에 따라 최  공정 조건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오히려 

상 생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온에서 상 으로 높은 임계 류를 나타내었고 c-축으로 

잘 배향된 높은 온도에서는 Ic 값이 낮게 나왔다. 그 원인을 아직 확실히 모르겠으나 계면간의 

반응 는 확산일 가능성이 있으며 안정 인 버퍼층의 공 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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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IBAD-1 템 릿 (폭 4 mm) 에 증착 온도 (a) 780℃ (b) 860℃에서 증착된 

YBCO 박막의 류- 압 특성 (Y(tmhd)3:Ba(tmhd)2:Cu(tmhd)2 = 1:2.3:3.1, 증착 압력 10 Torr, 

소스 선 속도 15 cm/min, Ar/O2 = 800/800 (sccm), 소스 증발부/운반부 온도 = 300/320℃, 기

 릴 속도 40 c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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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단계 3차년의 연구목표는 아래에 정리한 표에 잘 나타나 있다. Jc = 0.2 MA/cm
2, 길이 1 

meter인 coated conductor를 MOCVD 공정으로 제조함을 본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 다.

최 종 목 표
YBCO coated conductor 개발

(길이 수 m , Jc = 0.2 MA/cm
2
)

1 차년도

- MOCVD 간완충층/ 도층 증착조건 확립

- MOCVD용 원료물질 합성조건 확립

- MOCVD 증착장치설계

- MOD 신제조공정 연구 (LaAlO3 단결정 기 )

2 차년도

- 수 cm  YBCO 도 coated conductor 제조조건 확립

(Jc = 0.2 MA/cm
2
)

- MOCVD용 원료 안정화 연구

_ MOCVD 원료공 부/반응부설계 

- MOD 공정변수 확립 (LaAlO3와 Ni 기 )  미세조직평가

기술 확보

3 차년도

- 수 m  도 YBCO coated conductor 제조기술 확립

- 1 m  도 선재에서 Jc = 0.2 MA/cm
2

- 도 원료 합성기술 확보

- MOCVD 장선제조 증착장비 개발

- MOD 신공정기술 확립(Ni 완충층 기 사용, Jc = 0.2 

MA/cm2)

제 2 세  고온 도 박막선재(coated conductor)를 제조하기 해 량생산이 가능하고 

증착효율이 우수한 유기화학증착법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MOCVD) 공정을 선택하 다. 박막선재 제조공정은 집합조직을 갖는 니 속기  제작, 속

기 에 확산방지를 한 완충층 증착, 완충층 에 도층의 증착을 포함한다.  FCC 구조

로 집합조직이 잘 발달하는 니 을 재료로 선택하여 모재료를 분말합 법으로 제조한 후 성형, 

소결, 냉간가공, 재결정열처리 공정으로 100 마이크론 이하 두께의 테이 를 제작하 다. 우수

한 집합도를 갖는 니 기 을 제작하는 공정은 분말법으로 기 로 하여 확립하 다. 이미 속

기 의 집합도 생성기술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정을 개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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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니 기  제작에 련해서 특허가 출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가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 2 단계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합 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합

기 재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니 기  에 증착한 완충층은 CeO2, NiO, Y-stabilized ZrO2이었다.  CeO2는 YBCO와 

격자상수차이가 기 때문에 완충층으로 자주 사용되는 재료이다. 그러나 증착두께가 두꺼워지

면 균열이 발생하여 속니 이 도층으로 확산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고자 YSZ를 확산방

지층으로 2개의 CeO2층 간에 증착하 다. 3개의 완충층 모두 MOCVD법을 이용하여 성공

으로 증착할 수 있었다. MOCVD 공정으로 증착한 완충층은 PVD 공정으로 제조한 박막과 달

리 박막이 표면에 수직한 기둥형으로 자랐고 증착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입자조 화 상이 

찰되었다. 일반 으로 박막선재의 완충층은 thermal evaporation이나 sputter와 같은 물리 인 

증착법으로 제조된다. MOCVD 공정으로 증착한 는 극히 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완충층 

증착기술은 증착속도가 빠른 장 이 있다. 아직 많은 공정변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이 

본 연구결과를 잘 활용한다면 MOCVD 공정을 새로운 완충층 개발에 효과 인 공정으로 정착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층은 MgO 단결정을 사용하여 조건을 확립한 후 SS 에 YSZ와 CeO2층이 입 진 

IBAD template를 사용하여 최종 으로 증착하 다. 도 박막의 증착은 증착온도, 산소압력, 

원료공 속도, 증착시간에 따라 달랐으며 통 특성은 박막의 두께와 질에 의존하 다. 특히 온

도가 균일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결정방 를 갖는 박막을 얻기 어려웠다. SrTiO3 단결정 기

에 증착한 도 박막의 임계 류(Ic)는 100 A/cm-width 이상이었으며, IBAD 에 증착한 

도체의 Ic는 50A/cm-width 이었다.  공정을 확립하기 해 공동연구기 인 (주) 한백은 

MOCVD 장치를 설계 제작하 으며, 한국 화학연구원은 MOCVD용 원료시약 합성에 성공하

고, 탁기 인 성균 학은 도 박막선재의 표면  계면조직, 속계 증간층 합성을 연

구하 다. 본 연구의 목표와 비교하여 박막선재의 통 특성은 100 A/cm-width 이상으로 매우 

우수하 으나 아직 장선화 목표 1 meter는 달성하지 못하 다. 이는 장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아

직 YBCO용 template 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원활한 template 공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이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MOCVD 공정에 의한 도 박막선재 제조는 미국의 IGC super 

power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의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는 IBAD와 CYC, YYC의 기 을 사용

하여  YBCO 박막을 성공 으로 증착시켜 우수한 통 특성을 달성하 다. 화학증착기술은 

면  증착이 가능하고, 증착속도가 빠르고, 안정  원료공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어 상업

으로 각 받는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MOCVD 공정

은 큰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 공정을 이용하여 박막선재의 장선화를 추진한다면 좋은 결

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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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향후의 도 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박막선재기술의 개발은 필수 이다. 도 사업

단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공정을 검토하여 1 단계에서 PVD, MOCVD, MOD 공정을 연구

한 바 있다. 2 단계에 연구의 은 박막의 장선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축 된 

기술은  장선화 연구에 활용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MOCVD 기술은 공정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정을 확립하기까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공정을 확립하게 되면 재 성 있는 결과

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단계 3년의 연구를 통해 IGC superpower에 이어 세계

에서 2번째로 MOCVD 기술로 박막선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기술은 

독자 인 반응기 설계와 공정변수의 확립을 통해 획득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2 단계 장선화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 사업단에서는 PVD와 MOD를 장선화 연구과제로 결

정하 기에 도 론티어 사업에서 MOCVD 연구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획득한 기술은 세계 으로 다른 선진연구기 의 결과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 으로 손해이다. 따라서 MOCVD 기술은 타 

연구를 통해서 지속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소의 실용화 사업이나 기업과의 공동연

구, 산자부 미래 신연구 등을 통해 도선의 장선화 연구과제를 발굴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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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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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도 력기기의 개발을 해서는 임계특성이 우수한 장선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해

서 YBCO 박막 선재 제조기술을 확보하기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3]. 그러나 우수한 특

성의 YBCO coated conductor를 제조하기 해서는 YBCO 박막 제조뿐만 아니라 우수한 집합도

를 가지는 substrate와 buffer layer의 제조기술이 선행되어야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BiTS

법을 이용하여 모과제에 우수한 집합도를 가지는 속계 substrate를 제공하기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RABiTS법은 다결정 속을 냉간압연과 재결정 열처리를 통해 배향성을 가지게 하는 

substrate 제조법으로 공정이 상압에서 진행되어 상 으로 다른 공정법에 비해 경제 이다. 

