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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된 뒤, 그 기원을 밝히고 전이온도를 높

이려는 시도로써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다양한 물

질을 합성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이온도가 매우 높을 것이

라 예측되는 112 iron-pnictide 구조가 이론적으로 제안되었고, 이와 매우 유

사한 구조를 갖는 SrMnBi2 물질이 최근 성공적으로 합성 되었다. SrMnBi2

은 290K 근처에서 Mn 스핀의 반강자성 정렬이 보여 철 기반 고온 초전도

체와 유사한 성질이 기대되었지만, 일반적인 철 기반 고온초전도체와는 

달리 반강자성 정렬 현상이 Mn의 국소 자기 모멘트의 정렬에 의한 것으

로 여겨져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내장 금 도금 방식의 정밀한 적외선 분광학으로 광학 전도도를 구함으로

써, 290K 부터 일어나는 점진적인 스핀 밀도파 형성을 관찰하였다. 나아가 

전자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국소 밀도 근사 계산법을 통해 SrMnBi2 물질의 

전자구조가 스핀 밀도파 형성을 위한 페르미면 겹싸기 조건을 만족시킴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SrMnBi2에서의 반강자성 정렬이 국소 자기 모멘트

의 정렬보다는 유동전자에 의한 페르미면 겹싸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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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layered transition metal pnictide SrMnBi2 is drawing a lot of attention 

due to its intriguing Dirac transport property in an anti-ferromagnetic phase. In spite of 

extensive researches on the Dirac charge dynamics, the origin of anti-ferromagnetic spin 

correlation has not been enlightened, seriously. Here, we studied the temperature 

dependent electronic structure evolution across the Neel temperature using optical 

spectroscopy. Across the Neel temperature of 290K, a significant optical spectral weight 

transferred from low energy (below 0.12eV) to higher energy (above 0.12eV), forming 

a clear gap like feature below the 0.12eV. Our results indicate that anti-ferromagnetic 

ordering of SrMnBi2 can be attributed as a spin density wave formation of itinerant 

carriers rather than the localized Mn spin ordering. Based on the LDA calculation, we 

will discuss a possible spin correlation of SrMnB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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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철 기반 초전도체  

 

 

 

2008 년 2 월, 일본의 Hosono 그룹은 상전이 온도가 26K 인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 (iron-based superconducror) LaO1-xFxFeAs 를 발견했다 [1]. 

기존의 고온초전도체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vity)는 구리기반 

물질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기반의 초전도체 

발견은 침체된 초전도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iron 

pnictides [3,4], iron chalcogenides [5], alkaline iron selenides [6] 로 분류되는 

철 기반 초전도체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2].  

철 기반 초전도체는 구조적 측면에서 크게 5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7]. 철 원자와 15 족 (pnictogen, P, As) 혹은 16 족 (chalcogen, S, Se, 

Te)원자가 이루는 사면체 층상 구조물과, 알카리, 알카리 토원자, 

희귀족, 산소나 불소로 이루어져 있는 블로킹 층 (blocking layers)이 

모든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고온 초전도성은 철이 포함된 

전도층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블로킹 층은 일반적으로 절연적 

특성을 갖고 철이 포함된 사면체 층은 전기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층상구조인 철 기반 초전도체는 더욱 2 차원적 특성을 갖는다.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는 전자 혹은 홀 도핑이 초전도성을 

일으키는데 중요하다는 점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철 사면체층에서 

초전도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알려진 구리 산화물과 공통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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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하지만 Mott-절연체로 알려져 있는 구리산화물 초전도 

모체물질과 달리,  철 기반 고온 초전도 모체 물질 (parent compound)은 

도체이며 페르미 준위 근처에서 멀티밴드 성질을 갖고 있다. 

구리산화물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 연구가 고온 초전도 전이 현상의 물리적 근원을 

이해하고, 상온 초전도체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리 기반의 초전도체와 철 기반 초전도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시스템의 상전이 그림 (phase diagram)은 비슷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구리 기반의 초전도 전이 현상은 포논에 매개된 패어링 

(pairing)보다는 자기적 스핀 요동에 의한 패어링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철 기반 초전도체 역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려면 모체 

물질에서 나타나는 반강자성 상태 (antiferromagnetic ordering)를 

도핑이나 압력으로 억제시켜야 한다. 따라서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에서의 자기 현상에 대한 이해는 비정상 초전도 전이 현상 

(unconventional superconductor)의 근원을 밝히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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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철 기반 초전도체의 5 가지 구조이다. 철 이온은 빨간색, 

14 족/15 족 음이온이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다. 주황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철 사면체 

층이고 나머지 부분은 블로킹 층 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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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에서의 자성 

 

 

 

일반적인 초전도체와 달리 구리나 철 기반의 고온 초전도체의 

초전도성의 모체물질은 자기적 바닥상태 (ground state)를 가진다. 이런 

모체물질에 전자나 홀을 도핑하게 되면, 물질의 반강자성이 

줄어들면서 초전도성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고온 

초전도 전이 현상이 자기적 스핀요동 (magnetic spin fluctuation)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초전도체의 

모체물질에서의 자성 연구는 고온 초전도체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구리 기반의 초전도체 모체 물질과 철 기반의 초전도체 

모체물질은 다른 자기적 바닥 상태를 갖는다. 구리 기반의 초전도체는 

모체 물질이 Mott 절연체이므로 자기적 성질은 대부분 국소 자기 

모멘트 (local magnetic moment) 에서 나타난다 [9]. 철 기반의 초전도체 

모체 물질은 일반적으로 금속이기 때문에 자성이 유동 전자 (itinerant 

electron)로부터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핀 밀도파 (spin density 

wave) 바닥상태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스핀 밀도파는 공간에 따라 스핀의 밀도가 파동처럼 변해가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바닥상태는 페르미면 겹싸기 (Fermi-surface 

nesting)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저차원 특성을 갖는 물질의 

페르미면은 평행에 가깝게 형성된다. 이 경우 전자와 홀 사이를 

연결하는 특정 k 벡터가 존재하여, 자기 감수율 (magnetic 

susceptibility)이 발산하게 된다. 발산하는 자기 감수율에 의해 스핀 

밀도파 바닥상태가 존재하게 된다.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에서 행해진 많은 이론적, 실험적 연구들이 

스핀밀도파 상태를 뒷받침하고 있다. 철 기반 초전도체 모체물질에서 

행해진 전자 밴드구조 계산 결과를 보면 [10],  위치에서 원통형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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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과, M 위치에서 그와 유사한 모양의 원통형의 전자 포켓이 

존재한다. 평행한 전자-홀 포켓은 전자-홀 자기 감수율을 증가 시키고 

스핀 밀도파를 형성한다. 또한 중성자 분광법에서도 이론 계산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10,11,12].  각전자 분광학 (Angle Resolved Photo 

Emission Spectroscopy) 에서 얻어진 결과도 기존의 계산된 밴드 구조와 

일치하였다 [13]. 따라서 철 기반 초전도체의 반강자성은 유동전자에 

의한 페르미면 겹싸기에 의해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전자간 

상호작용이나 국소 자기 모멘트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에서 전자간 상호작용이 중요할 

것이라는 다양한 실험 결과가 보고 되었다. KFe2As2 에서 하스-반 알펜 

실험을 통해 전자의 유효 질량이 3-7 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14], 적외선 분광학에서 질량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15]. 

