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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ar Dependence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Nb Thin Films of
Different Thicknesses with InAs Nanorods as Flux Pinning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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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flux pinning of Nb thin films using semiconductor InAs nanorods as pinning centers was
studied. The InAs nanorods were grown in a vertical orientation by using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and the Nb thin films were deposited by sputtering. The specimens used for the
measurement were a reference Nb thin film with no nanorods and Nb-InAs thin films with different
thicknesses and embedded nanorods. The magnetic flux pinning effect of the nanorods at the upper
critical field and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proved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reference Nb
thin film when the magnetic field was applied along the length of the nanorods. The effective flux
pinning energies of the two Nb-InAs specimens showed similar magnetic field dependences, but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Nb thin films. The angular dependence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ies of
the two Nb-InAs specimens showed similar peak shapes in the vicinity of the perpendicular magnetic
field direction on the substrate, but showed differences in the widths and the detailed forms of the
peaks. This angular dependency was explained as being due to a change in the effective length of
the flux lines pinned inside the nanorod.
PACS numbers: 74.25.Wx, 74.25.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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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s 나노막대를 자속 고정중심으로한 두께가 다른 Nb 박막의
임계전류밀도의 각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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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속 고정중심으로 반도체 InAs 나노막대 (nanorod) 를 사용한 Nb 박막의 자속 고정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InAs 나노막대는 유기금속 화학기상 방법으로 실리콘 (111) 기판에 수직배향으로 성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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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박막은 스퍼터링 방법으로 증착하였다. 시편은 나노막대가 없는 기준 Nb 박막과 나노막대를 먼저
성장시키고 Nb 박막의 두께를 달리한 Nb-InAs 박막으로 준비하였다. 나노막대의 자속 고정 효과는
나노막대 길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하였을 때 기준 Nb 박막보다 Nb-InAs 박막의 상부임계자기장과
임계전류밀도의 증가로 나타났다. 두 Nb-InAs 시편의 유효 자속 고정에너지의 자기장 의존성은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Nb 기준 박막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두 Nb-InAs 시편의 임계전류밀도의 각도 의존성은
기판에 수직 자기장 방향의 부근에서 봉우리 형태의 경향성을 보였으나, 봉우리의 폭과 세부 형태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나노막대 내부에 고정된 자속선의 유효길이의 변화로 수직 자기장 부근에서 나타나는
임계전류밀도의 각도 의존성을 설명하였다.
PACS numbers: 74.25.Wx, 74.25.Sv
Keywords: 자속고정, InAs 나노막대, 임계전류밀도

I. 서론
초전도체의 혼합상태 (mixed state)는 자속선 (flux lines)
이 초전도체를 통과하는 상태이다. 혼합상태일 때 전류를
초전도체에 인가하면, 로런츠힘 (Lorentz force) 은 자속선
을 움직이게 하려 하고, 자속 고정중심 (pinning center) 은
움직이려는 자속선을 고정하려 한다. 이때 초전도 임계전류
는 로런츠힘이 자속 고정힘을 초과하여 자속선을 움직이게
하는 시점의 전류로 정해진다. 그리고 자속 고정힘은 고정
중심과 자속선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1]. 초전도체
의 비가역적 물성인 임계전류밀도 (critical current density,
Jc )와 비가역자기장 (irreversibility field, Birr )은 비초전도
입자 [2] 또는 MgO 나노막대와 같은 첨가물을 초전도체에
섞어 타켓을 제작하거나 [3], 화학적인 치환을 하거나 [4],
서브 마이크로미터 구멍을 배열하거나 [5], 그리고 중이온

질을 기판에 나노막대 형태로 우선적으로 자가 조립되게 한
후 초전도 박막을 증착하는 것이다 [12].
