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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나노구조물에서의 초전도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system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Al, In, Sn등 weak and intermediate 

coupling type-I 초전도체들의 사이즈가 작아질 때 critical 

temperature가 증가함을 보였고, strong coupling 초전도체인 Pb의 

경우 변화가 없다가 Anderson limit근처에서 감소함을 나타냈다. 

나이오븀의 경우 Anderson limit인 8nm까지 Tc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X-ray diffraction line profile analysis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이용한 연구로 개별적인 

초전도체 나노구조물에 대한 특성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최근 Sn에 대한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STM)를 

이용한 연구에서 Shell effects를 관찰하였다. 이것은 superconducting 

property에 대한 size dependence연구에서 STM의 장점을 

부각시키었다. 또한, 기존의 quantum size effect와 surface effect뿐 

아니라 shell effect도 이 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주사형 터널링 현미경을 통해, PLD방법을 이용한 

SrTiO3위의 저차원 나이오븀 구조물 증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향후 진행될 niobium nanostructure의 

superconductivity에 대한 size effects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instrumentation section에서는 Pulsed 

Laser Deposition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Laser alignment와 Target 

Manipulator부분이 다루어질 것이다.  

 

 

주요어: 나이오븀, Pulsed Laser Deposition, Sr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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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uperconductor에 대한 Reduced length scales에서의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confined system의 특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Superconducting property의 

변화는 superconductor의 effective size가 London penetration 

depth나 coherence length 같은 characteristic length scale보다 작을 

때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실험은 Al, In[1], Sn등과 같은 weak and 

intermediate coupling type-I superconductor들은 입자의 사이즈가 

100nm이하일 때 Tc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여줬고(Anderson 

limit으로 갈 때), Pb[1] 같은 strong coupling superconductor는 수 

nm까지 작아져도 Tc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실험에서는[2] Pb의 경우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Tc 가 감소하고 특정 

critical size에서는 초전도적 성질이 사라졌다. 

한 연구에 의하면[3], Niobium의 경우는 size가 25nm이상일 

경우 bulk의 superconductivity성질을 나타냈고(Tc=9.4K), 20nm와 

8nm 사이에서는 Tc가 감소하였다. 8nm이하 에서는, 충분히 작은 

입자의 경우 energy level이 quantized되고 이것이 superconducting 

energy gap보다 크게 되어 superconductivity가 사라지는, Anderson 

criterion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superconducting transition이 

관찰 되지 않았다[3]. 이 연구[3]는 x-ray diffraction line profile 

analysis와 TEM을 통해 average size와 size distribution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STM를 이용한 niobium에 대한 size effect연구는 

개별적인 nanostructures의 superconducting properties에 대한 size 

dependence를 알게 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행해진 Sn 

nanoparticles에 대한 STM실험[4]은 Shell effects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어 superconducting properties의 size dependence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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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속의 SrTiO3(STO) 기판에서의 초전도적 성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의 중요성은 향후 진행될 

niobium superconductivity의 size effects에 대한 필요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에 있다. 이 논문은 PLD방법을 이용해 STO 위에서의 

niobium 증착 과정과 그것의 post-annealing후의 양상에 대한 

STM관찰에 대해 보여줄 것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SrTiO３ substrate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위에서는 oxide계열의 high-Tc superconductor가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Superconductor를 저온에서 STM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substrate가 conducting해야하는데 SrTiO３는 이 

기준을 만족 시킨다(추가적으로, STO와 LaAlO３의 interface에서는 2 

Dimensional Electron Gas effect가 관찰되고, 약 200mK 이하에서 

superconductivity가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 niobium을 deposition을 

하기 전에 행해진 SrTiO3 cleaning은 앞으로 행해질 high-Tc 

연구(iron pnictide compounds 관련)의 초석을 다졌다는 것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PLD방법은 여러 복잡한 물질들의 성장에 있어 그 편리함과 

효율성 때문에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5,6]. 첫째, target과 같은 

stoichiometry를 film에서 얻을 수 있다. 둘째, 좋은 질의 thin film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높은 성장률로 얻을 수 있다. 셋째, 낮은 수준의 

샘플오염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진공열증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PLD방법을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었다. 먼저, niobium의 높은 녹는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e-beam evaporator에 의한 sample 오염을 

방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PLD방법에서 레이저 펄스는 수 

nanosecond 안에 빔 사이즈에 해당하는 niobium의 국소적인 영역을 

5000K이상으로 가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Laser pulse의 수나, 

Energy를 조절함으로써 deposition되는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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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Backgrounds 

2.1 Thin Film Growth 

2.1.1 Capillarity theory of heterogeneous nucleation 

 

 박막성장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island growth 

mode(Volmer-Weber). 둘째, layer-by-layer growth(Frank-Van 

der Merwe). 셋째, Stranski-Krastanov growth mode. 이러한 

박막성장의 여러 형태들은 원자단위 일어나는 nucleation events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시적인 현상들은 연속적이고 많은 수의 원자들을 

다루는 고전적인 열역학이론으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7]. 

 Young’s equation은 위의 3가지 growth mode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도와줄 수 있다. Figure2.1에서 볼 수 있듯이 nucleation 

processes에 관여된 interfacial surface energy는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의 surface energy의 horizontal components들은 

mechanical equilibrium상태에서 아래의 식(Young’s equation)을 

만족한다.  