그러나 substrate로 용하기 해서는 단일 집합조직을 형성하여야 하며, 증착 물질과의 격

자상수의 불일치도와 열팽창계수 등의 차이가 작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속

으로는 Ni와 Ni계 합  그리고 Ag와 Ag계 합 이 있다. Ni, Ni계 합 은 열기계  공정을 통해 

강한 집합조직을 가지며 이로 인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강자성의 특성을 제어하

기 어렵고 도 상과의 화학  불안정성 등의 단 으로 인해 많은 간층을 증착하여야 하는 

단 이 있다. 반면에 Ag는 도 상과 화학 으로 안정하여 간층의 증착이 필요하지 않는 장

이 있다. 그러나 Ag는 낮은 층 결함에 지를 갖는 FCC계 속으로서 Ni에 비해 Ag는 강한 

단일 집합조직을 형성시키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1단계 연구에서는 강한 집합조직을 가지는 

Ni과 Ag substrate를 제조하여 모과제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한 기존의 박막 선재의 간층으로 CeO2 layer를 사용하는데 이는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

면 열응력에 의한 미세균열이 발생하고, 한 Ni에 한 확산 억제효과가 작다는 단 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께가 1000 Å 이상이 되면 미세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통해 YBCO층으로의 Ni

원자들이 확산, 침투하여 도 특성을 하시킨다. 따라서 CeO2-YSZ-CeO2의 3층 구조 는 

Y2O3-CeO2-YSZ-CeO2 등 4-5층의 복잡한 구조(architecture)로 제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

한 구조로 인해 재 성과 상업 인 응용가능성이 제한받고 있다. 앞서 기술한 단 을 해결하기 

해서는 균열(cracking)  확산방지의 특성을 가지는 Au 재료를 무 해도 법으로 증착하는 

연구와 함께 Ag를 RF sputtering과 해도 을 이용하여 구조 으로 간단한 2층 는 3층의 

template을 제조하 다. 일반 으로 무 해도 법으로 형성된 속막은 비정질이며 방향성이 

낮으나 공정변수를 조 하여 Ni substrate 에 반가폭 8-10° 내외를 갖는 Au 층을 epitaxial 

하게 성장시켰다. 한 일반 sputtering공정을 이용할 경우 증착되는 입자의 에 지가 2~30 eV

정도로 높아 Ag층이 <111> preferred orientation을 지닌 polycrystalline박막으로 증착되기 쉽

다 [4]. 한 sputtering법에서는 높은 에 지를 지닌 이온이나 성 입자가 buffer layer에 계

속하여 충돌하므로 Ag buffer layer가 epitaxial하게 증착하기가 힘들다. Evaporation방법에서도 

증착되는 입자의 에 지가 증가하면, non-epitaxial buffer layer가 증착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5]. 따라서 증착되는 입자의 에 지를 낮추어 주면 sputtering 방법에서도 substrate의 방향

성을 따르는 속 buffer layer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증착속

도가 상 으로 느린 sputtering 방법 신에 해도 법을 사용하여서 Ag를 형성시켰다. 

해도 은 sputtering공정과 달리 coating layer의 에 지가 높기 때문에 input power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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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주어 coating되는 Ag 입자들의 에 지를 감소시키며 간층의 집합조직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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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국외의 기술동향  수 : 도재료가 이용되는 분야로는 에 지, 교통, 자, 통신, 의료, 

환경  자원, 그리고 기 과학 분야 등으로 매우 범 하며, 1986년 높은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 Tc)를 가진 고온 도체가 발견된 후 그 응용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재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응용가능성과 경제 인 효과가 높은 송 선, 한류기, 모터, 변압기, 

자기분리기, 단결정 성장장치 등은 고온 도체로 체될 망이며, 이러한 도 력기기

의 개발을 하여서는 임계특성이 우수한 장선의 도 선재가 공통 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

근 화석연료의 고갈문제와 함께  심이 높아지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 력기기 개발

의 필요성이 세계 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  후반부터 고 자장 하에서 고 임계 류 도를 

가지는 YBCO 도 박막선재에 한 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표는 장척 선재에서 균일한 임계 류 도(critical current density, 

Jc)를 가지는 박막 선재의 제조이며 다양한 공정법이 연구되고 있다. 가장 활발하고 목할 만한 성

과를 보이는 미국의 경우 에 지성(DOE) 주  하에 오크릿지국립연구소(ORNL)/AMSC사와 IGC사

에서 각각 MOD, MOCVD, PLD, IBAD 공정 등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1.2 m  선

재에서 임계 류(critical current, Ic)가 118 A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ISTEC 주  하

에 소화 력(Showa), 스미토모(Sumitomo), 후지쿠라(Fujikura), 후루카와(Furukawa) 력에서 공동 

연구 에 있으며 PLD, ISD, IBAD 공정을 통하여 약 30 m의 선재에서 40 A의 통 특성을 보이는 

선재를 개발하 다. 미국 AMSC와 일본 Fujikura회사에서 개발한 수십 m  박막선재의 임계특성

을 그림 1에 나타내었으며 재 두 나라 모두 reel-to-reel 공정을 이용하여 수 km  장 선재 개

발에 력을 다하고 있다. 

국내의 기술동향  수  : 국내에서 YBCO 도 박막선재에 한 연구는 과기부( 론티어사

업) 주  하에 연구가 진행 이며 연구는 크게 PVD를 기본으로 하는 PLD와 CVD 공정을 기

본으로 하는 MOCVD, 그리고 MOD 공정에 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국

책연구소를 심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PLD 공정은 한국 기연구원, MOCVD 공정은 한국원자

력연구소, MOD공정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 에 있다. 국내의 경우 기술개발이 기단계

이기 때문에 목할만한 성과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과의 격차를 이고자 주

로 도 박막 선재의 제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표 1은 YBCO 박막선재의 국내․외 선재

개발 황에 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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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MOD와 (b) PLD에 의한 YBCO 도 박막선재의 임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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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YBCO 박막선재의 국내․외 선재개발 황 

Institution when length (m) Texture
YBCO 

deposition

Ic 

(A/cm-width)

AMSC (미국) 2003-7 10 RABiTS MOD 180

IGC (미국) 2003-7 18 IBAD MOCVD 111 

Fujikura (일본) 2003-7 100 IBAD PLD 30 

ZFW (독일) 2003-8 6.1 IBAD PLD 357

THEVA (독일) 1 ISD Evap. 60-80

KERI (한국) 2004-3 0.42 RABiTS PLD 34

KAERI (한국) 2004-3 0.01 STO MOCVD 104 

KAERI (한국) 2004-5 0.01 RABiTS MOCVD 55 

KAERI (한국) 2004-3 0.01 IBAD MOCVD 50

KIMM (한국) 2004-3 0.08 IBAD MO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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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실험 방법