직경이80 nm인 InAs 나노막대는 Nb 박막의 결맞음
길이 (coherence length, ξ) 보다 수 배 이상의 평균 직경
(d > 2ξ) 을 가지므로 자속 고정중심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13]. 선행된 연구에서 InAs 나노막대를 자속 고정중심으로
사용한 400 nm Nb 박막에서 나노막대 길이 방향으로 자
기장을 인가하였을 때 임계전류밀도와 상부임계자기장이
Nb 기준 박막에 비해 증가함이 나타났다 [14]. 그리고 InAs
나노막대를 고정중심으로 사용한 Nb 시편은 중이온 주사
와 BZO나노막대가 포함된 시료들과 같은 봉우리 형태의
임계전류밀도의 각도 의존성을 보였다 [15]. 본 연구에서는
직경이 Nb 박막의 결맞음 길이보다 수배 큰 InAs 나노막
대의 경우에 Nb 박막의 두께의 변화가 상부임계자기장과
임계전류밀도의 각도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다 [6]. 이때 형성되는
선형결함 (linear defects) [7], 결정경계 (grain boundary)
[8], 불순물 도핑 (impurity doping) [9]등은 고정중심의 역
할을 한다. 그 중에서 선형결함이 포함된 초전도 시료는
선형결함의 길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인가되었을 때 우수한
초전도 임계전류밀도의 특성을 보였다 [10–12].
초전도체에 선형결함을 형성시키기 방법에 대해서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이온 주사법은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중이온을 초전도체에 직접 주사하고, 이온의 궤적을
따라 비정질성의 초전도체 상태를 만든다 [10]. 중이온 주
사법은 선형결함 밀도와 방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나, 대
면적이거나 매우 긴 선형결함을 형성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자가조립방식은 초전도성 물질과 BaZrO3 (BZO) 물질로
혼합된 타켓을 제작하고, 펄스레이저 증착 방법을 사용하여
나노막대가 박막 내에서 자가 조립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11]. 자가조립방식의 다른 방법으로는 절연성인 MgO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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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유기금속 화학기상 증착 시스템을 이용하여 InAs 나
노막대을 실리콘 (111) 기판에 성장하였다. 세척된 기판
을 증착 챔버에 로딩한 후 570◦ C에서 arsins (AsH3 ) 과
trimethylindium (TMIn) 가스를 각각 흘려 10 mbar에서
InAs 나노막대를 성장하였다. InAs 나노막대 성장시 AsH3
와 TMIn의 몰 유량은 각각 2 × 10−4 과 2 × 10−5 mol/min
이다 [16].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성장된 InAs 나노막대는 기판에 대
해서 대부분 수직방향 성장하였고, 나노막대의 평균 밀도는
∼ 2 × 109 ea/cm2 이다. 나노막대의 밀도로부터 도출한 맞
춤장 (matching field) BΦ 는 ∼ 0.05 T이다. 맞춤장은 관계
√
식 BΦ = 2Φ0 / 3a2 을 사용하였으며, Φ0 는 자속 양자이고,
a는 나노막대의 평균 이웃 거리로 1⁄a2 ∼ 2 × 1019 ea/cm2
이다. 나노막대의 평균 지름은 ∼ 80 nm이고, 평균 높이는
∼ 5 µm이다. 초전도 수송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4 단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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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Resistanc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Nb-InAs (Nb embedded InAs nanorods) and Nb films in
magnetic fields up to 2.0 T applied perpendicular to the
substrates. (b)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upper
critical fields extracted from each film.
턴을 만들기 위해 금속마스크를 통하여 Nb 박막을 나노막
대가 있는 기판과 없는 기판에 스퍼터링 방법으로 상온에서
순차적으로 증착하였다. 이때 증착시 Ar 가스 분위기의 압
력은 5 mTorr 였다. Nb 박막의 두께는 200 nm과 400 nm
로 변화를 주었다.
전류수송 특성은 물성 특성 측정시스템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PPMS) 장비를 사용하였고, 시
편 지지대는 회전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기장과의 각도에
따른 임계전류밀도를 측정할 때, 회전 지지대에 놓여진 시편
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자기장에 항상 수직되게 함으로서
로런츠힘을 최대한 받게 하였다. 전류-전압 특성을 측정할
때 공급 전력은 ∼ 10 µW이하로 제한하였고, 양극성 전류
의 인가 시간은 15 ms 펄스 형태로 하였다. 그리고 임계
전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전압은 10 µV/cm이었다.

III. 결과 및 논의
Fig. 1(a) 는 자기장이 기판에 수직으로 가해질 때 두께
가 다른 Nb-InAs시편과 Nb 시편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
항 곡선이다. Nb-InAs 시편의 두께는 200 nm와 4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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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들의 저항은 각각 네모와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노막대가 없는 Nb 시편의 두께는 400 nm이고, 이 시편
의 저항은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초전도 전이온도 (critical
temperature, Tc ) 는 정상상태의 저항이 반으로 감소할 때
온도를 기준으로 정하였고, 온도-저항 곡선은 시편의 저항
(R) 을 정상상태의 저항 (RN ) 으로 나누어 규격화하였다.