γ
sv

=  𝛾𝑓𝑠 +  𝛾𝑓𝑣 cos(𝜃) 

 첫째, island growth의 경우는 θ>0인 경우로 아래의 식을 

만족한다. 

γ
sv

<  γfs +  γfv 

γ
fs

=  0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러한 island growth는 film의 surface 

energy가 substrate surface energy보다 클 때 생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박막을 형성하는 입자들 사이의 결합력이 이 입자들과 

substrate사이의 결합력보다 클 때 발생한다. 또한 이것은, metal들이 

ceramic이나 semiconductor에 deposition될 때 왜 cluster나 동그란 

공 모양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둘째, Layer growth의 경우는 wetting layer를 만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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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가 진행되는 경우로 θ≈0이다. 즉, 

γ
sv

≥  γfs +  γfv   

가 된다. 이러한 growth mode는 일반적으로 surface energy가 낮은 

material과 높은 surface energy를 가진 substrate사이에서 일어나고, 

이것은 입자들이 자신들의 결합보다 substrate와의 결합이 더 강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K growth의 경우는 약 5~6 monolayer까지 

growth된 후 island growth mode로 바뀌는 형태로 아래 식을 

만족한다(mode가 바뀌는 film 두께를 critical thickness(ℎ𝑐)라 한다.). 

γ
sv

>  γfs +  γfv   

이러한 형태의 growth mode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mode의 mechanism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lattice mismatch에 의해 strain energy가 박막이 성장할수록 증가하게 

되고.  Critical thickness에 도달하게 되면, island를 생성시킴으로써 

낮아지는 strain energy가, island 때문에 증가하는 surface energy보다 

크기 때문에, island mode로 바뀌어 자라게 된다(figure 2.2). 

 

 

 

 

Figure 2.1 Schematic of basic atomistic nucleation processes on substrate 

surface during vapor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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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K growth mode shows island formation after obtaining a 

critical thickness (ℎ𝑐). After relieving accumulated strain energy, wetting 

layer and island lattice constant become closer to its bulk value. 

 

 

Figure 2.3 Stability regions of the three film growth modes in coordinates 

of surface energy difference between film and substrate (vertical) and 

lattice misfit (horizontal). 

 

2.1.2 Growth kinetics 

 

 PLD같은 vapor-phase deposition technique들은 보통 

thermodynamic equilibrium이 아니기 때문에 kinetic effects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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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만 한다. Kinetic process는 macroscopic quantities와 

microscopic quantities로 기술될 수 있다.  

 먼저, macroscopic quantities로 기술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다. 

Critical size의 nuclei는 nucleation rate이란 양으로 기술이 되는데 

Gibbs free energy와 surface energy와 surface density의 변수를 

갖고 그 형태는 아래와 같다. 

𝑑𝑁

𝑑𝑡
=N∗𝐴∗𝜔 (nuclei/cm2 ∙ 𝑠) 

N∗는 critical size nuclei의 equilibrium concentration(per cm2)이고, 

ω는 nuclei의 critical area A∗ ( cm2)에 들어오는 원자들의 비율(per 

cm2 ∙ 𝑠 )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critical size의 nuclei란 vapor들이 

모여서 nuclei를 만들 때 특정 barrier energy를 넘어야 하는데,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size의 nuclei를 말한다. 만약 nuclei가 barrier 

energy를 넘지 못할 경우 성장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다. ( N∗ =

ns𝑒−∆𝐺∗
/𝑘𝐵𝑇이고 ns=density of possible nucleation site (=density of 

atoms in vapor) 이다.) 또한, ω는 
𝜏𝑠 𝑃𝑁𝐴 𝜈𝑒

−
𝐸𝑠

𝑘𝐵𝑇

(2𝜋𝑀𝑅𝑇)
1
2

로 주어진다. 이 값은 

surface density of adatoms(na =
𝜏𝑠  𝑃𝑁𝐴

(2𝜋𝑀𝑅𝑇)
1
2

, τ
s

=
1

𝜈
𝑒

𝐸𝑑𝑒𝑠
𝑘𝐵𝑇 , Edes=energy 

to desorb atoms back into the vapor;τ
s
는 vapor에서 온 원자들이 

substrate에 부착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에 adatom diffusive 

jumps frequency(=ν e
−

Es
kBT , Es =surface diffusion을 하기 위한 

activation energy)를 곱한 값이다. 정리하여 써주면 nucleation rate은 

𝑑𝑁

𝑑𝑡
= 2𝜋𝑟∗𝑎0 sin(𝜃)

𝑃𝑁𝐴

(2𝜋𝑀𝑅𝑇)
1
2

𝑛𝑠𝑒
𝐸𝑑𝑒𝑠−𝐸𝑠−Δ𝐺∗

𝑘𝐵𝑇  

이다. 이러한 Nucleation rate은 값이 높으면 fine-grained나 

amorphous한 structure가 생기고 값이 낮으면 coarse-grained 

structure가 생기는 성질이 있다. 

 둘째로, microscopic quantities에 의한 기술은 nucl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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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의 atomistic model로 개별 원자들의 역할과 film형성 초기의 몇몇 

원자들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N∗
i (critical concentration of clusters per unit area of size 

i)는 i개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cluster를 분해시키는데 필요한 energy 

Ei 로 표현된다. 즉,  

𝑁∗ 𝑖
 

𝑛0
= (

𝑁1

𝑛0
)

𝑖∗

𝑒
𝐸𝑖

∗

𝑘𝐵𝑇 

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은 clusters와 monomers사이의 chemical 

equilibrium을 나타낸다. ( n0 는 total density of adsorption sites를, 

N1는 monomer density를 의미한다.) 