1. Ni substrate 제조

재 형태의 기 시편 제조를 해 분말법과 주조법을 사용하 다. 분말법은 Aldrich 사의 

Ni-powder (99.99 %, 200 mesh) 120 g을 silicon rubber에 충진한 후  200 ㎫의 단일축 압력과 

냉간정수압에 의해  rod형태 (compact, 길이 120 ㎜, 직경 13 ㎜)로 제조하 다. 단일축 압력과 

냉간정수압에 의해 제조된 compact의 도는 각각 이론값의 55.9%와 63.2% 다. 제조된 compact

는 1100℃, Ar-4%H2 분 기에서 6시간 동안 소결하 으며, 승온  냉각속도는 300℃/hr로 하

다. 주조법은 chip 형태의 순도 99.99% Ni을 plasma arc melting법을 이용하여 1×10-3 torr의 감

압 분 기에서 용융 시켰다. 냉각 동안의 주상정(columnar)이나 수지상정(dendrite) 주조 조직의 

형성을 억제하기 하여 본 실험실에서 제조한 냉각시스템을 이용하여 랭하 으며, 시편의 크

기는 분말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조하 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된 Ni 은 2-roll 압연기를 

이용하여 양방향 인장력을 가하여 냉간 압연하 다. 압연 속도는 15 rpm으로 유지하 고 단계별 

감소율 10% 이하, 최종 감소율 99.2%로 압연하 다. 열처리 공정 변수는 첫 번째 재결정을 한 

열처리온도와 시간의 향을 살펴보기 해 400～1000℃ 범 에서 100℃ 간격으로, 1～60분 범

에서 6분 간격으로 행하여 집합조직과 미세조직을 찰하 으며 한 두 번째로 기 시편 제조

법에 따른 집합조직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600℃에서 1200℃까지 다양한 온도 범 에서 유지시

간 30분, 승온, 냉각속도 300℃/hr로 재결정 열처리를 하 다. 이때 시편의 표면 산화를 억제하기 

해 Ar-4%H2 감압 분 기에서 재결정 열처리를 진행하 다. 

열기계  공정에 의해 제조된 Ni substrate의 미세조직 분석을 해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SEM, XL-30, ESEM-FEG)을 이용하여 찰하 으며 표면 조도는 AFM(atomic force 

microscopy)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집합조직은 X-선 goniometer(BRUKER-AXS, D5005)를 이

용하여 극 도로 평가하 다. 장이 1.788965 Å인 Co-kα1 선을 사용했으며, 시료의 크기는 

1.0×1.0 ㎟이고, ω는 0∼75°,  φ는 0∼360° 범 에서 5° 간격으로 유지시간 1 로 하여 측정하 다. 

2. Ag substrate 제조

앞서 제조한 Ni substrate의 기 시편과 동일한 형태로 제조하기 해 chip 형태의 순도 

99.9% Ag를 plasma arc furnace를 이용하여 1×10
-3
 torr의 감압 분 기에서 용융시켰으며 압연 

공정은 동일하게 하여 tepe 형태로 제조하 다. 냉간 압연된 tape 형태의 Ag substrate는 2 ㎝로 

단하여 tube 로에서 600℃에서 800℃까지 다양한 온도 범 에서 유지시간 30분, 승온, 냉각속도 

100℃/h로 재결정 열처리를 하 다. 이때 시편의 표면 산화를 억제하기 해 1 × 10
-3
 torr의 감

압 분 기로 재결정 열처리를 진행하 다. 미세조직 분석과 집합조직 분석은 앞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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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Ni template 제조

무 해도 은 속이온을 수용액 상태에서 석출시키는 방법으로 기를 사용하지 않고 

매를 이용하여 목 한 속을 도 하는 방법을 말한다. Substrate는 1000℃ 재결정 열처리한 

Ni substrate를 사용하 으며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하여 NaOH + Na2PO312H2O + Na2CO3

를 사용하여 60 ℃에서 5분 간 탈지공정을 하 다. 한 15% 염산을 이용하여 10분 간 상온에

서 soft etching을 한 후 3번 수세를 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해액은 매제로 Potassium 

사용하 으며 도 액은 시안화 칼륨(KAu(CN)2)과 증류수를 사용하여 제조하 다. 도  온도 

68-72℃에서 도  시간을 15-60분으로 달리하여 제조하 다. 미세조직 분석과 집합조직 분석

은 앞서 기술한 substrate의 분석과 동일하게 하 다. 

4. Ag/Ni template 제조 

본 연구에서는 YBCO 박막의 증착에 효과 인 RABiTS 공법에 의하여 cube texture가 형

성된 Ni-3%W substrate를 사용하 다. substrate의 크기는 1㎝ × 1.5㎝ 로 단하여 사용하

다. substrate의 표면 산화층 제거  표면 거칠기를 감소시키기 하여 substrate을 화학연마 

처리하 다. substrate의 화학연마는 처리 공정으로서 탈지와 수세 처리를 하 다. 화학연마 

처리 후에는 다시 수세를 하고 마지막으로 substrate을 건조시켰다. 화학연마 처리 공정은 다

음과 같은 화학조성과 실험조건에서 행하 다. 

(1) HNO3 20 vol.%, 화학연마용 계면활성제 8 cc/L, 온도 90℃, 시간 60

(2) HNO3 20 vol.%, 화학연마용 계면활성제 8 cc/L, 온도 90℃, 시간 30

(3) HNO3 10 vol.%, 화학연마용 계면활성제 4 cc/L, 온도 90℃, 시간 360

연마 처리한 Ni-W substrate를 사용하여 Ag 간층을 형성하기 해서 RF magnetron 

sputtering 장치를 사용하 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착장치는 크게 chamber, 진공 장

치  가스 공 장치, 원 공 장치, substrate 가열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에서 보

는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 base pressure는 10
-5 
torr를 유지하 다. Chamber 내의 압력은 ion 

gauge 와 convection gauge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Ag 타겟의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해서 90  동안 pre-sputtering을 실시하 다. Ag 간층은 sputtering input 

power를 25～75 W 범 에서 변화시키며 증착시켰다. 한 해도 법을 이용하여 Ag 층을 

형성시키는 공정에서 가공에 의한 시료표면에서의 잔류응력은 정상 인 도 을 방해하므로 

1000℃에서 30 분동안 어닐링을 행한 후 표면에 있는 이물질들은 탈지공정을 거쳐 제거하 다. 

화학연마는 앞의 spputtering 증착에 사용된 시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하 다. 