또한 일반적인 스핀 밀도파물질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상자성 상태 

(paramagnetic state)에서도 극소자기모멘트가 남아있는 것을 X 선 

방출실험을 통하여 확인헸다 [16]. 이처럼, 철 기반 초전도 물질에서의 

자성은 아직까지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초전도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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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구리산화물과 철기반 초전도체의 상그림이다. 두 물질의 

모체물질은 공통적으로 반강자성을 갖고 있다. 홀이나 전자를 

도핑함므로써 초전도성이 나타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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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철 기반 초전도체의 페르미면 계산 그림이다.  위치에서 

원통형의 홀 포켓과 평행한 M 위치에서 원통형의 전자 포켓이 

페르미면 겹싸기 조건을 만족하고 스핀밀도파를 형성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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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하나의 밴드 Hubbard 모델에 의한 상전이 그림이다. 도핑하지 

않은 영역에서 온도와 U/W 에 대한 상 변화를 나타냈다. 약한 

상호작용은 페르미면 네스팅이 지배적인 곳이고 강한 

상호작용은 국소 스핀 모먼트 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다. 

상온에서 국소 모멘트를 갖고 있다는 실험결과에 의해, 

pnictide 는 U/W 가 장거리 자기적 정렬 영역의 전이온도가 

극대인 지점 근처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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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 연구의 확장  

   

 

 

다양한 물질의 고온 초전도체에 대해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온 초전도 현상의 기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기원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실험적, 이론적 시도가 있었다. 

블로킹 층의 전기 전도성, 철과 14 족, 15 족이 이루는 구조, 시료의 

2 차원적 성질 등이 고온 초전도성과 연관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수의 고온 초전도체 물질의 블로킹 층은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았다. 기존의 절연체 블로킹 층은 전기가 잘 통하는 철 

사면체 구조 사이에 있어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2 차원적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블로킹층이 철 사면체 구조물에게 

전하를 제공하는 전하 저장고 역할을 한다 [18]. 

전기 전도성 뿐 아니라, 물질의 구조적 특성과 초전도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철이 이루는 사면체 구조는 교환 

결합(Exchange coupling)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FeAs 초전도체의 

Fe-As-Fe 결합각에 대한 전이온도 연구가 진행 되었다 [19]. 또한 

구조적 2 차원성이 일반적으로 초전도성에 유익하다는 연구도 있다 

[20].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기반으로 112-pnictide 물질이 2009 년에 

제안되었다 [10]. BaFePn2 (Pn = As, Sb)인 112-pnictide 물질은 앞서 

언급된 대표적인 초전도체인 LaOFeAs 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물질에서, Ba-As(Sb) 층이 블로킹 층이 되며 이 층은, 전기 전도성이 

좋다. 또한 LaOFeAs 보다 구조적으로 2 차원적 특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국소 밀도 근사 (local density approximation) 결과 철 기반 

초전도체와 페르미 면의 모양이 분명한 유사성이 있었다. 유사-

2 차원적인 원통형을 이루고 있는  위치의 2 개의 홀 포켓과 

M 위치의 2 개의 전자 포켓이 잘 겹 싸진다. 그림 1.4 은 BaFeAs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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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미 면 그림이다. 언급된  위치의 홀 포켓과 M 위치의 전자 

포켓뿐 아니라, 블로킹 층에 있는 As 에 의해 X 위치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형상의 페르미 면도 있다. 

112-pnictide 물질을 합성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이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SrMnBi2 단결정 물질이 2011 년에 합성되었다 [21,22].  

SrMnBi2 의 구조는 그림 1.5 (a)와 같다. BaFeAs2 구조와 비교했을 때, 

Sr 이 Ba 자리에, Mn 이 Fe 자리에 Bi 가 As 의 자리에 해당하다. 

BaFe2As2 에서 Ba 층이 Sr-Bi 층으로 바뀐 것과 같은 구조이다..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SrMnBi2 의 성질이 가상의 BaFeAs2 에서 

예측된 것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2]. 그림 1.5 에 표시 되어있는 전이이온 과 전이이온 사이의 거리와 

14 족 이온 끼리의 거리를 각각, ∆zT , ∆zpn 로 두었을 때, ∆zpn /∆zT 를 

비교해 보아 구조적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이 물질의 ∆zpn /∆zT 값은 

가상의 BaFeAs2 물질과 유사한 값이었다. 2 차원적 성질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SrMnBi2 물질의 구조는 Sr-Bi 층과 Mn-Bi 층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Bi-Mn-Bi 결합각은 각각 104.62º 와 111.95º 으로, 

BaFeAs2 의 경우에 비해 더욱 이상적인 정사면체의 구조에 가까웠다.  

뿐만 아니라, SrMnBi2 물질은 가상의 BaFeAs2 에서 예측된 것 과 

유사한 전기적 특성과 전자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온도에 

따른 저항 측정 결과는 저온일 때 더 저항이 작게 측정되었으며 

온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은 

전도체로 규명되었다. 온도 제곱의 비례 상수로부터 이 물질의 전자간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저온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Sr-Bi layer 층이 담당할 것이라는 전자상태밀도 (density of 

states) 계산결과가 있었다. 가상의 물질 BaFeAs2 에서의 블로킹 층에 

해당하는 Sr-Bi 층이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 물질과 BaFeAs2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전기적 성질의 유사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전자 밴드 계산에서도 선형으로 보이는 구조가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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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nBi2 의 자기적 성질은, 이 물질을 초전도성과 연결 지을 

고리가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물질의 자기장 방향과 온도에 

따른 자기 감수율 측정으로, 반강자성 정렬 이 290K 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국소 밀도 근사 계산에 따르면 가상의 BaFeAs2 와는 

다르게 상자성 계산을 통해 분석했을 때, 페르미면에서 분명한 겹싸기 

벡터를 찾을 수 없었다 [22](그림 1.5). 그래서 반강자성을 Mn-Bi 층에 

있는 Mn 의 국소 스핀 모먼트에 의해 설명해왔고 [22] 더 이상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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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가상의 초전도 물질 BaFeAs2  의 페르미면을 계산을 통해 구했다. 