 Small cluster들의 Critical nucleation rate을 나태내기 

위해서는 adatom들이 surface에서 diffusion할 수 있는 면적과 vapor 

impingement rate을 곱한 
𝑑𝑅

𝑑𝑡
x2 =

𝑑𝑅

𝑑𝑡
𝑎0

2𝑒
𝐸𝑑𝑒𝑠−𝐸𝑆

𝐾𝑏𝑇  와 monomer density인 

N1 =
𝑑𝑅

𝑑𝑡
 𝜈−1𝑒

𝐸𝑑𝑒𝑠
𝑘𝐵𝑇을 곱해주어야 한다. 즉,  

𝑑𝑁𝑖
∗

dt
=

𝑑𝑅

𝑑𝑡
𝑎0

2𝑛0 (
𝑑𝑅

𝑑𝑡
∙

1

𝑛0𝜈
) e

(
(𝑖∗+1)𝐸𝑑𝑒𝑠−𝐸𝑠+𝐸𝑖∗

𝑘𝐵𝑇
)
  

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ize가 i인 cluster의 rate equation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된다.  

dN1

dt
=

𝑑𝑅

𝑑𝑡
−

𝑁1

𝜏𝑠
− K1 N2

1 − N1Σ𝐾𝑖𝑁𝑖, 
𝑑𝑁𝑖

𝑑𝑡
= 𝐾𝑖−1𝑁1𝑁𝑖−1 − 𝐾𝑖𝑁1𝑁𝑖(i>2) 

두 번째 식의 첫째 항은 monomer들이 i-1크기의 cluster에 붙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항은 monomer들이 i+1크기의 

cluster에서 떨어져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Rate equation는 

i개 만큼 존재하고 vapor의 direct impingement와 desorption rate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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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STM은 1981년 Binnig와 Rohrer에 의해 발명이 된 후 

surface investigation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8,9]. 이 기술은 뾰족한 금속 tip을 sample surface에 수 Å까지 

접근 시킨다. Bias가 tip과 sample에 걸리면 tunneling 

current(typically from 10pA~10nA)가 흐르게 되고, 이 current는 

tip과 sample사이의 거리에 관계된다. Z feedback loop에 의해 tip-

sample distance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current 또한 일정하게 되고 

X, Y piezoelectric elements에 의해 scan이 이루어진다. 

 STM의 원리는 Figure2.4와 같은 1-D모델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1차원에 있는 height이 V0 이고 width가 α 인 rectangular 

potential barrier를 가정하자. 이러한 potential에 대한 Schrodinger 

equation을 풀면 다음과 같다. 

(−
ℏ2

2𝑚
∙

𝜕2

𝜕𝑥2 + 𝑉)𝜓(𝑥) = 𝐸𝜓(𝑥) : Schrodinger equation 

D =
𝐽𝐼𝐼𝐼

𝐽𝐼
=

(2𝜔)2𝑘𝑞

𝜔2(𝑘 + 𝑞)2 + (𝜔2 + 𝑘2)(𝜔2 + 𝑞2)sinh (𝜔𝛼)
 

Barrier height은 보통 4eV이며 width는 5Å이다. 이러한 range에서는 

exponential term이 dominant해지고 따라서 D ≈ e−2ωα로 근사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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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1D rectangular potential model, boundary condition을 통해 

coefficient(R, A, B, T)의 값을 알 수 있다. 

 

2.2.1 The Bardeen approach 

 

 Bardeen의 접근 방법은 time-dependent perturbation 

theory를 이용한 방법이다[10]. 이 방법에서의 system은 2개의 

독립적인 region으로 구성되는데, tip region과 sample region이 

separation surface로 나누어진 scheme이다. 

 이러한 system에서는 2개의 independent Schrodinger 

equation을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T + Us)ψ𝑠 = 𝐸𝑠ψ𝑠 

(T + Ut)ψt = Etψt 

T는 single electron의 kinetic energy operator를 의미하고, Us, U𝑡 는 

각각 substrate와 tip의 potential을 의미한다. 전체 system의 Single-

particle wave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Hamiltonian으로 표현이 된다. 

H = T + Us + U𝑡 

이 system의 wave function ψ  는 ψ = Σ𝑖𝑎𝑖ψ𝑖 와 같이 ψs, ψ𝑡 들의 

조합으로 표현 할 수 있다. Sample에서 Tip으로 가는 electr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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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neling은 τ=0에 sample state의 wave function이 time-dependent 

perturbation에 의해 시간 τ 에 따라 아래와 같은 wave function을 

가짐을 의미한다( at(0) = 0이고 E = ℏω 이다.). 

ψ(τ) = ψs𝑒−𝑖𝜔𝑠τ + Σ𝑡𝑎𝑡(𝜏)ψ𝑡𝑒−𝑖𝜔𝑡𝜏 

이 wave function을 위의 Hamiltonian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effective matrix element Mts를 얻을 수 있다. 

Hψ = (T + Us + U𝑡)ψ = iℏψ 

Mts =< ψt⎸Ut⎸ψs > =  ∫ ψt
∗ Utψs 𝑑𝑟 

Bardeen은 이 matrix element를 계산하기 위해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는데, potential Us, U𝑡은 각각 tip region과 sample region에서 

0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region을 가르는 것이 separation 

surface이다. 정리하면, 어느 region에서건 Us ·  U𝑡 =0이어야 한다. 