도 장치는 실험용 정류기, 온도 컨트롤러, 마그네트 교반기, 석  히터, 그리고 음극과 양

극으로 구성되었다. substrate의 Ag 도 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세, 탈지, 화학연마를 

행한 후 표의 조성에서 행하 다. Ag 간층은 정류기의 input power와 도  시간을 변화시키

며 제조하 으며 기도 에 사용한 정류기는 山本사의 헐셀 실험용 실리콘정류기를 사용하

으며, 양극은 스테인 스 316, 음극은 스테인 스 316을 마스킹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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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증착 chamber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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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puttering 실험조건

base pressure 5.3×10
-5
Torr

sputtering gas 99.9999% Ar gas

gas flow rate 20 sccm

working pressure 10 mTorr

RF power 25～75 W

substrate Ni-3%W

substrate to target distance 5 cm

working time 1～4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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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lectroplating experimental conditions

산   세 HNO3 20 % vol 상온 3min

탈   지
NAOH 20g/L 60℃ 3min 탈지용 계면활성

제 10cc/L

화학연마
HNO3 20 % vol 90℃ 1min 연마용 계

면활성제 8 cc/L

연마후처리 NaOH 20 g/L  상온 1min

산   세 HNO3 20 % vol 상온 3min

은 도 
AgCN 37.5 g/L(Ag 30 g/L) 30℃

NaCN 60 g/L  K2CO3  60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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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험 결과

1. Ni substrate

분말법에서 기 압력의 향을 평가하기 해서 단일축 압력과 냉간정수압을 가하여 제조

된 substrate에 한 극 도를 측정하 다. 그림 3은 1000℃에서 1분 동안 재결정 열처리한 

substrate의 (111), (200), (220) 극 도인데 단일축 압력에 의해 제조한 substrate은 그림 

3(a)-(c)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111) pole의 칭성이 떨어지며 cube 집합조직이 명확히 

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냉간정수압에 의해 제조한 substrate은 상 으로 우수한 집합조직을 

나타내어 단일축 압력에 의한 것보다 냉간정수압에 의해 제조된 substrate에서 더 강한 집합조

직이 발달됨을 보여 다. 이것은 분말법으로 기시편 제조 시 성형체의 균일성과 도가 최종 

substrate의 집합조직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되며 이는 냉간정수압으로 기시편을 

제조할 시에 성형체가 유체에 의해 균일한 압력을 받으므로 분말의 흐름(powder flow)이 향상

되며 상 으로 좁은 도구배(density gradient)를 가지므로 그 결과 압연과 재결정 열처리를 

통해 substrate의 집합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4는 냉간정수압을 이용하여 제조된 substrate에서 재결정 열처리 온도를 (a) 400℃, 

(b) 500℃, (c) 800℃로 달리하여  열처리한 시편의 극 도를 나타내었다. 400℃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 XRD pattern에서는 (l00)의 회 선 이외에 (220), (311)의 회 선이 찰되었으며, 

그림 4(a)의 극 도에서는 잔존하고 있는 변형 집합조직과 재결정 집합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찰할 수 있다. 많은 양의 냉간가공으로 인해 발생한 내부응력이 재결정의 구동력으로 

작용하여 비교  낮은 온도에서 재결정이 시작되어 50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편들의 

극 도에서는 형 인 cube 집합조직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각 온도별 시편의 극 도를 통

하여 in-plane과 out-of-plane의 반가폭을 측정한 결과 in-plane과 out-of-plane의 반가폭 모두 

9～10o 범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500℃ 이상의 온도에서는 온도의 증가에 따른 집합도 변화

는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5는 (a) 400℃, (b) 600℃, (c) 800℃, (d) 900℃에서 각각 재결정 열처리한 Ni 

substrate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결정립의 크기는 45～70 ㎛ 정도 으며 온도 변화에 따라 결

정립 크기 변화는 20 ㎛ 내외로 측정되어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국부 인 집합도를 악하기 

하여 냉간정수압을 이용하여 제조된 시료를 1000℃에서 1분 동안 재결정 열처리 후 EBSD를 

이용하여 집합도를 정량화하 다. 그림 6(a)의 SEM 사진은 형 인 재결정 미세구조를 보이

고 있으며 그림 6(b)는 그림 6(a)의 misorientation-angle mapping이다. 밝은 선으로 표시된 부

분은 경각입계를 가리키며 화살표로 표시된 어두운 선은 15
o
보다 큰 고경각입계들이다. 결정

립들의 99%가 경각입계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곧 substrate의 역에 걸쳐 강한 cube 집합

조직이 형성되어 substrate로서의 용이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두 번째로 기 시편 제조방법에 따른 집합조직과 미세조직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기 

시편을 냉간정수압을 이용한 분말법과 주조법으로 제조하여 재결정 열처리 온도에 따른 집합조

직과 미세조직을 분석하 다. 그림 7(a)와 (b)는 분말법과 주조법으로 제조한 기 시편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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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 단일축 가압 방식(a)-(c)과 냉간 정수압 방식(d)-(f)으로 제조된 니  기 의 (111), 

(200), (220) 극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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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a) 400℃, (b) 500℃, (c) 800℃에서 1분간 재결정 열처리된 니 기 의 (111), (200), 

(220) 극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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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400℃, (b) 600℃, (c) 800℃, (d) 900℃에서 재결정 열처리된 니 기 의 미세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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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m
  

 

(a)                                   (b)

그림 6. 냉간 정수압 방식으로 제조 후 1분간 재결정 열처리한 니  기 의 (a) SEM 사진, 

(b) 결정립 경계의 방향 불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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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7. (a) 소결처리한 성형체, (b) 주조체, 기시편을 (c) P/M 법으로 제조된 압연 substrate

와 (d) 주조법으로 제조된 압연 substrate의 길이방향의 미세조직 사진



- 199 -

방향의 단면 미세조직이다. 소결 처리한 성형체의 단면의 결정립은 주조체의  결정립에 비해 히 

작았으며 우선방 를 가지지는 않았다. 반면 주조체는 그림 7(b)에서 보여지 듯 조 한 결정립이 형

성되었으며 결정립 내부에 주조조직이 성장하여 그림 7(d)에서와 같이  변형띠의 간격이 넓어졌으며 

그리고 변형띠의 균일성이 그림 7(c)의 분말법으로 제조한 시편에 비해 하되었다.  이러한 압연 시

편의 변형띠의 차이는 기 시편의 결정립 크기와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 결정

립 크기가 작을수록 더 높은 도의 변형띠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압연 시편의 변형띠의 

도차이에 의해 분말법의 경우 상 으로 더 높은 내부에 지를 가지게 되어 강한 cube 집합조직을 

가지는 재결정 열처리 온도가 주조법에 비해 상 으로 낮을 것으로 단된다. 