자기장이 없을 때 세가지 종류의 시편의 Tc 는 8.5–8.65 K
이었고, 측정된 Tc 는 Nb 박막을 상온 성장하였을 때 더러
운 한계 (dirty limit) 의 Tc 와 유사하다 [17]. 두 Nb-InAs
시편의 Tc 는 수직 자기장 증가에 대하여 Nb 시편 보다 작은
감소율을 보인다. 이는 InAs 나노막대에 의한 자속 고정 효
과로 여겨진다. 자기장 하에서 YBCO 단결정의 Tc 의 감소
는 자속선의 움직임에 의한 초전도 위상 변화로 설명되었다
[18]. Nb-InAs 시편의 높은 Tc 는 주어진 온도에서의 초전도
위상 변화 효과가 자속 고정 효과로 인해 Nb 시편에 비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속고정에 의한 Tc 의 증가는
맞춤장인 BΦ ∼ 0.05 T보다 훨씬 더 큰 자기장에서도 관
측된다. 이는 자속선 간의 상호작용 때문인데, 나노막대에
직접 고정되는 자속선의 밀도는 단지 0.05 T에 해당되지만,
전체 자속선 중에서 비록 일부만 강하게 고정되더라도, 직접
고정되지 않은 나머지 자속선들도 자속선 간의 척력에 의한
자속선 격자의 탄성 (elasticity) 때문에 간접적으로 고정되
는 효과가 나타난다 [10]. 한편 두 Nb-InAs 시편의 자기장
하에서의 Tc 가 Nb 시편에 비하여 훨씬 높지만, 전이구간의
온도 폭은 Nb 시편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나노막대 성장 후에 Nb을 증착함으로 증착 과정에서
나노막대의 가로 막힘 등에 의해 Nb박막의 두께가 좀 불균
일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추정된다.
Fig. 1(a) 에서 온도에 따른 각 시편의 상부임계자기장
(upper critical field, Bc2 (T )) 값을 도출하여 Fig. 1(b) 에
나타내었다. 두 Nb-InAs 시편 모두에서 Bc2 는 Nb 시편
보다 높게 나왔으며, 400 nm Nb-InAs 시편의 Bc2 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Bc2 (0)는 상부임계자기장의 곡선을 0 K까
지 연장하여 계산하였다. 긴즈부르크. 란다우 (Ginzburg2
Landau) 결맞음 길이는 관계식 Bc2 = Φ0 ⁄(2πξGL
)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200 nm Nb-InAs 시편과 400 nm Nb 시편
의 결맞음 길이 ξGL (0 K)는 각각 9.5 nm (Bc2 (0) = 3.5 T)
와 10 nm (Bc2 (0) = 3.1 T) 로 비슷하였고, 400 nm NbInAs 시편은 7.1 nm (Bc2 (0) = 4.6 T) 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유효 자속 고정에너지 (Ueff ) 는 초전도체에서 vortex
creeping 상태의 자속 거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인
데,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에서 도출할 수 있다. R⁄RN
이 0.1 이하 일 때 R 은 Arrhenius law 관계식을 따르고
R(T, H) = R0 exp (−Ueff (H, T )⁄kB T ) 식으로 나타난다.

358

Fig. 2. (a) Relation of lnR vs 1⁄T for various applied
magnetic fields for 200 nm Nb-InAs films. The lines are
guide to the eyes. (b) Field dependence of effective flux
pinning energy with semi-logarithmic plot of Ueff -H for
Nb-InAs and Nb films.
식에서 kB 는 볼츠만 상수이다. Figure 2(a)는 자기장 변화
에 대한 ln R vs 1⁄T 의 곡선이고, 200 nm Nb-InAs 시편의
결과를 세 가지 시편의 대표로 나타내었다. 낮은 저항 영역
에서 ln R vs 1⁄T 의 선형적 거동은 Fig. 2(a) 에 직선으로
표시하였다. 선형 영역의 기울기는 Ueff 값에 비례한다.