이러한 approximation은 tunneling process가 wide barrier(large 

sample-tip distance)에서 일어날 때 유효하다. 

 Tip region이외에서 U𝑡 = 0이므로 적분은 tip region volume 

Ωt에서만 수행되면 된다. 즉, 이 영역에서 U𝑠 = 0로 놓고 적분을 하면, 

Mts
∗ = ∫ (ψs(𝐸𝑡 − 𝑇)ψt + ψt(𝑇 − 𝐸𝑠)ψ𝑠

∗)𝑑𝑟  
Ωt

 

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부분적분을 통해 바꿔주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적분 영역 S는 tip과 sample을 가르는 surface이다.). 

Mts =
ℏ2

2𝑚
∫ ψs∇

𝑠

ψ𝑠
∗ − ψt

∗∇ψs 𝑑𝑆 

하지만 이 matrix element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tip과 sample의 wave 

function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tip의 정확한 atomic structure와 tip 

끝부분의 화학적 성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tip의 wave function을 

modeling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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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Tersoff and Hamann’s model 

 

 Bardeen’s matrix element Mts는 tip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통해 간단하게 구해질 수 있다[11]. 이러한 방법은 tip의 구조를 아래와 

같은(figure 2.5) simple한 model로 가정한다.  

 

Figure 2.5 Schematic of tunneling geometry. Tip의 끝은 arbitrary 

shape으로 되어있지만, 끝부분의 반지름이 R인 구체모양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system에서 Tersoff와 Hamann은 tip의 바깥쪽 원자들의 wave 

function을 atomic s-wave function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vacuum에서는 wave function이 exponentially decay하고 tunneling 

current는 tip과 sample의 wave function들의 overlap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바깥쪽 원자들에 의한 tunneling current 

contribution이 크기 때문이다.  

 Low temperature(≈0)와 low bias voltage에서의 tunneling 

current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I =
2𝜋𝑒

ℏ
𝑉Σ𝑠⎸𝑀𝑡𝑠⎸2𝑁𝑡(𝐸𝐹)𝛿(𝐸𝑠 − 𝐸𝑓) 

Matrix element를 계산하기 위해 sample의 surface wave function을 

2D Bloch expansion으로 나타내면, (K는 2D reciprocal lat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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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이다.) 

ψs(𝑟) = 𝑒𝑖𝑘𝐼𝐼𝑟𝐼𝐼Σ𝑎𝑘(𝑧)𝑒𝑖𝐾𝑟𝐼𝐼 

이다. 이 식을 Schrodinger equation에 V가 r에 dependent하지 않다는 

가정과 함께 대입하면,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ψs(𝑟) = Σ𝑎𝑘(0)𝑒−√𝜅2+(𝑘𝐼𝐼+𝐾)2𝑧 ·  𝑒𝑖(𝑘𝐼𝐼+𝐾)·𝑟𝐼𝐼 

여기서 κ2 =  
2𝑚

ℏ2(𝑉−𝐸)
이다. E = EF라 한다면, κ2 =  

2𝜙

ℏ2 가 된다(𝜙는 work 

function이다). 

 이제 Tersoff and Hamann theory의 핵심인 tip의 wave 

function을 s-wave function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ψt(𝑟) = 𝜅𝑅𝑒𝜅𝑅
𝑒−𝜅⎸𝑟−𝑟0⎸

𝜅⎸𝑟 − 𝑟0⎸
 

대입하여 Matrix element에 있는 적분을 풀어주면 이 값이 sample 

wave function의 tip의 중심 r0에서 값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Mts ∝ ψs(𝑟0) 

이다. 따라서 tip에서 sample로 가는 total current는 아래와 같이 써줄 

수 있다(N = density of state). 

I ∝ 𝑉𝑁𝑡(𝐸𝐹)Σ𝑠⎸ψs(𝑟0)⎸2δ(Es − 𝐸𝐹) 

summation부분은 sample의 local density of states로 tip 중심 r0에서 

Fermi energy로 계산된 값이다. 즉, I ∝ 𝑉𝑁𝑡(𝐸𝐹)𝜌𝑠(𝑟0, 𝐸𝐹)이다. 

 부가적으로, 위에서 구한 total current는 first-order time-

dependent perturbation theory인 Fermi’s golden rule로부터 얻을 수 

있다.  

R𝑖→𝑓 =
2𝜋

ℏ
⎸𝑀𝑓𝑖⎸2𝛿(𝐸𝑖 − 𝐸𝑓) 

Mfi는 initial state와 final state사이의 perturbation potential의 matrix 

element이고, 𝛿-function은 energy conservation을 나타낸다. 이러한 

Fermi’s golden rule에 의해 tip에서 sample로 가는 current와 

sample에서 tip으로가는 current는 아래와 같이 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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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
2𝜋𝑒

ℏ
∫ ⎸𝑀𝑡𝑠⎸2𝑁𝑡(𝐸 − 𝑒𝑉)𝑁𝑠(𝐸)𝑓𝑡(𝐸 − 𝑒𝑉)[1 − 𝑓𝑠(𝐸)]𝑑𝐸 

Is→t =
2𝜋𝑒

ℏ
∫ ⎸𝑀𝑡𝑠⎸2𝑁𝑡(𝐸 − 𝑒𝑉)𝑁𝑠(𝐸)[1 − 𝑓𝑡(𝐸 − 𝑒𝑉)]𝑓𝑠(𝐸)𝑑𝐸 

f =
1

𝑒

𝐸−𝐸𝑓
𝑘𝐵𝑇 +1

로 Fermi-Dirac distribution function이고 N은 density of 

states를 가리킨다. 위의 식들은 전자들이 occupied states N · f에서 

unoccupied states N·[1-f]로 transition함을 알려준다. 