기 시편과 압연 시편의 미세조직 차이에 의한 압연 후와 재결정 열처리 후의 집합조직의 차이

를 살펴보기 하여 그림 8에 (111) 극 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8(a)와 (b)는 압연 후의 변형집합조

직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말법으로 제조한 시편의 경우에는 형 인 tube type의 brass deformation 

집합조직 [6]이 찰되었다. 이러한 집합조직은 재결정 열처리 후에 강한 cube 집합조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집합조직으로 분말법이 경우에는 극의 칭성이 우수하 으나 반면에 주조법으로 제조한 시

편의 경우에는 brass deformation 집합조직 이외의 다른 집합 성분 (texture component)이 존재하며 

칭성도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조법의 경우에는 본 실험에서 주조조직의 형성을 최소화하기 

해 용융 후 랭하여 미세조직을 제어하 으나 그림 7(b)에서 나타나듯이 주상정이나 수지상 주조

조직이 부분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이러한 주조조직이 압연 공정 동안 압연 조직 형성

에 악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그림 8(c-d)은 800℃에서 재결정 열처리한 시편의 극 도인데 

기 시편 제조법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강한 cube 집합조직이 형성되었다. 분말법의 경우에는 

in-plane과 out-of-planed의 반가폭이 각각 10.05°, 10.42°로 측정되었고 분말법의 경우에는 10.15°, 

13.40°로 측정되었다. In- plane의 집합조직은 큰 차이 없이 우수하 으나 out-of-plane의 경우에는 

분말법의 경우가 주조법의 경우에 비해 다소 우수하 다. 그러나 1000℃로 재결정 열처리를 한 경우

에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찰되었다. 주조법은 in-plane과 out-of-plane의 반가폭이 각각 11.84°, 

11.50°로 하하 으며 이와 함께 twin 집합조직 성분인 (221)<221> [7]이 찰되었으나 분말법의 

경우에는 in-plane과 out-of-plane의 반가폭이 10.38°, 10.75°로 집합조직의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말법의 경우에도 1200℃재결정 열처리 온도에서는 twin집합조직이 찰되었다. 이러한 결

과로 분말법이 주조법으로 제조한 시편에 비해 cube 집합조직의 형성 온도 범 가 넓은 것으로 단

된다.

그림 9는 800℃, 1000℃로 재결정 열처리한 시편의 ab면에서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분말법의 경우

에 결정립 크기는 각각 26.66 ㎛, 48.07 ㎛이었으며, 주조법의 경우에는 56.16 ㎛, 108.51 ㎛ 로 측정

되었다. 분말법의 경우가 주조법의 경우에 비해 동일한 열처리 온도에서 결정립 크기가 상 으로 

미세하 는데, 이는ꡐvariation inhibition theoryꡑ[8]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압연/압출 후 형성되는 

변형띠의 길이방향을 따라 재결정 결정립이 plate 형태로 성장하는데 기 시편의 크기가 미세한 경

우 압연한 후 형성되는 변형띠의 간격이 좁아서 재결정 열처리 시 두께 방향으로의 결정립 성장을 

하시킨다. 따라서 동일한 열처리 조건(온도, 유지시간)에서도 변형띠의 간격이 좁은 분말법의 경우

에 재결정 결정립의 성장이 주조법에 비해 미진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10은 100×100 ㎛
2 
역에서의 atomic force microscopy (AFM) image이다. 그림 10(a)와 (b)는 

분말법과 주조법의 800℃에서 재결정 열처리 한 시편의 profile이다. RMS값은 각각 11.16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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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PF 111

   

Measured PF 111

(a)                  (b)
Measured PF 111

   

Measured PF 111

(c)                   (d)
Measured PF 111

   

Measured PF 111

(c)                   (d)

그림 8. 기시편을 (a) 분말법(P/M)과 (b) 주조법(PAM)으로 제조한 압연 substrate, (c) 80

0℃(P/M), (d) 800℃(PAM), (e) 1000℃(P/M), (f) 1000℃ (PAM)에서 열처리한 substrate의 

(111) 극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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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9.  (a) 800℃(P/M), (b) 800℃(PAM)에서 재결정 열처리한 substrate와 (c) 1000℃(P/M), 

(d) 1000℃(PAM)의 ab 면의 미세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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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0. 표면조도를 나타내는 AFM profile

   



- 203 -

1000℃에서는 27.09 ㎚, 29.11 ㎚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표면조도는 기 시편의 도와 압연 

시편의 미세조직의 차이에 의해 변화한 것으로 단되며 800℃시편의 경우, 분말법이 주조법에 

비해 높은 RMS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기 시편 내부의 공공이 재결정 열처리 시 외부로 확산 

이동하여 표면을 통해 제거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000℃에서 재결정 열처리 한 시편

의 경우에 주조법의 RMS값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결정립의 조 화와 함께 thermal grooving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정립계의 폭은 2.45 ㎛, 깊이는 0.10 ㎛ 로 측정된 반면에 주조법으로 제

조한 시편은 3.01 ㎛, 0.116 ㎛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9의 미세조직 찰 결과와도 

유사하 다. 이러한 thermal grooving은 간층의 증착이나 도 박막 증착 시 악 향을 미

칠 것으로 단된다. 분말법과 주조법으로 기 비체를 제조 시의 미세조직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압연 공정 후에도 substrate의 내부에 지 차이를 발생시켜 재결정 온도변화에 따른 집

합조직과 미세조직의 변화 양상이 상이하 다. 따라서 박막 선재용 substrate의 제조를 해서

는 압연 공정 변수 제어와 함께 기 비체의 미세조직 제어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2. Ag substrate 

그림 11은 Ag 주조체에서 길이 방향의 단면 학 미경 사진이다. 미세조직이 균일하며 용

융 후 냉한 시편은 냉각 동안 주조조직(columnar 는 dendrite)의 형성과 결정립 성장이 억

제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용융 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냉한 결과로 단된다. 일반 으로 

주조체가 가지는 형 인 columnar 조직이나 표면에서 심부로 형성되는 dendrite 조직은 

압연이나 열처리 동안 집합조직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균일하고 미세한 등축정이 형성

된 주조체는 substrate에서 강한 집합조직을 형성시키는데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2는 (a) 압연 시편, (b) 600℃, (c) 750℃ 그리고 (d) 800℃로 열처리한 substrate의 ab

면(top view)에서의 학 미경 사진이다. 그림 12(a)는 압연 방향으로 평행하게 연신된 결정

립과 변형띠가 찰되며, 일반 으로 변형띠는 집합조직 형성에 있어 핵생성 부분으로 작용한

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에서 보았을 때 substrate에 있어 균일하고 압연 방향에 평행한 

변형띠는 재결정 열처리 동안 균일하고 강한 집합조직이 형성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림 12(b)와 (c) 그리고 (d)는 열처리 후의 재결정된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재결정 열처

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립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결정립 크기는 600℃

와 750℃ 그리고 800℃ substrate에 있어 각각 8.6 ㎛, 18.4 ㎛ 그리고 23.7 ㎛로 측정되었다. 