가운데  근처에 있는 홀 포켓과 M 근처의 노란색으로 보이는 

전자 포켓의 구조가 유사기에 페르미면 겹싸기가 나타날 수 

있다. 스핀 밀도파를 기저 상태로 갖는 물질이다 [18]. 

 

 

 

 

 

 

 

 

 

그림 1.6 

SrMnBi2 의 페르미 면을 국소 밀도 근사 계산으로 구한 결과이다. 

물질 BaFeAs2  과 비교했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페르미면 

겹싸기가 보이지 않는 때문에 반자기성을 Mn 의 국소 모먼트로 

설명하게 되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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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그림 (a)는 SrMnBi2 의 구조이다. Mn 간의 거리와 Bi 사이의 

거리를 분석했을 때, BaFeAs2 보다는 LaOFeAs 와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 는 BaFeAs2 구조이고 FeAs 의 방향을 

마주보게 배치하면 SrMnBi2 와 같아진다. (c) BaFe2As2 의 구조로 

Ba 층을 Sr-Bi 층으로 바꾸면 SrMnBi2 의 구조가 된다. (d)는 

초전도성이 나타나는 Fe 이 있는 사면체 구조로 1 2 로 표시된 

각도가 초전도물질의 전이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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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 는 SrMnBi2 의 구조와 각 층을 나타냈다. X 선 회절 (X-ray 

diffraction) 결과가 샘플이 잘 만들어 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e)는 

온도에 따른 자기 감수율 결과이다. 290K 에서 자기장 방항에 

따라 다른 온도 의존성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물질이 반강자성을 가질 때 보이는 현상이다. (f)는 온도에 따른 

저항결과이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지고 그 경향성이 

온도의 2 승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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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험 

 

2.1 광학 전도도 

 

2.1.1 적외선 분광법의 중요성과 정보 

 

 

반사율, 투과율 및 분광타원해석법 등의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면 

물질의 전자구조 및 전기 동역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광학 전도도 

(optical conductivity)를 구할 수 있다. 광학전도도는 상호전자밀도 

(joint density of state)와 선택율 (selection rule)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이를 측정하게 되면, 페르미 에너지 사이의 찬 상태에서 비어있는 

상태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전자구조를 알 수 있다. 매우 

낮은 에너지 영역의 빛 (0.01-0.1eV)을 이용하면 페르미 면 근방의 

전자계의 전자역학을 분석할 수 있기 있으며 자유전자의 반응과 계의 

상관관계 (correlation)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보다 더 높은 

에너지 영역을 측정하여 격자의 진동 역학 (phonon)이나 (0.01-0.1eV) 

나 전자 밴드간 전이(1-3eV)를 알 수 있다.  

광학 분광법은 넓은 측정 영역의 반응이 평균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국소적인 위치의 전도성에 의해서도 크게 변할 수 있는 

전자수송 실험에 비해 시료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빛의 투과 깊이 (penetration depth)가 ~10um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표면의 변화를 주로 보게 되는 전자 

분광학에 비해 덩치 시료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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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내장 금도금 (in-situ gold evaporation)반사율 측정 

 

 

중적외선 (600-8000cm-1) 영역에서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Fourie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방식을 이용해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는 Bruker 사의 FT-IR Bruker IFS 

66v/S 을 이용하였고, 내장 금도금 방식을 이용하였다.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는 간섭 조건이 잘 맞게 정렬된 고정 거울과 움직이는 

거울을 이용해, 위치에 따른 빛의 세기 인터페로그램을 측정한다. 이를 

푸리에 변환 시키면 에너지에 따른 빛의 세기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1 은 내장 금도금 반사율 측정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광학 

기기의 사진과 빛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내장 금도금 방식은 샘플에 금을 도금시켜 더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보통의 반사율 측정은, 샘플에서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기준 (reference) 물질에서 반사되는 빛의 세기로 나누게 된다. 이 

방식으로 반사율을 구하면 빛의 세기 비율만 측정하게 되므로, 물질의 

물리적 성질 외에 표면의 거칠기나, 기준물질과의 정렬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내장 금도금 방식은 샘플에 금을 입혀서 샘플과 똑 같은 

조건의 기준 물질을 만들어(그림 2.2) 위에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또한, 온도 변형에 의해 샘플 위치에 따른 효과도 보정해 줄 수 있다. 

SrMnBi2 시료의 온도에 따른 전자구조의 기저상태 (ground state)를 

규명하고, 290K 근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온부터 

20K 까지 중적외선 영역을 측정했다. 온도는 T=300K, 250K, 200K, 100K, 

50K, 20K 를 측정했다. 크라이오스텟 내부 압력이 1*10
-7

torr 이하가 

되어야 저온에서 샘플에 얼음이 생기는 효과를 막을 수 있다. 먼저 

온도를 내리면서 샘플과 기준물질의 반사율(1)을 측정한 후, 다시 

온도를 상온까지 올려서 금도금을 했다. 그리고 같은 온도 별로 

금도금 한 샘플과 기준물질 사이의 반사율(2)을 측정했다. 최종적으로 

물질의 반사율은 반사율(1)을 반사율(2)로 나눈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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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와 샘플 사이의 광학 설계이다. (1)번 

거울에서 간섭조건이 맞는 빛이 들어 온다. (1)번 거울에서 

반사된 빛을 초점에서 아이리스를 이용해 샘플크기에 맞춘다. 

각각의 거울을 조절해 빛 경로 정렬을 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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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 내장 금 도금 방식의 모식도이다. 표면이 거친 샘플과 기준 

물질사이의 반사율을 측정한 뒤, 금 도금한 샘플과 기준물질 

사이의 반사율을 나누면 그 물질의 실제 반사율을 구할 수 있다.  

(b) 실제 콘에 붙어 있는 기준물질(좌)과 샘플(우)의 모습이다. 

