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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능성물질 연구실
권 용 성
연구실 개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양자기능성물질 연구실은 최근에 발견된 철
계 고온 초전도체의 단결정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얻어진 단결정을 이용하여 자기장 및 압력 하에서 고온 초전
도체의 특성에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원적외 분광법을 이용한 초
전도 갭의 특성 연구를 통하여 고온 초전도체의 메커니즘을 실험적
으로 밝혀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
1911년 오네스(H. K. Onnes)에 의해 발견된 초전도 현상은

그림 1. 양자기능성물질 연구실 구성원 (연구실 홈페이지 http://qfm.dgist.ac.kr).

물질의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 현상
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1957년이 되어서야 BCS 이론이 나옴

분자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으로써 해결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초전도 현상은 30 K 이
상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고 예견되었으나, 1986년 구리산화물
초전도체의 발견으로 130 K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2008년에는 강자성 물질인 철이 화합물을 이
루면서 56 K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견은 초전도 현상이 자성체에서도 나타나는 매우 획
기적인 사건이었다. 본 연구실은 이러한 철계 고온 초전도체
의 단결정을 이용한 고온 초전도체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질의 LiFeAs 초전도체 단결정을 성장시
켰으며, K(potassium)이 도핑된 BaFe2As2계 초전도체에서 준
-갭(pseudo-gap)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렸다. 현재는
2012년에 새롭게 알려진 초전도체인 CaPtAs(FeAs) 10-3-8계
의 단결정 성장에 성공하여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국의
에임스 연구소 및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1. 초전도체의 단결정 성장연구
최근에 발견된 철계 고온 초전도체는 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비소는 독극물이면서 상압에서 액체상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원소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원소를 이용한 단
결정 성장방법은 매우 까다롭지만, 본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차
폐된 브리지만(Closed Bridgemann) 단결정 성장방법은 비소
화합물의 단결정 성장을 위해서는 매우 안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양질의 단결정 성장이 가능한 특화된 단결정 성장방법
이다. 본 연구실에서 성장시킨 대표적인 철계 고온 초전도체인
LiFeAs 단결정을 이용하여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국의
에임스 연구소 및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분자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많은 연구결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성장시킨 단결정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연구소들과 공
동으로 연구 성과를 이루어낸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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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장 내에서 초전도의 특성연구
초전도체는 외부자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초전도 전이온도
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초전도체가 반자성 물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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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 based single crystals by Bridgemann method

그림 2. 단결정 성장장치 및 철계 고온 초전도체 단결정들.

그림 4. 자기적 특성 실험장치(SQUID-VSM)와 헬륨액화기.
그림 3. 압력 및 자기장 하에서 전기적 특성 측정 실험장치.

때문인데, 이 특성을 이용해서 초전도체의 기본적인 물리량
들을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Hc1으로
알려진 저임계장(lower critical field)을 비롯해서 결맞음 길
이(coherence length)이다. 한 예로 본 연구실에 성장시킨
LiFeAs 초전도체 단결정의 자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위에서 언
급한 물리량들뿐만 아니라, 초전도 갭의 특성 및 결맞음 길이
의 3차원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것은 철계 고온 초전도체의
단결정 성장 및 자기적 특성 실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이다.
3. 압력 하에서의 초전도의 특성 연구
철계 고온 초전도체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초전도 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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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크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철계 초전도체에는 다양하게
명명된 초전도체 군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11, 122, 111,
1111이라 불리며, 각각은 FeSe, Ba(K,Co)Fe2As2, Li(Na)FeAs,
ReFeAsO(F)와 같은 물질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군에 따라서
압력과 초전도 전이온도의 상그림(phase diagram)이 다른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본 연구실이 연구하고 있는
CaPtAs(FeAs) 10-3-8계의 초전도체는 압력 하에서의 초전도
특성이 거의 보고된 것이 없어서,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실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초전도체에 압력을 가해주
는 소위 압력셀(pressure cell)이라고 불리는 장치와 이 압력셀
을 저온(약 1.2 K)으로 내릴 수 있는 극저온 냉동기가 필요하
다. 본 연구실에는 고온 초전도체에 최대 10 GPa의 압력을
가해서 자기장 하에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

어 있는 원적외 분광기는 최소 5 cm-1에서 최대 50,000 cm-1
의 에너지 영역에서 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장치를 2
K에서 반사율 측정이 가능한 완전자동측정 시스템으로 개발하
고 있다. 특히,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피드백(feedback) 방법을 이
용하여 100 cm-1 이하 및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서 각각 0.6%
및 0.3% 오차 범위 내에서 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 중에 있다.

향후 전망
초전도체 연구의 가장 핵심 주제는 상온초전도체의 발견이
그림 5. 철계 고온 초전도체인 (Ba,K)Fe2As2의 에너지 영역 50∼150 cm−1
에서 나타난 준-갭(Pseudo-gap) 스펙트럼.

치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초전도체의 자기적 특성을 2
GPa의 압력 하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재 20 GPa까지의 압
력 하에서도 측정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4. 초전도체의 광학적 특성 연구

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인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
금까지 알려진 고온 초전도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상온초전
도체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고온 초전도체의 단결정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연구를 수행하며,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인 전 자기
적 특성 및 열적 특성 측정을 통한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초
고압 하에서의 전 자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 및 원적외 분광기
를 이용하여 초전도 갭 특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또

철계 고온초전도체는 초전도 갭의 크기가 수 meV이므로, 이

한, 철계 고온 초전도체의 상전이 특성 연구를 위한 중성자산

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원적외(far infrared) 영역에 해당한다.

란 실험은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와 공동연구를 계속 진행할

따라서 초전도 갭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적외 분광기

것이다. 그밖에도 지금까지의 에너지 분해법을 이용한 실험과

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정 방법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시간분해 광유도 원적외 분광장치를

통해서 본 연구실에서는 구리산화물 초전도체에서 존재한다고

본 연구실에 설치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실험들의

보고된 준-갭(pseudo-gap)이 철계 고온 초전도체 중의 하나인

융합을 통해서 고온초전도체의 메커니즘을 실험적으로 규명하

K(potassium)가 최적으로 도핑된 Ba122 초전도체에서도 존재

는 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현재 본 연구실에 구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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