한 재결정 열처리 온도가 800℃인 substrate에서는 결정립 크기의 불균일도가 증가하 으며 

annealing 정이 찰되었는데 이는 단일 집합조직 형성에 악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재결정 열처리 온도와 집합조직 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해 (a) 압연한 substrate와 (b) 600℃, 

(c) 750℃ 그리고 (d) 800℃에서 재결정 열처리 한 substrate의 (111) XRD pole figure를 그림 13에 나

타내었다. 반 으로 모든 시편에서 pole의 칭성이 우수하게 나타나며, 이는 압연 공정 시 시편에 

일정한 인장력을 가하여 시편의  역이 균일하게 변형된 결과로 단된다. 압연한 substrate에서는 

FCC 속을 압연할 때 나타나는 형 인 brass 변형 집합조직이 형성되었음을 찰할 수 있다. 그림 

13 (b), (c) 그리고 (d)는 재결정 열처리 후의 극 도로서  {110}<110> 집합조직(major texture)이 강

하게 나타나며 한 국부 역에서 약한 {110}<112> 집합조직(minor texture)이 혼재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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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g 기 시편의 길이 방향 단면 SEM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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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2. (a) 압연한 시편, (b) 600℃, (c) 750℃, 그리고 (d) 800℃에서 재결정 열처리한 시편의 

ab면에서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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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3. (a) 압연한 시편, (b) 600℃, (c) 750℃ 그리고 (d) 800℃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111) 극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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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600℃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에는 압연 공정 동안 형성된 brass 변형 집합조직이 열

처리 후에도 잔존함으로 인해 {110}<112> 집합조직이 잔류하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반면에 750℃

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에는 600℃에서 열처리한 시편에 비해 {110}<110> 집합조직이 강하게 발

달하고 {110}<112> 집합조직은 상 으로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110}<110> 집합조직은 다른 집합조직에 비해 우세하게 발달함을 알 수 있었다 [9-10]. 

이는 집합조직 형성 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110}<110>를 가진 결정립이 주변에 소량 남아 있

는 {110}<112>를 가진 결정립보다 우선 성장하여 이러한 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열처리 

온도가 800℃까지 증가함에 따라 {110}<110> 집합조직의 (110)극의 칭성은 더욱 향상되었고 한 

{110}<112> 집합조직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110}<112> 집합조직은 Ag에 있어서 

annealing 정이 발생함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그림12(d)에서 찰된 annealing 정의 형

성과 연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극 도로부터 (110) 극의 반가폭을 측정하 으며, 600℃에서 열처리한 substrate의 반가폭은 2.8°, 

750℃ 시편은 10.1° 그리고 800℃ 시편은 10.8°로서 700-800℃에서 집합도의 정도가 더 우수하게 발

달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으로 Ag는 압연과 재결정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다양한 {110}<uvw> 

집합조직이 형성되는데 Wang 그룹 [11]은 {110}<112>, Suo 그룹 [9]은 {100}<001>, Wells 그룹 

[10]은 {110}<110> 집합조직이 형성되었음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110}<110> 집합조직이 형

성된 것으로 찰되며 이는 Wells 그룹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다양한 열기계  공정 변수 제어

를 통한 Ag 집합조직과 그 형성 기구에 한 자세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14는 substrate의 50×50 ㎛
2
 역의 AFM(atomic force microscope) image이다. 그림 14(a)

는 재결정 열처리 의 시편, (b-d)는 각각 재결정 열처리 온도 600℃, 750℃, 800℃인 시편의 표면

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 조도의 상 인 평가를 해 (c)와 (d)의substrate에서 결정립의 크기가 

AFM 측정 범 와 유사한 경우 triple junction을 포함한 역을 측정하 다. 표면 연마를 하지 않은 

압연 substrate의 표면 조도는 RMS roughness가 20.9 ㎚로 측정이 되었다. 이는 기 압연 시 불순

물의 혼입을 최소화하 고,압연 롤의 표면이 미려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600℃, 750℃, 그리고 80

0℃에서 열처리한 substrate의 표면 조도는 각각 48.0, 46.5 그리고 39.2 ㎚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기

존의 타 연구의 결과에 비해 우수한 표면 조도를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재결정 열처리를 한 

substrate의 경우 압연 substrate에 비해 약 2배정도 표면 조도가 증가하 는데 이는 열처리 동안 원

자의 표면 확산에 의한 결정립의 thermal  grooving 상과 연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600℃의 

substrate인 경우 RMS roughness가 높은 값을 갖는 이유는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서 많은 결정립계

(grain boundary)가 측정 역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800℃의 substrate인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결정립 성장으로 인하여 측정 범 에서 결정립계 역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각 substrate에 있어 결정립계의 폭과 깊이를 측정하 다. 600℃에서 열처

리한 시편의 경우 평균 인 결정립계의 폭은 1.76 ㎛, 깊이는 0.083 ㎛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값은 열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750℃의 시편은 폭과 깊이가 각각 3.47 

㎛, 0.26 ㎛ 이었고, 800℃이 시편인 경우에는 4.48 ㎛, 0.27 ㎛로 측정되어 thermal grooving이 격히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thermal grooving은 열처리 온도나 시간이 증가할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thermal grooving은 도나 간층 증착 시 균일한 막 형성을 해

하고 한 도 박막에 있어 weak-link로 작용하여 국부 인 임계 류 도의 하를 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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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4. (a) 압연한 시편, (b) 600℃, (c) 750℃ 그리고 (d) 800℃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표면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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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800℃에서 재결정 열처리한 substrate의 표면에 있어 결정립의 내부에 facet과 

annealing 정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facet의 형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데 Stranski-Krastanov type 기구 [12]와 연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내부의 

Ag 원자들이 열처리 시 표면으로 이동하고 한 폭발 으로 step이나 kink step과 결합하여 표

면에 요철 등이 발생하는 기구에 의 해 이러한 facet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면에서 형

성되는 thermal grooving이나 facet 그리고 annealing 정 등과 같은 결함들은 앞서 언 하

듯이 도 박막의 강한 집합조직 형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600℃부터 800℃까지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substrate의 집합조직은 발달하 으나 

thermal grooving이나 facet과 같은 표면 결함들 한 증가하 다. 도 박막용 substrate는 

강한 집합조직, 우수한 표면 조도 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700-800℃의 온도 범 에서 열처리 

온도와 시간 공정변수를 세분화하여 최  조건을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Au/Ni template

도  시간을 30-60분으로 도 층의 두께제어와 함께 집합조직을 변화시켰다. 그림 16(a)-(c)

은 도  시간이 각각 15, 30, 60분인 template의 극 도이다. 도 시간이 15 분인 경우의 

template에서는 cube 집합조직이 미약하게 발달하 으며 이는 도  시간이 상 으로 작아서 

강한 집합조직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일반 으로 무 해도 을 한 경우에는 

amorphous 형태로 Au 층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 인데 본 연구에서는 Ni substrate의 집합조직

을 따라 epitaxial한 Au 층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  시간이 15분인 경우에는 

상 으로 도 층이 일정 두께만큼 형성되지 못하여 집합조직 발달이 미약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도  시간을 30분과 60분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in-plane과 out-of-plane의 반가폭이 

8°내외로 강한 집합조직이 형성되어 도  공정이 진행될수록 집합조직이 더욱 발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한 (001)<100>집합조직이 형성되었으나 minor한 (111)<110>

집합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것은 처리 시 용액의 불균일성이나 혹은 도  온

도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단되어진다.