회전 방식으로 반사율을 측정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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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분광 엘립소메트리 (Spectroscopic ellipsometry) 

 

 

중적외선-자외선영역은 (0.74-5.2eV) 엘립소메트리 방식을 이용해 

상온에서만 측정하였다. 엘립소메트리는 Woollam V-VASE 를 이용해 

측정했다. 엘립소메트리는 두 개의 다른 편광 빛을 이용해 반사 (혹은 

투과)되는 빛의 세기와 위상을 분석해 물질의 성질을 측정한다. 두 

가지의 물리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Kramers-Kronig 관계를 거치지 않고 

유전율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델링으로 반사율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반사율 측정을 토대로 광학 전도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Kramers-

Kronig 관계에서 필요한 앵커링 (anchoring) 지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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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의 특성 분석 

 

 

 

포항공대 김준성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결정성이 우수한 SrMnBi2 

단결정 덩치 시료로 측정을 하였다. SrMnBi2 는 유리 엠플에 밀봉된 

고온의 녹은 혼합물 덩이 (chunks)를 천천히 식히는 방식 (slow 

cooling)으로 만들어 졌다 [1]. 측정에 사용될 샘플의 온도에 따른 저항 

그래프이다. 앞장에서 언급된 논문에서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기 

전도성이 2 배 정도 좋은 시료임을 알 수 있었다. 

SrMnBi2 는 반응성이 큰 물질로, 공기 중 수증기나 열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공 속이라도, 400K 까지 온도를 올리게 

되면 성질이 변하고, 그 변화가 비 가역적이다. 시료표면을 사포 

따위로 마찰 시키면 불꽃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샘플을 

클리빙 (cleaving) 한 후 외부 환경과 반응하지 않은 표면의 반사율 

스펙트럼(0.74-5eV)을 측정해 보아 얼마나 샘플 변화가 민감하지 

시간에 따라 확인해 보았다. (그림 2.4) 클리빙 직후인 5 분 안에 

측정을 한 결과 (파란색 그래프)와 한 시간 지나 측정한 결과(초록색 

그래프)와 차이를 보아, 조각 낸 직후부터 샘플이 변하기 시작함을 

확인하였다. 클리빙 후 빠른 시간 안에 측정을 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 중요하다. 클리빙 후 수 시간 뒤의 샘플을 관찰해 보면 

직후와 비교했을 때 반짝임은 비슷하지만, 색이 바뀌는 것을 관찰 

했다.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측정과 엘립소메트리 측정을 하기 위하여 

샘플을 준비해 둔 구리 콘에 EPOTEK 사의 열 전도율이 좋은 

실버에폭시 H20E 를 이용하여 붙였다. 샘플이 고온에 반응하기 때문에 

섭씨 80 도에서 3 시간 동안 실버에폭시를 굳혔다. 콘의 바닥 면과 

샘플이 나란하게 붙도록 하고, 기준물질인 금거울도 샘플과 

동일하거나 약간 큰 정도로 잘라 같은 모양의 구리 콘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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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rMnBi2 의 온도에 따른 저항 데이터 이다. 300K 에서 

0.13mcm 의 값을 갖는다. 이는 기존 논문에서 보고된 값 

0.3mcm 보다 2 배 작은 값이다. 더 좋은 전기전도성은 

앞으로의 논의될 결과와 부합한다. 좋은 질의 단결정 시료를 

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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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 클리빙 후 시간에 따른 반사율 결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사율이 떨어진다. (b) 클리빙 전의 샘플 사진이다. 이 경우에는 

표면이 빛나지 않는다. 클리빙 전에도 빛나는 경우가 있지만 

클리빙 후와 색깔이 다르다. (c) 클리빙 직후의 샘플 사진이다. 

표면이 매끄럽고 빛 반사가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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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토 의 

 

3.1 온도에 따른 반사율과 광학 전도도 

 

 

 

그림 3.1 은 8000 cm
-1 까지 온도에 따른 반사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600 cm
-1

 이하의 반사율은 측정하지 못하여, Hagen-Rubens 법칙에 

근거해 추정했다. 우리는 중적외선 영역 1000 cm
-1 근방에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서서히 반사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관측했다. 이러한 

반사율의 변화는 상온에서부터 20K 에 이르기 까지 서서히 변화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4500 cm
-1

 근처에서도 반사율이 감소하는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모든 온도에서의 스펙트럼이 6500 cm
-1

 에서 

모이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 영역의 광학상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SrMnBi2 반사율 스펙트럼에서 1000 cm
-1

 에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반사율이 낮아지는 모습은 잘 알려진 스핀 밀도파 물질의 양상과 

비슷했다. 그림 3.2 는 초전도체 모체물질로 알려진 BaFe2AS2 와 

SrFe2As2 의 반사율을 온도에 따라 측정한 그래프이다 [1]. BaFe2AS2 의 

경우에는 반강자성 전이온도가 138K 이고 두 개의 갭 에너지 간격이 

각각 360cm
-1 과 890cm

-1 이다. SrFe2As2 은 전이온도가 200K 고 500cm
-

1 와 1360cm
-1

 에서 두 개의 픽 구조를 보였다. 2∆/kBTSDW 값은 3.5 와 

9 의 값이었는데 비해, SrMnBi2 에서는 4.5 와 20 의 값이다. 기존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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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서 나타난 스핀 밀도파 2 갭과 달리, 이 물질에서는 갭 사이 

에너지 간격이 크고 두 번째 픽 에너지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 은 Kramers-Krognig 관계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광학전도율을 구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300K 에서 Drude 반응을 보이는 스펙트럼 무게가 스핀밀도파 갭이 

열리면서 더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 이동해 갔다. 남아 있는 Drude 

전자의 산란률 (scattering rate)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낮은 에너지 영역의 반사율을 측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4600cm
-1에서도 갭이 열리는 현상이 관측 되었다.  

1.3 장에서 언급된 가상의 물질 BaFePn2 에서 스핀 밀도파를 

가정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 SrMnBi2 에서 실제로 스핀 

밀도파를 발견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구조적 유사성, 블로킹 

층의 전기전도성, 전자밀도상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같은 자기적 

바닥상태를 갖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국소적 자기 

모멘트로 설명되었던 반강자성을 유동 전자 그림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초전도체의 국소-유동 자기장 성질의 논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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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온도에 따른 반사율 그래프를 600cm
-1

 부터 42000cm
-1 까지 

측정하였다. 각 온도에서 반사율이 0.8eV 근방에서 모인다. 

에너지 영역 1000cm
-1

 과 2500cm
-1

 사이의 반사율은 

온도를 300K 부터 20K 까지 내림에 따라 점진적으로 내려간다. 