 Tip에서 sample로 가는 total current는 위의 두 식의 차이다. 

I = It→s − Is→t = −
2𝜋𝑒

ℏ
∫ ⎸𝑀𝑠𝑡⎸2𝑁𝑡(𝐸 − 𝑒𝑉)𝑁𝑠(𝐸)[𝑓𝑠(𝐸) − 𝑓𝑡(𝐸 − 𝑒𝑉)]𝑑𝐸 

이 식은 Temperature가 T ≈ 0  될 때 Fermi-Dirac distribution이 

step function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다시 써줄 수 있다. 

I(T = 0) ≅ ∫ ⎸𝑀𝑠𝑡⎸2𝑁𝑡(𝐸 − 𝑒𝑉)𝑁𝑠(𝐸)𝑑𝐸
𝐸𝐹+𝑒𝑉

𝐸𝐹

 

Sample에 걸리는 bias가 V>0이면 tip에서 sample로 current가 

흐르고(Figure 2.6) V<0이면 sample에서 tip으로 current가 흐르게 

된다. 

 

Figure 2.6 Schematic of tip-sample energetics. Sample에 V>0의 bias가 

걸렸을 때의 energy scheme이다. ∅는 work function을 나타낸다. 



14 

2.3 Pulsed Laser Deposition (PLD)  

 

 1965년 Smith와 Turner에 의해 Pulsed Laser Deposition에 

관한 실험이 처음 이루어진 후[12],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특히, 

1987년 Dijkkamp가 이 epitaxial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films growth에 성공함으로써[13], PLD는 빠르고 재생산 가능한 oxide 

film growth technique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PLD는 vacuum system(figure 2.7)에서 행해지는 physical 

vapor deposition process이다. 먼저, high energy density를 가진 

laser pulse가 target을 기화 혹은 마모시키면서 plasma plume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plume은 target과 수직인 방향으로 날아가 

substrate와 충돌하게 되고(figure 2.8), 이것이 film growth를 위한 

material flux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laser ablation은 보통 ultraviolet 

wavelength를 가지고, pulse duration이 nanosecond인 laser를 

사용한다. Target과 substrate사이의 거리는 2~10cm 정도이며, steady 

ablation rate을 위해 target을 회전시킨다[14]. 

 

Figure 2.7 Schematic diagram of PLD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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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Schematic of the basic thermal cycle induced by a laser pulse (a) 

laser pulse가 흡수되면 target이 부분적으로 녹고 기화가 시작된다. (b) 녹는 

부분이 target의 bulk쪽으로 퍼지는 동시해 기화가 된다. (c) bulk쪽 부분의 

융해가 중단된다(색이 바뀐 부분은 온도 감소에 따라 굳어진 부분이다) (d) 

녹았던 부분이 전부 굳어지면서 capillary waves에 의해 표면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  

 

무엇보다도 PLD의 가장 큰 특징은 target과 substrate사이의 

stoichiometric transfer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특징은 기존의 

thermal evaporation이나 magnetron sputtering방식으로는 얻기 힘든 

것이다. 빠르고 강한 laser pulse는 수 nanosecond동안 target의 

온도를 부분적으로 5000K이상 올림으로써( 1012  K/s) target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partial binding energy에 상관없이 동시에 

기화시킨다. 이 이유 때문에 PLD에서 stoichiometric transfer가 

가능하다. 

 두 번째 특징은 metal film의 PLD증착에서 크기가 0.5μm이하 

혹은 1~3μm인 spherical droplet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15]. 이러한 

droplet은 laser energy intensity, target material, 그리고 surface 

roughness와 관계 있다. 또한, 같은 위치를 laser로 ablation하면 

시간에 따라 많은 수의 droplet이 발생할 수 있고[16], laser energy 

intensity가 증가할수록 평균적인 droplet의 지름은 증가하지만 실제 

droplet의 수는 감소한다[17]. 

 마지막 특징은 energetic particles의 형성이다.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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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fluence(약 1J/ cm2 )에서 평균적인 ion의 energy는 10-

20eV에 있으며, laser fluence가 12J/cm2로 증가하면 150eV까지 증가 

할 수 있다.[18] 하지만, 대개 neutral component의 경우 kinetic 

energy는 5-10eV의 범위에 있다[19]. Molecular dynamics (MD) 

simulations에 의하면 kinetic energy가 약 10eV보다 작을 경우 

adatom들의 mobility가 좋아져 defect를 형성 시키지 않지만, 15eV일 

경우 surface layer에 defect를 만들 수 있다. 15-20eV일 경우 bulk 

atom들의 displacement threshold energy정도가 되어 film 

surface아래 수 layer까지 내려가 ballistic displacements를 일으키고 

bulk defect를 형성한다. 

 

 

3. Instrumentation 

3.1 STM and Laser MBE system 

 

이 논문에서 이루어진 실험은 STM과 Laser MBE이 혼합된 

system에서 이루어졌다. 전체 시스템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각은 STM chamber, Prep-chamber 그리고 Laser MBE chamber이다. 