그림 17은 30분 도  시편의 표면조도를 AFM을 이용하여 측정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여

지듯이 Ni substrate의 grain boundary depth가 800 Å로 측정되었으나 도  후에는 160 Å로 

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Au/Ni template은 새로운 구조의 

도 박막 선재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에 열  안정성에 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4. Ag/Ni template

일반 으로 속substrate 에 sputtering을 통해 방향성을 갖는 코 층 형성은 low power

에서 증착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스 터링 조건은 표 1에서와 같

이 RF power를 25, 50 그리고 75 W로 변화시키며 Ag를 증착하 다. 그림 18은 10 mTorr의 

압력에서 각각 25 W, 50 W, 75 W에서 증착한 시료의 표면조직을 나타냈다. Sputter의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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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800℃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facet과 정의 SEM 미세조직



- 211 -

Measured PF 111 Measured PF 200 Measured PF 220

(a)
Measured PF 111 Measured PF 200 Measured PF 220

(b)
Measured PF 200 Measured PF 220 Measured PF 220

(c)

그림 16. 도  시간이 (a) 15분, (b) 30분, (c) 60분인 template의 극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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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7. (a) 1000℃에서 재결정 열처리한 Ni의 표면 조도와 (b) 30분 도  시편의 AFM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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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0 mTorr의 압력에서 각각 25 W, 50 W, 75 W에서 증착한 시료의 표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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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가 증가할수록 입자들의 크기가 증가하고 한 크기가 불균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75W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자들이 구형으로 뭉치는 것이 찰되었다. 이는 

power가 증가함에 따라 atomic mobility가 증가하고, 이것이 입자의 성장을 더욱 향상시킨 것

으로 생각된다. Ag 간층의 표면 roughness는 AFM 사용하여 찰하 다. 

그림 19의 (a)와 (b)에서는 substrate의 화학연마 처리 과 후의 표면상태에 50W에서 RF 

sputtering한 시료의 표면거칠기를 나타냈다. (c)의 경우에는 화학연마 처리를 하지 않은 

substrate 에 input power를 75 W로 증가시켜 Ag를 증착한 표면을 나타냈다. 화학연마처리

가 되지 않은 substrate에 50 W를 가한 경우 (a)에는 입자들이 체 으로 둥근 형상으로 증

착된 반면에, 화학연마 처리를 한 후 Ag를 증착한 경우에는 (b)에서처럼 입자들이 덩어리지면

서 증착이 된 것이 찰되었다. 이것은 substrate을 화학연마 처리함으로서 substrate의 표면의 

산화층  이물질들이 제거되고 거칠기가 감소함으로서 Ag가 substrate과의 계면에서 wetting

이 보다 잘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Input power를 50 W에서 75 W로 증가시킨 경

우, (c)에서처럼 입자들의 크기가 체 으로 균일하지 못하고 한 표면 roughness가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은 각 조건에서의 Ag 증착층의 표면 RMS 값을 나타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학연마  시료의 RMS 평균과 최  값이 각각 78 ㎚와 610 ㎚ 로 나

타났고, 화학연마 처리를 한 후에는 RMS값이 각각 81 ㎚와 573 ㎚로 약간 향상되었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power가 75 W로 증가된 경우에는 증착층의 RMS값은 평균 92 ㎚와 

최  959 ㎚로 앞의 50 W의 경우에 비하여 roughness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F power를 증가하면 원자들의 에 지가 커지고 결과 으로 표면의 roughness가 증가되는 것

으로 단된다. 

Ag 증착층의 구조  방향성은 XR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X-ray는 Rigaku사에서 제작

한 D/MAX-RC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본 실험에서 Ag 증착층의 방향성 평가는 Ag 증착시 

발생하는 Ag의 preferred 방향인 (111) 방향에 한 Ni-W substrate의 이축배향 방향인 (200) 

상  회  비율로 평가하 다. 즉, 2θ=44.505
0
에서 회 하는 (111)의 회 강도와 2θ=51.844

0
에

서 회 하는 (200)의 회 강도 간의 비를 통해 방향성을 평가하 다. 일반 으로 FCC metal의 

경우에는 (111) plane의 표면 에 지가 낮기 때문에 Ag 박막도 substrate과 방향성 등의 향

이 없다면 (111) prefrered orientation으로 성장된다. 일반 인 power 상태에서 sputtering 법

으로 증착한 경우에는 증착층이 (111) preferred orientation을 나타낸다고 보고 되고 있다 

[13-16].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input power를 감소시켜 Ag를 증착시킴으로서 substrate의 이

축 배향방향인 (200) preferred orientation으로의 성장경향을 증가시켰다. 그림 21의 (a), (b), 

(c)는 각 조건에서의 XRD 결과이며, (d)는 25 W, 50 W, 100 W 조건에서 (111) plane과 (200) 

plane의 회 강도 비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power가 증가할수록 (111) peak의 intensity가 

(200)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이는 power가 증가할수록 증착되는 이온들의 충돌이 

power가 낮은 상태보다 잦기 때문에 박막이 substrate의 방향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결과 으

로 표면 에 지가 낮은 (111)면으로 증착된다. (111) plane과 (200) plane의 회 강도 비는 25 

W 일때 ratio값이 1.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sputtering power를 낮춤으로서 Ag 

간층의 방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도 법을 이용하여 Ag buffer layer를 형성하 다. Sputtering 증착에서와 같이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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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RF power를 달리하여 Ag를 증착한 후의 AFM profile 

(a) Ag sputtering 50W 30min 10mTorr 화학연마 전

(b) Ag sputtering 50W 120min 10mTorr 화학연마 후

(c) Ag sputtering 75W 30min 10mTorr 화학연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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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RF power를 달리하여 Ag를 증착한 후의 RM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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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g/Ni sputtering 25W 240min (b) Ag/Ni sputtering 50W 24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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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a)--(c) RF power를 달리하여 증착한 Ag/Ni의 XRD 결과와 (d) 25 W, 50 W, 100 

W 조건에서 (111) plane과 (200) plane의 회 강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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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해도 의 input power를 2.5～7.5 mA, 도 시간은 22.5～240 min으로 변화시키며 Ag 

buffer layer의 substrate에 한 방향성을 측정 평가하 다. 그림 22는 input power와 도 시

간의 변화에 따른 Ag 코 층의 표면상태를 나타내었다. 모든 해도  실험에서는 substrate

이 화학연마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coating layer가 형성되지 않아서 모든 시료에 하여 화

학연마 처리를 하 다. 그림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input power가 2.5 mA인 경우에는 입자들

이 뭉치는 상이 찰되었고, 7.5 mA에서는 입자들이 조 화 되었다. 그러나, 5 mA에서  60 

min의 도  표면을 보면, 입자들의 크기가 비교  균질하고 체 으로 고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23과 그림 24는 XRD 결과로서 (111)과 (200)의 상  회  강도비를 보여

다. 2.5 mA의 경우 120 min에서 상 회 강도비는 0.112로 나타났고, 도 시간이 240 min으

로 증가함에 따라서 회 비가 0.230으로 증가하 다. 7.5 mA의 경우에는 22.5 min에서 상 회

비가 0.527이고, 도 시간이 45 min에서는 0.783으로 증가하 다. 이는 Ag buffer layer의 두

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 회 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두 경우에 비하여 5 

mA의 input power에서는 60 min의 경우에 상 회 비가 0.884로서 Ag buffer layer의 

substrate 방향성이 가장 향상되었다. 이는 앞의 SEM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5 mA의 코

층 표면에서 입자들의 균질성과도 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YBCO 도층은 약 800℃