낮은 온도의 스펙트럼의 Hagen-Rubens 연결을 한 부분은 높은 

온도보다 더 평평하다. 오른쪽 위는 엘립소메트리 상온 측정 

결과에서 도출된 반사율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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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BaFe2As2 와 SrFe2As2 의 온도에 따른 광학전기전도도 이다. 각각 

138K 과 200K 에서 스핀 밀도파가 생성된다. 스핀 밀도파가 갭 

위치에 해당하는 에너지 영역에서 반사율이 낮아져 파이는 

모습이 발견되며 그 스펙트럼이 더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물질 모두 2 개의 픽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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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온도에 따른 광학 전기 전도도이다.. 전형적인 스핀 밀도파가 

생성되었을 때의 모양을 하고 있다. 1000cm
-1

 에서 분명한 갭 

형태를 볼 수 있다. 또한 4600cm
-1 에서도 갭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스핀 밀도파에 의한 것인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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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소 밀도 근사계산 결과와 스핀 밀도파의 겹싸기 

벡터  

 

 

 

국소 밀도 근사 계산으로 기존 논문에서 구하지 못한 겹싸기 

벡터를 찾아보았다. 상자성 상태 (paramagnetic state)를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와 보고되었던 각전자 분광학 결과 [2]를 비교하면 

사라진 밴드를 알 수 있으며 겹싸기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이번 

계산에서 얻은 페르미면은(그림 3.5 (a)) 매우 2 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겹싸기 벡터를 찾을 수는 없었고, M 위치에서 전자 포켓도 

형성되지 않았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0.005 Ry 바꾸면 기존 논문 

결과 [3]를 얻을 수 있었다. 국소 밀도 근사 이론에서는 계산하는 

에너지 영역을 확장해가며 페르미면의 위치가 수렴해감을 확인해 

정확한 페르미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의 계산 결과는 

이를 통해서 페르미면의 위치를 정확히 얻었다. 

Mn 전자의 상호 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국소밀도근사 방식에 

전자간 상호작용 효과 U 를 추가해 계산해 보았다. 이 계산 

결과에서는 M 위치에 전자 포켓이 생기게 되었다 (그림 3.5(b)). 이때, 

상자성 상태의 kz=0 인 페르미 면을 나타낸 것이 그림 3.4 의 (a)이고, 

그 에너지-모멘텀 분포는 그림 3.4 (c)이다. kz 컷을 보면  위치를 

중심으로 구형의 하늘색 홀 포켓과 파란색 홀 포켓이 있다. 파란색 

홀 포켓은 에너지-모멘텀 분포 (그림 3.4(c))에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M 

위치 근처에 빨강색으로 표시된 2 차원적 성질이 강한 전자 포켓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3.4 (c)에 같은 빨강색으로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계산 조건에서 (U=3eV) 페르미면 겹싸기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파란색 홀 포켓과 M 위치의 빨간색 

전자 포켓이 페르미면 겹싸기가 일어나며, 이 겹싸기 벡터는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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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파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반강자성 정렬이 일어난 후에 

페르미면과 에너지-모멘텀 분포가 각각 그림 3.4 (b), (d)에 나타나 있다. 

반강자성 정렬 후에 남아있는 페르미면은 Dirac 전자를 포함한다. 

이는 블로킹 층 Sr-Bi 의 특성이 강하며, 블로킹 층의 전기전도성이 

좋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  

반강자성 정렬 후, 겹싸기에 해당하는 파랑색과 빨강색 밴드뿐만 

아니라, 겹싸기에 참여하지 않는 중심의 하늘색 밴드까지 

페르미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Mn 과 Bi 밴드끼리 

섞여있음 (hybridization) 이 강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어 갭이 열리는 

현상과 같이 페르미 준위 에서 사라졌을 수 있다. 혹은 국소 밀도 

근사법으로 얻은 페르미면이 정확하지 않아서 페르미면 겹싸기에 

참여하지 않은 밴드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기존의 각전자 

분광학에서 위치중심에원형의밴드와방향에바늘같은(needle 

shape) Dirac 전자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각전자 분광학 결과에서 

측정한 페르미면이 kz=0 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위의 계산결과에서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잘 못 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또한 페르미면 겹싸기를 하는 밴드구조의 3 차원적인 성질이 많이 

남아있다. 그림 3.6 은 반강자성 정렬 전의 페르미면을 옆에서 본 

모습이다.  M 위치의 전자 포켓이 매우 2 차원적인 것에 비해 상당히 

3 차원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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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반강자성정렬이 일어나기 전의 페르미면과 에너지-모멘텀 

분포를 각각 (a)와 (c), 반강자성 정렬이 일어난 후의 

페르미면과 에너지 모멘텀 분포를 (b), (d)에 나타냈다. (a) 검정색 

점섬으로 표현한 것이 페르미면 겹싸기 벡터이며, (c)에서 

파랑색과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페르미면 겹싸기가 

일어난다. (b) 반강자성 정렬 이 일어난 후에 남아있는 밴드는 

Sr-Bi 층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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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국소밀도근사 방식으로 계산한 페르미면 그림이다. (a)는 

전자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페르미면이다. 2 차원적 

성질을 갖고 있었지만 페르미면 겹싸기 조건을 찾을 수 없었다. 

(b)는 그림 3.4(a)와 같은 상황인, 전자상호작용 U=3eV 일때의 

페르미면이다. 페르미면 겹싸기 벡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림 3.6 

전자상호작용이 U=3eV 일때의 페르미면을 옆에서 본 모습이다. 

페르미면 겹싸기 조건이 있지만, M 위치의 전자 

포켓보다 2 차원적 특성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

a) 

(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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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 약 

 

 

철 기반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된 뒤, 그 기원을 밝히고 전이온도를 

높이려는 시도로써 가상의 물질 112 iron-pnictide 가 제안되었다. 112 

iron-pnictide 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SrMnBi2 는 반강자성 정렬이 

290K 에 있으며, 철기반 초전도체 구조에서 블로킹 층에 해당하는 Sr-

Bi 층의 전기 전도성이 좋고, Fe-As 구조에 해당하는 Mn-Bi 층의 

구조가 정사면체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강자성은 기원은 

Mn 의 국소 모멘트로 설명되었으며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금 도금 방식의 정밀한 적외선 분광학으로 

광학 전도도를 구함으로써, 290K 부터 일어나는 점진적인 스핀 

밀도파 형성을 관찰하였다. 290K 에서의 반강자성 정렬은 스핀 밀도파 

현상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자상호작용을 고려한 

국소 밀도 근사법으로 페르미면 겹싸기 벡터를 발견하였다. 