Ueff 의 자기장 의존성은 Fig. 2(b) 에 나타내었다. 반 대
수 (semi-logarithmic) 그래프를 그렸을 때, Ueff 의 자기장
의존성은 B > 0.5 T 영역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Ueff = U (0) exp (−αH) 관계식을 따른다. 두 Nb-InAs
시편과 Nb 시편의 α 값은 각각 1.4와 1.6이었다. Ueff 의
지수 함수적 양상은 약 결합 결정경계 (weak link grain
boundaries) 에 의한 고정과 유사하다 [19]. B > 0.5 T 영
역은 BΦ 보다 약 10배 정도 크므로 InAs 나노막대에 의한
자속 고정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영역이 된다. 따라서
약 결합 결정경계에 의한 자속 고정의 양상을 어느 정도
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두 Nb-InAs 시편의 α 값이 Nb
시편보다 작은 것은 자기장에 따른 Ueff 가 보다 서서히 감
소함을 의미하고, 이는 나노막대에 의한 자속 고정 효과가
고자기장에서도 약 결합 결정경계의 자속 고정 효과와 같이
병행하여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3(a)에서 삽화는 수직 방향의 자기장 변화에 따른 각
시편들의 Jc 를 측정한 결과이다. 200 nm Nb-InAs 시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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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caling behavior of the normalized pinning
force density of 200 nm Nb-InAs film. Inset: magnetic
field dependence of critical current density of Nb-InAs
and Nb films measured at 4.0 K and 6.5 K in magnetic
fields applied perpendicular to the substrates. (b) Scaling behavior of the normalized pinning force density of
400 nm Nb-InAs film. The lines denote each pinning
force scaling formula described in the text.
6.5 K일 때 B > 0.4 T에서 그리고 4 K인 경우 전 구간에서
Nb 시편보다 높은 Jc 를 보였다. 400 nm Nb-InAs 시편의
Jc 는 전 영역의 자기장에서 Nb 시편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낮은 자기장 영역에서 400 nm Nb-InAs시편은
200 nm Nb-InAs 시편보다 큰 Jc 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높
은 자기장 영역에서는 그 반대의 특성을 나타낸다.
Fig. 3(a), (b)는 고정힘 밀도 (pinning force density, Fp )
의 축척 형태 (scaling behavior)를 알아보기 위해 규격화된
고정힘 밀도로 나타낸 결과이며, 고정힘 밀도는 Fp = Jc B
이고, 축척 형태의 고정 메커니즘은 Fp = Abp (1 − b)q 식을
사용하였다 [1]. 여기서 축척 형태의 x 축은 변수 b = B⁄Birr
이고, 식의 차수 p 와 q 수치는 자속 고정 메커니즘에 따라
값이 결정된다. Birr 은 자기장 변화에 따른 Jc 가 103 A/cm2
이 될 때의 자기장으로 Fig. 3(a) 의 삽화에서 외삽법으로
계산되었다. 200 nm InAs-Nb 시편의 Birr 은 4 K과 6.5
K에서 각각 1.83 T와 0.88 T이고, 400 nm InAs-Nb 시
편인 경우 1.75 T와 0.75 T이다. 자속 고정중심이 비자
성체일 때 자속 고정 메커니즘은 point-normal, point-∆κ,
volume-normal 그리고 volume-∆κ 로 구분된다. 여기서 κ
는 긴즈부르크-란다우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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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nm Nb-InAs 시편의 고정힘 밀도는 Fig. 3(a) 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온도의 Fp 들이 하나의 축척 형태를 보
인다. Point-normal 고정중심의 축척은 Fp ∼ b(1 − b)2
식으로 나타나고, b = 0.33 에서 최고값을 가진다. 반면
에 point-∆κ 고정중심인 경우에 축척은 Fp ∼ b2 (1 − b)
식을 따르고, b = 0.67 에서 최고값을 나타낸다. 200 nm
Nb-InAs 시편의 데이터는 그래프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b(1 − b)2 + 1.5b2 (1 − b) 축척 식과 b < 0.6 에서 비교적 잘
일치하며, 이는 point-normal pinning과 point-∆κ pinning
효과가 200nm Nb-InAs 시편에서 1:1.5 비율로 각각 작용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정힘 밀도는 bmax = 0.55 에서
최고값을 가진다.