에서 Ag buffer layer에 증착되므로 본 실험에서는 Ag buffer layer를 800℃에서 annealing 처

리한 후 표면특성을 AFM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그림 25는 input power와 annealing 처리에 

따른 Ag buffer layer의 표면 roughness를 AFM으로 찰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26의 (a)

와 (b)에서 보는바와 같이 input power가 2.5 mA에서는 RMS 평균  최 값이 각각 113㎚와 

1147㎚인 반면에 5.0 mA에서는 RMS 값이 각각 134 ㎚와 959 ㎚로 나타났다. Input power가 

2.5 mA에서 5.0 mA로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roughness는 다소 증가하 으나 최  roughness 

값은 감소하 다. 5.0 mA에서 코 한 시료를 800℃에서 annealing한 경우, (c)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면 RMS 값이 평균 76㎚와 최  580㎚로 annealing 의 경우에 비하여 표면 

roughness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것은 증착 후에 annealing을 통한 열에 지가 원자의 

mobility를 증가시켜 substrate의 roughness를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Annealing 조건을 

최 화시킴으로서 Ag buffer layer의 roughness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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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nput power와 도 시간의 변화에 따른 Ag 코 층의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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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input power와 도 시간의 변화에 따른 Ag/Ni의 XR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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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해도  후의 Ag IAg(200)/IAg(111) 비



- 222 -

         (a) Ag electronplating 2.5mA  120min

         (b ) Ag electorplating 5mA  120min

         (c) Ag electroplating, 5mA  60min  800℃ annealing

그림 25. Input power와 annealing 처리에 따른 Ag buffer layer의 AFM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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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Input power와 annealing 처리에 따른 Ag buffer layer의 RM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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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MOCVD 법을 이용한 도 선재에서 우수한 집합도를 갖는 속 

substrate개발과 함께 buffer layer, YBCO film의 집합도  미세조직을 정량, 정성 으로 찰

하고 기계 인 특성과 임계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측정한 데이터들로부터 공정변수, 미세조

직, 임계특성과의 연 성을 악하여 최 의 특성을 갖는 YBCO coated conductor 개발에 필

요한 정보들을 확립하여 모과제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를 한 세부연구로 (1) 

속 substrate 개발, (2) substrate, buffer layer, YBCO film의 집합도 측정법 확립  평가, 

(3) buffer layer와 YBCO film의 미세조직 찰, (3) 계면의 mismatch  불균일성의 평가, 마

지막으로 (4) 새로운 buffer layer 공정법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합조직 평가는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재료의 집합도 분석을 통해 평가 기술을 확보하 으며 반가폭 8° 내외의 우

수한 집합도를 가지는  Ni, Ag substrate를 개발하여 모과제에 제공하 다. 한 새로운 구조

의 속계 buffer layer개발을 해 해, 무 해 도 , RF sputtering 법을 이용하여 반가폭 8° 

내외의 Au, Ag buffer layer 개발을 성공하 다. 특히 Au/Ni template의 경우 강한 cube 

texture를 형성시켰으며 Ni 확산 방지 역할에 한 단 을 보완하기 한 공정 개발을 진행 

이다.  

Substrate  간층에 한 미세조직에 한 종합 인 분석은 기술 인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집합조직의 연구는 X-선 회 을 이용한 시편 체에 걸친 측정 

이외에도 EBSD를 이용하여 misorientation angle mapping과 texture mapping을 구성하여 국

부 인 집합도를 평가하고 pole-figure와 방 분포함수(ODF), 그리고 TEM을 이용하여 시편의 

종합 인 특성 악이 가능하므로 박막 층간의 결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측정법 한 

정 성과 장단 들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도 선재 뿐 아니라 다층 박막을 갖는 자부

품의 신뢰도 측정에도 축척된 기술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225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수행한 Ni  Ag substrate의 제조는 RABiTS 방법으로 제조되는 제2세  선

도선재(second generation coated conductor)에 공통 으로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즉,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 MOCVD, MOD, PLD 공정법 등으로 제조되는 선재

에 substrate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재 개발된 substrate의 집합조직 특성은 우수한 편이며 

장선에서의 표면상태가 더 향상된다면 향후 국내외 도시장에 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언 하 듯이 재 간층으로 제조되고 있는 재료로는 CeO2, YSZ, MgO, 

SrTiO3 BaZrO3, Y2O3 등이 있으며 이 에서 CeO2와 YSZ 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두께에 

따른 균일성이나 상호확산(interdiffusion)의 단 으로 인해 주로 CeO2-YSZ-CeO2의 3층 구조 

는 Y2O3-CeO2-YSZ-CeO2 등 4-5층의 복잡한 구조(architecture)로 제조되고 있어 재 성과 

상업 인 응용가능성이 제한받고 있다. 그러므로 Ag substrate  Au  Ag 속계열을 이용

한 간층 개발은 간단한 구조를 갖는 도체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제조

공정과 기 약품의 제조법 등이 이미 특허 출원되어 있으므로 국제특허에 향을 받지 않는 

독자 이고 간단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 선재에 한 기 연구로써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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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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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효율이 우수한 유기화학증착법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 

MOCVD) 공정을 선택하 다. 박막선재 제조공정은 집합조직을 갖는 니 속기  제작,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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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MOCVD 공정으로 증착한 완충층은 PVD 공정으로 제조한 박막과 달리 박막이 

표면에 수직한 기둥형으로 자랐고 증착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입자조 화 상이 찰되었다. 

도층은 MgO, SrTiO3 단결정 기 을 사용하여 조건을 확립한 후 SUS 에 YSZ와 CeO2

층이 입 진 IBAD template를 사용하여 최종 으로 증착하 다. 도 박막의 증착은 원료

소스몰비, 증착온도, 산소분압, 원료공 속도, 증착시간에 따라 달랐으며 통  특성은 박막의 

두께와 질에 의존하 다. SrTiO 단결정 기  에 증착한 도 박막의 임계 류(Ic)는 100 

A/cm-width 이었다.  공정을 확립하기 해 공동연구기 인 (주) 한백은 MOCVD 장치를 

설계제작하 으며, 한국 화학연구원은 MOCVD용 원료시약 합성에 성공하 고, 탁기 인 성

균 학은 도 박막선재의 표면  계면조직, 속계 증감층 합성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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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fabricate the second generation superconductor wire, cated conductor, we selected 

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which is commercially available 

and whose growth rate is very high. The first buffer layer CeO2 was successfully 

deposited on the Ni tape. The thick Y-stabilized ZrO2 later was thus inserted between two 

CeO2 layers by MOCVD method. The c-axis growth of the first CeO2 the inserted YSZ 

and top CeO2 layer was achieved by optimized the deposition condition for the three 

buffers.

  It was found that the YBCO deposition was fairly dependant on the deposition 

temperature, time, oxygen partial pressure, amount of the source supplied. Especially the 

thickness of the YBCO films was linearly dependant on the deposition temperature and 

time, but current properties was not linearly dependant on the film thickness. The critical 

current (Ic) of the YBCO film grown on SrTiO3 and IBAD template were over 100 

A/cm-width and 50 A/cm-width at 77 K and 1 field. To establish the MOCVD process, 

collaboration work with several organization wa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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