STM chamber는 샘플 측정을 담당하고, Prep-chamber에서는 

loadlock chamber가 달려 있어 chamber밖에서 조립한 샘플들을 

안으로 넣어준다. 또한, sputtering & annealing cycle을 위한 stage와 

e-beam heater가 있기 때문에 각종 샘플들의 클리닝이 가능하다. 

Laser MBE chamber는 PLD와 MBE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Growth후에 STM측정을 위해 

chamber밖으로 transfer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염이 안된 

깨끗한 상태에서의 샘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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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TM+Laser MBE system. 

 

 

3.1.1 UHV condition 

 

 샘플의 growth와 측정 모두 Ultra High Vacuum(UHV)에서 

이루어졌다. UHV condition을 얻기 위해, Rotary pump와 Turbo 

Molecular Pump(TMP)로 pumping후 150℃로 하루 동안 Bake하였다. 

Bake가 끝난 후 TMP를 종료시키고, Ion pump와 Titanium 

Sublimation Pump(TSP)만으로 압력을 떨어뜨려 2x 10−10  Torr를 

만들었다. 

 샘플의 측정과 성장에서 압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은 Langmuir monolayer라는 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만약 sticking coefficient가 1이고, 압력이 1x 10−6 Torr라면 

1초에 one monolayer가 쌓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1x 10−10 

Torr이고 sticking coefficient가 1이라면 one monolayer가 쌓이기 

위해서는 104 초가 필요하다. 즉, 압력이 낮을수록 샘플의 오염을 

방지하고 clean surface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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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aser optical alignment 

 

 Laser optical alignment는 레이저 빔을 타겟에 정확히 쏘기 

위해 만들어졌다(figure 3.2). 이것은 크게 반사 거울과 focusing lens 

그리고 지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반사 거울은 레이저의 wavelength인 

248nm에서 반사율이 99% 이상인 Fused silica 거울이다. Alignment를 

위해 22.5도의 거울과 45도의 거울이 사용되었다. Lens 또한 레이저의 

파장의 투과율이 높은 물질로 되어있으며, focusing length는 50cm이다. 

또한 이 지지대는 레이저의 빔을 타겟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 각 거울과 

lens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졌다.  

 

Figure 3.2 Laser optical alignment brace 

 

 

3.3 Target manipulator 

3.3.1 Mechanical parts 

 

 Target manipulator(figure 3.3)는 타겟이 위치하는 곳이며, 

타겟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전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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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크게 Z축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파트와 Stepper motor에 

의해 회전 할 수 있는 파트로 구성된다. 첫째, 타겟은 target holder에 

부착되어 target manipulator로 옮겨지며, target holder가 위치하는 

곳은 holder의 notch부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홈이 파이어져 있다. 

둘째, Z축 방향의 이동은 translator 말단에 있는 knob을 회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보다 정교한 Z방향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stepper motor에 의한 회전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target 

manipulator의 flange에는 bearing이 달려있다. 이 bearing은 stepper 

motor에 의한 rod의 회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precession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Figure 3.3 Target manipulator  

(a)Target mount. (b)Stepper motor. (c) Z axis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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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lectronics 

 

 Target manipulator를 구동하기 위한 electronics는 

hardware와 software로 나뉜다. Hardware는 회전을 일으키는 

commercial stepper motor와 controller box로 구성되고, Software는 

controller box를 조작할 수 있는 Lab view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Stepper motor는 MDC사의 bipolar DC stepper motor로 한 

step당 1.8도를 움직일 수 있다. 360도를 돌리기 위해서는 200번의 

step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motor는 microstepping 기술(figure 

3.4)을 지원하기 때문에 1번의 스텝을 8개의 하위 step으로 나눌 수 

있다. 정교하고 부드러운 조작을 위해 이 controller에서는 각각의 

고정자의 전류를 조절하여 곡선형태의 전류를 주는 microstepping 

기술을 이용하여 1600번의 step을 통해 motor가 360도를 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조작은 Easy Driver라는 commercial한 stepper 

motor용 driver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Easy driver에 컴퓨터로 명령을 주기 위해 Arduino 

Uno라는 commercial한 microcontroller를 사용하였다(figure 3.5). 

USB로 연결된 Arduino에서 easy driver에 digital signal을 주면 easy 

driver는 입력된 값에 해당하는 pulse를 내보내어 stepper motor를 

구동시킨다. 

 Arduino에서 제공하는 programing software를 통해 easy 

driver에서 사용하는 signal규약을 Arduino에 직접 programing 하여 

업로드 할 수 있다. 이러한 Arduino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작하기 

위해서 Lab view program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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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chematic diagram of Microstepping 

 

 

 

 

 

Figure 3.5 Target manipulator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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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ser target preparation & Si (111) preparation 

4.1 Laser target preparation 

 

 Laser target(figure 4.3)은 순도 99.97%의 Niobium foil을 

사용하였다. Acetone, IPA, DI water로 Sonification을 하였으며, foil을 

sample holder에 bolt로 고정한 후 Prep-chamber에서 e-beam 

heating으로 outgassing하였다. 

 

 

 

Figure 4.3 Niobium foil laser target. 