Nb 두께가 두 배 증가된 400 nm Nb-InAs 시편의 고정힘
밀도는 Fig. 3(b)에서 보여지듯이 200 nm Nb-InAs시편과
다르게 bmax = 0.45 에서 최고값을 가진다. 고정힘 밀도의
데이터는 1.7b(1 − b)2 + b2 (1 − b) 축척을 b < 0.6 에서 잘
일치하며, point-normal pinning과 point-∆κ pinning 효과
가 1.7:1 비율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자속 고정 메커
니즘에서 400 nm Nb-InAs 시편은 200 nm Nb-InAs 시편
과 다르게 point-normal pinning 효과가 point-∆κ pinning
효과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Nb-InAs 시편에서 다른 자속 고정 메커니즘이 나타
나는 이유로서 두께에 따른 나노막대 주변에서 미세구조
(morphology) 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κ pinning 효
과는 초전도 박막 내에서 평균자유행로 (l) 의 불균일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면 결정립의
크기와 결정립 간의 결합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400 nm
Nb-InAs 박막에서는 200 nm Nb-InAs 박막보다 l 의 불균
일성이 작을 것이고, ∆κ pinning 효과도 줄어들 것이다.
두 시료 간 Bc2 와 Jc 의 자기장 의존성 차이도 결국 시편의
두께에 따른 미세구조 차이 때문이라 판단된다.
한편 두 Nb-InAs 시편 모두 b > 0.6에서 축척 식과 차이
를 보였다. b > 0.6 에서 축척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 영역에서 자속선 간의 간격 (s) 이 나노막대의
지름 (d)보다 작아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나노막대의 80 nm
지름을 자속선의 간격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막대크기
′
′
맞춤장을 BΦ
이라 하면 BΦ
는 0.37 T 로 계산된다. s 와
d 를 사용하여 자속 고정중심의 크기를 분류하면, d < s
인 경우에 나노막대는 point 고정중심이고, d > s 일 때는
volume 고정중심이 된다. 따라서 b > 0.6 에서는 기존의
point 고정중심 특성에 volume 고정중심의 영향이 추가될
′
것이다. 막대크기 맞춤장 BΦ
는 point pinning과 volume
pinning을 경계 짓는 최소 자기장이라 생각된다.
Fig. 4(a) 와 (b) 는 Nb-InAs 박막의 Jc 의 각도 의존성
(Jc (θ)) 을 6.5 K와 4.5 K에서 측정한 조사한 결과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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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gular dependence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c (θ)⁄Jc (0) of Nb-InAs films at (a) 6.5 K, and (b)
4.0 K. The 0◦ position is when a magnetic field is applied perpendicular to the substrate but parallel to the
nanorods.
축은 박막의 수직방향과 자기장 사이의 각도를 나타내며,
자기장은 x 축이 0◦ 일 때 박막 면에 수직하고 ±90◦ 일 때
박막 면에 평행하다.
6.5 K에서 0.5 T 자기장일 때 측정한 두 Nb-InAs 시편
과 Nb 시편의 Jc 는 Fig. 4(a) 에 나타내었다. 시편들의 Jc
형태는 기판에 수직으로 자기장을 인가한 0◦ 를 기준으로
거의 좌우 대칭된 봉우리 형태를 하고 있다. 두 Nb-InAs
시편은 ±90◦ 에서 Jc 의 최고치를 보이는 Nb 시편과 다르
게 0◦ 에서 Jc 의 최고치를 보인다. ±90◦ 에서 Jc 의 피크는
표면 자속 고정 효과로 설명되고 있기에, 본 실험결과는
나노막대에 의한 자속 고정이 표면 자속 고정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0◦ 를 기준으로 Nb 시편은 각
도에 따른 Jc 는 대체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나, 두 Nb-InAs
시편은 각도에 따른 Jc 의 변화가 완만한 구간이 있다. 높은
Jc 를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변화는 구간의 최대각은 400 nm
Nb-InAs 시편보다 200 nm Nb-InAs 시편에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 nm Nb-InAs 시편과 400 nm Nb-InAs 시편의
Jc 는 경계각도 (θb ) 가 각각 20◦ 와 12◦ 에서 큰 감소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0◦ 부근에서 ±θb 까지 Jc 의 완만한
변화는 InAs 나노막대의 직경과 Nb 박막의 두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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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명이 된다. 박막 두께 (t) 와 나노막대 직경 (d) 로
θb = tan

−1

◦

(d⁄t) 를 계산하면, 각도는 11.3 (t = 400 n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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