유동전자에 의한 페르미면 겹싸기는 SrMnBi2 의 자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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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FTIR with gold evaporation cryostat manual 

ver.1 2013 HJPark 

 

Bruker IFS 66v/s(이하 Bruker) 와 금도금 방식의 

크라이오스텟을 이용하면 물질의 반사율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다. 물질의 반사율을 시료와 기준물질 사이의 반사율을 

시료에 금을 뿌린 것과 기준물질 사이의 반사율로 나누어 

측정한다. 시료 표면의 거칠기와 똑같은 금 거울로 기준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 문제가 사라진다. 이 

매뉴얼에서는 금도금 방식을 이용한 MIR, FIR 저온 실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장비 구성  

 

Bruker 의 전원은 항상 켜두며 측정 할 때, 광원을 켜서 

사용한다. 현재(2013.02) MIR 용 Globar source 와 NIR 용 

Tungsten lamp 가 연결되어 있다. 광원에서 나오는 열을 

식혀줄 칠러가 본체 옆에 있다. 칠러가 켜지지 않으면 광원이 

켜지지 않는다. 칠러 내부의 증류수는 일정기간을 두고 교체해 

주어야 한다.  

MIR 측정은 Globar 광원을 이용하고, 빔스플리터로(Beam 

splitter)는 KBr 을 이용한다. 빔스플리터는 매우 고가이며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을 줄여야 하고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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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야 한다. 마이크로스코프(Microscope, 작은 시료를 측정할 

때 사용)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MCT detector 를 쓴다. 500-

7000cm-1 의 영역을 측정 할 수 있으나, 샘플의 크기와 표면 

상태에 따라 다르다. Bruker 와 크라이오스텟을 연결하는 

윈도우로 징크셀레나이드 를 이용한다(노랑색). 이 또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NIR 은 텅스텐 

램프를 광원으로 이용하며, CaF2 를 빔스플리터로 이용한다. 

NIR 측정할 때와, 얼라인 과정에서 광로를 확인할 때 이용된다.  

FIR 측정은 MIR 의 Globar source 를 이용하며(FIR 용 

광원이 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측정에 큰 문제는 없다), 

빔스플리터는 6m (혹은 50m) Mylar 를 이용한다. 측정을 

위해 볼로미터(Bolometer)나 DTGS 를 이용한다. DTGS 는 

액체 헬륨 없이 측정이 가능하나 측정이 어렵다. 볼로미터는 

액체헬륨으로 온도를 낮춰줘야 사용 가능하다. 4K 와 펌핑이 

필요한 1.6K 모드가 있다. 4K 모드를 사용하면, 20-700cm-1 

영역을 측정 할 수 있다.  

FIR 측정시 윈도우로는 얇은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다. 

징크셀레나이드 윈도우를 넣는 곳에 구리 링을 이용하여 

부착한다. 사선으로 된 연결관 끝의 홈에 인듐 와이어를 고르게 

놓고 구리링을 놓아 둔다. 그 위에 high vacuum grease 를 

바른 뒤 그위에 나사 구멍을 고려해 잘라놓은 폴리프로필렌 

윈도우를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고르게 놓는다. 그 후 챔버에 

부착하고 진공이 잘 잡히는지 확인 한 뒤 실험한다.   

측정하기 전에 골드 와이어를 골드이베포레이터(gold 

evaporator)에 감아두는 것이 좋다. 텅스텐 와이어를 감아서 

열을 줄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골드와이어를 감는다.  

진공부분은 메인 크라이오스텟 부분, 돌아가는 부분, Bruker 

쪽이 있다. 크라이오스텟 부분은 바로 밑에 파이퍼 터보 펌프가 

있고 그 펌프의 보조 로터리 펌프가 있다. 파이퍼 터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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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때에 팬 라인을 돌리기 위해 전원장치도 같이 켜둔다. 

상온에서 진공은 1.2E-7~1E-6torr 정도 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MIR 측정의 경우 남는 터보 펌프로 돌아가는 부분을 

뽑을 수도 있다(이 부분은 모터가 돌아가면서 유격이 생겨 

진공이 나뻐지지 않도록 펌핑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볼로미터를 이용할 경우 볼로미터 

펌핑에 필요한 터보로 돌아가는 부분을 같이 뽑아준다.  

Bruker 는 자체적으로 펌프가 달려 있어서 8-10mbar 정도 

진공을 유지한다.  

샘플과 기준물질 사이를 돌리는 데 모터가 이용된다. 모터에 

들어가는 전원장치를 킨 후 프로그램을 열어주어야 프로그램이 

인식 할 수 있다. 오른나사 방향으로 180 도 돌아가는 것이 

0 번, 그 반대 방향으로 200 도 정도 돌아가는 것이 1 번, 

오른나사 방향으로 20 도 돌아가는 것이 2 번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유는 반대방향으로 돌 때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방식 (0 번 , 1+2 번)을 

이용하면 그 효과를 없앨 수 있다. 

A 표 1 

에너지 영역에 따른 광원, 빔스플리터 Detector  

 FIR MIR NIR 

Source Halogen lamp Globar Tungsten lamp 

Beam 

splitter 

Mylar  

6m, 50m 

KBr CaF2 

Detector Bolometer 

or DTGS 

MCT InGaAs 

wavenumber 

range(cm-1) 

20-700 

 

500-7500 5800-12800 

Energy 

range(eV) 

0.001-0.1 0.05-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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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빔스플리터 얼라인(Beam splitter align) 

Bruker 는 위치에 따른 빛의 세기 인터페로그램을 푸리에 

변환해 에너지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는다. 따라서 

인터페로그램이 잘 형성되도록 간섭조건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빔스플리터 얼라인을 잘 해야 한다. 빔스플리터 

얼라인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오실로스코프를 보고 맞춰야 

한다.  

하지만 오실로스코프를 보고 세밀한 얼라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detector 를 이용해 얼라인 한다. Optic 을 뺀 상태에서 

원하는 detector 앞의 미러를 조절해 광로가 최적화 되게 한다. 

Opus 프로그램을 열고 auto align 을 눌러 얼라인 한다. 만일 

얼라인이 많이 틀어져 있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면 

Bruker 뒷면을 열고 손으로 직접 x y 를 움직여 얼라인 할 수 

있다. 이때 signal 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빔스플리터 얼라인도 

가장 잘 된 것이라고 여긴다. 그 후 Detector 앞 미러를 다시 

최적화 시킨 뒤, 한번 더 반복해도 된다. 빔스플리터 얼라인을 

할 때, 빛의 크기는 측정할 빛의 크키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opus 에서 조절할 수 있는 빛의 크기에 따라 광로의 방향이 

미묘하게 다르다. 빔스플리터 얼라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곳에 최적화 시키는 편이 더 좋다.) 

  

 (3) 샘플 얼라인(Sample align) 

측정을 하기 위해 샘플 준비와 기준물질과 정렬을 해야 한다. 

샘플은 실버 에폭시(EPO-TEK 사의 H20E(가열) 혹은 

EE129-4(비가열 가능))를 이용해 콘에 부착한다. 콘은 

사선이 있어서 샘플에서 반사되는 빛 외에 측정되지 않도록 

디자인되었다. 샘플이 부착된 콘을 홀더에 나사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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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더 뒷면에는 기준물질(금 거울)이 콘에 부착되게 한다. 