 

 

Figure 4.4 (a)Grid를 Si substrate위에 설치한 모습. (b)optical microscope로 

400배 확대하여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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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에 대한 deposition rate측정은 20μm간격을 가진 grid를 

Si substrate위에 올려놓고 PLD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figure 

4.4). 3번의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laser pulse hertz와 energy는 각각 

3Hz, 85mJ로 일정하고 target-substrate distance( = dts )와 laser 

pulse의 횟수를 바꾸며 deposition하였다. 첫 번째 deposition은 

dts=5cm에서 85mJ로 pulse를 2000번 주었다(figure4.5). deposition 

height은 약 0.4nm로 측정 되었다. 두 번째는 dts =2.5cm, 2000 

pulses로 deposition하여 약 0.8nm의 deposition height을 

얻었다(figure4.6). 세 번째는 dts=2.5cm, 6000 pulses로 약 1.6nm의 

deposition height을 얻었다(figure 4.7). 세 번의 측정결과 dts를 0.5배 

해주었을 때 deposition rate은 2배 늘어났으며, pulse의 수를 3배 

해주었을 때 deposition rate은 2배 늘어났다. 

 

Figure 4.5 AFM image dts =5cm, Laser pulse=2000, Deposition 

height=0.4nm 

 

 

Figure 4.6 dts=2.5cm, Laser pulse=2000, Deposition height=0.8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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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dts=5cm, Laser pulse=2000, Deposition height=1.6nm 

 

 

4.2 Si (111) preparation 

(이 섹션에서 행한 실험의 목적은 새롭게 set-up된 PLD System의 특성을 

기존의 알려진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알

아내기 위해 진행되었다. 비교분석 결과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한 

deposition결과와 같은 양상으로 PLD growth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 논문에서는 PLD growth에 관한 실험내용만을 다룰 것이다.) 

 실리콘 샘플은 chamber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Si (111)의 clean surface를 얻기 위해 acetone, IPA, DI 

water로 sonification을 실시하였다. Cleaning을 한 실리콘은 

Molybdenum Sample holder에 조립된다. 조립과정에서 Nickel 오염 

방지를 위해 Stainless steel tweezer 대신에 Teflon tweezer를 

사용하였다. Sample holder의 조립은 resistive heating을 위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Figure 4.1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은 Alumina에 의해 

holder body와 isolation되어 있다. Holder body를 ground로 잡고 

isolation되어 있는 쪽 Silicon contract부분에 전압을 주어 Silicon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는 것이다. 여러 번의 flash cycle 후 Silicon 7x7 

reconstruction surface가 LEED를 통해 확인되었다(figur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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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Silicon resistive heating sample holder. (a) Alumina. (b) 

Molybdenum body. (c) Tantalum nuts & rod (d) Silicon (111). (e)sample 

holder가 조립된 모습 

 

 

 

 

Figure 4.2 Si (111) 7x7 reconstruction LEED image. LEED이미지는 k-

space상의 이미지이다. 육각형을 이루는 점들이 1x1 peak들이고, 안쪽에는 

7x7 structure에 의한 작은 peak들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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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iobium on Si (111) Results 

 

 여러 번의 flash cycle을 통해 얻은 Clean Si (111)7x7위에 

Niobium이 deposition되었다(figure5.1). PLD 조건은 3Hz, 110pulses, 

75mJ, beam size≈1x2 mm2 , dts =5cm이고, PLD하는 동안 PBN으로 

annealing(3.2A=600℃)하였다. Deposition전에 in-situ RHEED결과를 

보면 clean일때는 1x1과 7x7 peak들이 선명하게 나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PLD를 시작하면서 1x1 peak의 밝기는 어두워지고 나머지 

peak들은 모두 사라졌다. 

 위의 sample을 resistive heater에서 700℃로 annealing을 

진행 한 후 STM 측정을 한 결과 5-10 nm size의 cluster들이 

만들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5.2). 

 

 

Figure 5.1 (a)Si (111) 7x7 reconstruction STM image 2V, 100pA. (b) 

Niobium deposition on Si (111) 2V, 100pA. (c) RHEED image of (a). (d) 

RHEED image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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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Post-annealing 후 STM 2V, 100pA scan image. 5`-10nm size의 

cluster들이 관찰된다. 

 

 

Figure 5.3 Niobium on Si (111) SEM image. 

 

Figure 5.4 figure 5.3의 spectrum 1으로 표시된 곳의 ED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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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실험에서, Niobium on Si sample을 SEM으로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figure5.3과 같이 230nm정도의 cluster들이 

관찰되었다. 이 cluster를 EDS한 결과 Niobium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luster들을 제외한 평평한 표면에서는 niobium peak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평평한 표면에 electron들이 입사될 경우 

niobium이 deposition된 영역보다 더 깊은(<10 μm )영역에서 나오는 

x-ray intensity가 더 크기 때문에 Si peak이 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6. SrTiO3 (001) preparation 

 

 SrTiO3(STO)의 clean surface를 얻기 위해 여러 단계의 sample 

preparation이 진행되었다. 먼저, acetone과 IPA 그리고 DI water로 rinse한 

후 Buffered HF solution(NH4F:HF=6:1, pH 4.5)에서 약 5분간 etching을 

하였다. STO는 sample holder에 고정된 후 chamber의 resistive heater에서 

800℃로 3~4시간 동안 outgassing하였다. 그 후 900℃에서 30분간 

annealing을 진행하였고 figure 6.1와 같은 clean surface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LEED 측정결과 figure 6.2와 같은 1x1 peak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6.1 (a) SrTiO3 clean surface tip bias= -1.5V, reference 

current=80pA. (b) Profile of clea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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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Clean SrTiO3 1x1 LEED image (energy 64.9 eV) 

 

7 Niobium on SrTiO3 (001) Results 

 

 Niobium deposition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처음에는 

dts (target-substrate distance)=5cm, 3Hz, 78mJ, 120 pulses의 

조건으로 deposition하였으며, STM image 결과는 figure6.3과 같다. 

10nm 사이즈의 niobium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LEED결과 1x1 peak이 

사라짐을 볼 수 있었다(figure6.4). Clean surface표면에 10nm size의 

cluster들이 형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deposition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160 pulses를 주었으나, STM image결과에서는 그 전 

image와의 차이점을 발견 하기 힘들었다.  

 

Figure 6.3 (a) Niobium on SrTiO3 image (1V, 100pA). (b) Profile of a 

niobium cluster. 



30 

 

Figure 6.4 LEED image of (a) (energy 64.9eV) 

 

 

Figure 6.5 (a) SrTiO3 STM image after second Niobium deposition (-2V, 

90pA). (b) Profile of a niobium cluster 

 

두 번째 deposition한 sample을 900℃에서 10분간 annealing 

process를 하여 Niobium on STO의 양상을 보았다. 그 결과 figure 

6.6처럼 size가 150nm정도 aggregation된 niobium cluster를 볼 수 

있었다. Figure6.7의 LEED결과는 annealing process후 표면이 정리가 

되어 1x1 peak들이 다시 나타남을 보여준다. 

 

Figure 6.6 (a) SrTiO3 STM image after 900℃ post-annealing 

process(1.5V, 100pA). (b) Profile of a large Niobium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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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SrTiO3 1x1 LEED image (64.9eV image) after annealing 

process. 

 

세 번째 deposition은 dts=2.5cm, 3Hz, 85mJ, 200 pulses으로 

deposition하였다. STM image결과는 기존에 있던 Niobium cluster들 

이외에 격자모양의 island들이 관찰되었다(figure6.8, 6.9). 이 

island들이 전 과정인 annealing후 생겼지만 tip의 scan영역이 달라 

관찰이 안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예전에 

행해졌던 e-beam evaporator의 데이터에서 같은 양상이 annealing후 

보여졌기 때문이다. 격자모양의 island 생성 후 LEED image결과 1x1 

peak들이 사라졌다(figure 6.9). 

 

 

Figure 6.8 (a) SrTiO3 STM image after third niobium deposition (-2V, 

100pA). (b) Profile of a niobium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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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a) SrTiO3 STM image after third niobium deposition (-2V 

100pA). (b) LEED image (energy 64.9 eV) 

 

 마지막으로, 위의 sample을 1200℃에서 20분간 annealing을 

하였다. 그 결과 step들의 width가 증가하였고, figure 6.8과 6.9에서 

관찰되던 island들이 사라졌다. 또한, LEED 측정 결과 기존에는 없었던 

2x2 peak이 생겼다. 이는 1200℃ post-annealing process에 의해 

surface reconstruction이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Figure 6.10 (a) SrTiO3 STM image after 1200℃ post-annealing 

process(-1.5V, 100pA). (b) LEED image (energy 64.9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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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이 논문은 크게 이론적 배경, system set-up 부분 그리고 niobium 

deposition 에 대해 다루어졌다. 이론적 배경에는 physical vapor 

deposition 과 STM 의 원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System set-

up 은 STM+Laser MBE 에서 특히 laser set-up 부분에 대해 다루었다. 

실제 이 system 을 이용한 실험은 Silicon (111)과 SrTiO3 (001) 

substrates 위에 niobium 을 PLD 하는 것으로 행해졌다. Niobium on Si 

실험을 통해 새롭게 set-up 된 이 system 의 특성과 niobium 의 

silicon 위에서의 behavior 에 대해 알 수 있었고, Niobium on SrTiO3 

실험을 통해서 향후 행해질 연구인 ‘SrTiO3 substrate 위에서의 

niobium island size 에 관한 superconductivity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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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on nanostructures of 

superconductors. However, we still do not have a perfect 

understanding of these systems. Previous research showed that 

critical temperature (Tc) of weak and intermediate coupling type-I 

superconductors (such as Al, In, Sn) increased when their size 

decreased. On the other hand, strong coupling superconductors 

(such as Pb) did not show any increase in the Tc. Niobium showed 

another behavior when its size decreased. Its Tc continuously 

decreased as their size reduced. However, these studies were 

performed by X-ray diffraction line profile analysis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So, we did not know the 

size effects of individual superconductor nanostructures. 

But, a recent research on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Sn 

nanostructure was performed by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This allowed researchers to observe individual 

nanostructures of Sn and investigate their properties. This research 

not only showed the advantages of STM, but also, shell effects are 

interesting phenomenon in superconductor research field.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study on size effects of Niobium 

superconductivity on SrTiO3 substrate system is not performed yet. 

In this thesis, Pulsed Laser Deposition of niobium on SrTiO3 

substrate will be studied via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This 

study will be a useful material for future research on size effects of 

niobium superconductivity. Also, Laser alignment and Target 

Manipulator of STM+Laser MBE system will be described in the 

instrumentation section. 

 

 

Keywords: Niobium, Pulsed Laser Deposition, SrTiO3,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Student number: 2013-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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