이때 사용하는 금 거울은 샘플의 크기와 거의 같지만 약간 큰 

것이 좋다. 샘플 콘을 홀더에 나사로 밀착시킨 뒤, 샘플과 

기준물질의 면이 나란하도록 정렬시켜야 한다.  

크라이오스텟에 샘플과 기준물질이 붙어있는 홀더를 끼운 뒤, 

상단 개스킷을 새것으로 바꾸고 모터가 돌아갈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진공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나사를 조인다.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전원장치를 키고 모터 동작 

프로그램을 연다. 방향 조작은 + - 버튼으로 할 수 있다.  

Bruker Optics 부분에서 샘플로 빛이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각 미러에 중앙에 빛이 오도록 얼라인 한다. 그 뒤, Bruker 

optics 의 빛이 샘플에 맞도록 조절한다. 샘플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미러롤 돌아 올 때, 그 빛이 미러의 중앙에 오도록 모터를 

돌린 후 샘플의 방향 ( r 좌표계에서을나사로조절한다

이제, 샘플과 기준물질의 면을 나란하게 맞춰준다. 먼저 

레이저를 준비하고 샘플을 돌려 크라이오스텟의 옆쪽 뚤린 

곳에 오도록 한다. 레이저를 샘플에 맞추고 반사된 빛이 벽면에 

잘 보이는 곳에 오도록 조절한 뒤, 벽면에 그 위치를 기록한다. 

180 도를 돌려(프로그램 된 방식 이용) 뒷면 기준물질이 

레이저에 오도록 한 뒤, 기준물질에서 반사된 빛이 샘플에서 

반사된 빛의 위치에 오도록 기준물질의 방향을 나사로 

조절한다.(기준물질로 맞추는 이유는, 샘플이 홀더에 

밀착되어야 열 전달이 잘 되어, 실제 온도와 측정되는 

온도사이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진공을 뽑기 시작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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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ptics 얼라인 

본격적으로 Bruker optics 쪽 얼라인 하기 전에 저온실험에 

필요한 트랜스퍼 라인을 꽂아둔다. (이 과정에서 얼라인이 약간 

틀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크라이오스텟 히터를 꽂아둔다.) 

샘플에서 반사된 빛이 미러 중앙에 오도록 다시 샘플의 위치를 

모터로 조절한다. 그 뒤의 미러들을 조절해 인터페로그램의 

세기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 샘플 크기에 맞추어 아이리스로 

빛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 과정은 세기가 변하지 않는 지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으며, NIR 로 실제 빛의 크기를 보고 

조절할 수 도 있다. (NIR 의 빛을 이용할 경우 빔스플리터 

얼라인 전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측정에 이용되는 빛의 

크기는 샘플과 미러 크기보다 큰 것이 좋다. (샘플이 충분히 큰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그널이 너무 클 경우 detector 가 

비선형적이 되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빛의 

크기가 샘플의 크기와 같게 맞추는 것은 온도에 따라 움직이는 

효과가 가장 크게 반영되므로, 제일 좋지 않다.)  

 

 (5) 측정 - MIR 

MCT detector 는 액체 질소로 온도가 낮아져야 작동한다. 

액체 질소를 부운 뒤 30 분 정도 안정화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약 8 시간 정도 지나면 액체 질소가 기화되어 측정되는 크기가 

작아진다. Bruker 의 Globar source 를 킨다. 켜진 후 안정화 

되는데 시간이 30 분정도 필요하다. 얼라인에 필요하므로 

그전에 켜 두는 것이 좋다.  

OPUS 프로그램을 연다. 프로그램에서 광원과 빔스플리터, 

빛의 크기, detector 를 맞게 조절한다. 저장될 적절한 폴더를 

만든다. 측정할 범위와 에너지 간격, 측정 방식, low-pass 



 

 

 

 

42 

filter 의 사용 유무 등을 조절한다.  온도 조절기를 킨다. 온도 

센서를 연결한다. 양쪽 에 각각 해당하는 센서를 연결하고 

가운데 센서는 방향에 맞게 연결한다. 온도조절을 위해 펌핑 

라인을 연결한다. 측정 전에 모터 톱니바퀴 부분에 그리즈를 

바르면 오작동 확률이 줄어든다.  

샘플-기준물질-샘플-기준물질 순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시간에 따른 광원 요동을 파악하는데 좋다. 해당하는 온도가 

되었을 때, 샘플 기준물질을 반복해 측정한다. 노이즈는 

측정횟수에 루트로 줄어든다. 온도를 올리면서 측정해도 좋고 

내리면서 측정해도 되지만 다음 골드를 올린 후 에는 이전의 

방식과 동일하게 측정해야 한다. 또한 온도 조절하는 방식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냉매의 양과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 온도 센서 2 개의 값, 히터의 범위등을 기록한다. (온도 

센서는 A 가 샘플이고, B 가 cold head 이다. 히터 범위는 

mid 로 놓는다. 100% 가 켜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온도를 내린 후, 올리면서 측정하면 히터로 조정이 되어 온도 

조절이 쉽고 시간 절약이 된다. 저온실험의 경우 진공도가 

좋아야 샘플 표면에 얼음이 생겨 올바른 측정이 된다. (E7 torr 

이하에서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50K 이하부터 얼음이 

생기며, 그때 3300cm-1 에 픽이나 딥이 생기고 전체적인 

스펙트럼의 모양이 왜곡된다고 한다.) 또한 금 도금이 

이루어지려면 진공도가 E6torr 가 되어야 한다. 

샘플과 기준물질 사이에 측정이 끝나면 300K 에서 금도금을 

한다. 그전에 유의할 2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도금 전에 다시 

상온 측정을 해서 처음 찍은 상온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실험은 실패한 것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두 번째는 샘플이 금도금 하는 

면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른 면에 금도금 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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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금도금은 진공을 깨지 않고 한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두 가지 유의사항이 지켜 졌다면, 전원장치를 연결하고 

전류를 주어 금도금을 한다. 이때 일정한 전류를 주는 방식을 

이용한다. 4.5A 를 30 초 가량 흘려 준다. (이는 텅스텐의 

길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도금이 끝난 후 금도금 샘플과 기준물질 사이의 반사율을 

이전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게 측정한다. 특히 온도의 경우, A 와 

B 의 온도 까지 맞추어야 한다. 

측정이 끝난 뒤, 냉매와 트랜스퍼라인을 정리한다. 온도 

조절기를 끈다. 크라이오스텟 터보는 끄지 않아도 무방하다. 

Bruker 광원은 꼭 끄도록 한다. 모터 전원장치도 끈다. 

 

(5) 측정 - FIR 

FIR 측정의 경우 Bolometer 에 액체 헬륨을 넣어주고 주로 

저온실험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 측정 방식은 MIR 과 동일하지만, Bolometer 

측정의 경우 최대 16 시간동안 헬륨이 날아가지 않으므로 그 

시간 안에 측정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얼라인 과정을 Bolometer 시그널을 보지 않고 대강 

마쳐 놓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 NIR 광원과 빔스플리터를 

이용해 눈으로 빛을 보면서 샘플과 미러 얼라인을 해둔다. 

Mylar 빔스플리터도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대강의 얼라인을 

해둔다. 볼로미터가 작동하게 되면 위에서 대강 해두었던 것을 

세심하게 조절한다.  

볼로미터에 헬륨을 넣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볼로미터의 

건전지를 바꾸고 전원을 킨다. 액체 질소를 볼로미터의 

중앙(헬륨이 들어가는 곳)과 액체 질소 부분에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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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미터 중앙 부분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액체 질소부분이 

잠잠할 때, 약 30 분) 헬륨 기체를 사용해 액체 질소는 

내보낸다. 이때 액체질소가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남아있는 

경우 헬륨이 들어갔을 때, 액체질소가 고체가 되어 볼로미터가 

망가질 수 있다.) 그 후 트랜스퍼 라인을 헬륨통에 (온도를 

내리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넣고 헬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볼로미터에 중앙에 넣는다.(이미 헬륨이 들어있는 

경우, 꼭 액체 헬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넣어야 한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헬륨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바로 넣어도 

무방하다.) 계속 온도가 내려가다가 액체 헬륨이 들어가는 

순간과 다 들어간 순간은 뿜어져 나오는 헬륨의 색이 짙어지는 

것과 낮게 깔리는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다. 또한 검류계로 20V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OPUS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바꾸고 low-pass filter 를 키고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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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1 년 반 동안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더 넓은 앎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배우고 성장해 온 모습이 기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감사의 글을 씁니다. 

제일 먼저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노태원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을 인내해 주시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팅 때 소중한 조언 해주시는 

윤종걸 교수님, 정진석 교수님, 부상돈 교수님, 장영준 교수님 감사 드립니다. 

포항 ARPES 실험을 많이 가르쳐 주신 김용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실험에 자문 역할을 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든든한 강태동교수님 정말 감사 드립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과 엄격한 

학자의 자세를 직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김경완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졸업 논문과, 보내주신 자료들은 정말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과 유머감각 모두를 갖고 계신 문순재 교수님, 귀찮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도 잘 해 주시고,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도 감사 드려요. 

웃는 얼굴이 잘 어울리는 권지환 박사님, 박사 포스와 여유가 흘러 넘치는 

따뜻한 양상모 박사님, 멋있고 프로페셔널한 이승란 박사님 감사 드려요.  

재미있는 김민우 박사님, 일본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감사 드려요. 

 요즘 들어 저와 같이 늦게 까지 남아 계실 때가 많은 병철 선배님, 말은 안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언니 같은 완전 똑똑한 

다운선배. 똑똑하고 섬세하지만 따뜻함에 한번 더 놀랍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함께 가르쳐 주어서 고마워요. 앞길에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는 향근 선배, 귀찮다는 듯이 개스킷 사이즈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부분 배려해 주어서 고마워요. 매우 

재미있지만, 알고 보면 천재라서 신기한 창희 선배, 정말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어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도움이 되는 후배가 될게요. 

실험실 동기 1 철저한 수빈아, 네가 농구 안하고 같이 있어서 참 좋다. 너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구나. 실험실 동기 2 좋은 마초 영재야. 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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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너그러이 묻어줘서 고맙다. ‘적립간지 완전 장난 

아닌’ 지섭아. 나보다 먼저 실험실 생활을 해서 전혀 후배 같지가 않구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 월미언니. 고마워요. 언니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엄청난 인연인 정란 언니. 같은 공간에 있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 드려요.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07 동기들 딱히 고마운 건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 

즐겁고 혼자가 아닌 것 같아 좋다. 19 동 친구가 될지도 모를 세명아. 3 학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쿨하게 영화도 같이 보고 고기도 먹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 맨날 연락 안 한다고 그러는 선민아. 너의 개그가 

필요해. 하는 일 다 잘되면 좋겠어. 지수야. 저번에 볼 수 있었는데 못 봐서 

너무 서운해. 꼭 보자. 이무송아, 축하한다. 완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답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채현우야, 한 때 야구 같이 봐서 좋았고, 옛날에 소개팅 

따라간 것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어. 원동현아, 느끼하다고 해서 미안했다. 넌 

잘 될 거야. 윤노인 노인도 아닌 22 살부터 노인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곰, 수빈, 

오랭, 박지태 등등 참 좋은 인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다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세지 세록이 앞으로 학회 때 자주 보고 

얘기도 많이 하자. 영원이도 밥 먹자! 

대학생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준 CMP 8 기 9 기 인연들. 고마워요. 

아직까지도 잘 연락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투정도 받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지운 오빠,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멋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태정이, 요즘 들어 

더 행복한 홍은이. 나의 마음을 다시 학부 때로 되돌려 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야. 

예지야. 너무 예쁜 모습이 좋아. 하고 싶은 멋진 음악 만들길 바래.  

성미야. 어서 한국에 와서 예전같이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럼 좋겠구나. 어서 

돌아오렴. 선영아! 전문 연주가가 되는 너의 모습이 기대돼. 요즘 자주 못 

보지만 항상 고맙고 좋아. 경의야, 저번에 통화해서 좋았어. 우리는 봐야 해.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렇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공부할 

환경과 역량을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부모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 

여사님, 맨날 투정부리고, 마음과 다르게 화내고 그래서 미안해. 엄마의 재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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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줘서 고맙고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대해 줘서 고마워요. 받은 사랑으로 

행복하게, 베풀면서 살아갈게요. 아빠, 우리 아빠가 박철균이라는 사람이어서 

자랑스러워요. 알게 모르게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도 매우 많이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네요. 아빠의 정신력을 이어 받아서 앞으로는 잘 할거에요. 이모, 

요즘 올 때마다 정신이 없어서 잘 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여행도 가야 

하고 옷도 보러 다녀야 하는데. 매우 사랑해요. 너그러운 큰이모, 예뻐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공부하러 오는 것이 끝나서 좋아요. 이제는 재미있게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이삭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 우주 오빠, 영국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우석 오빠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고 이옥자 여사님, 할머니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 잘 간직하고 살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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