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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키워드: 고온초전도, 구리산화물, 전자-포논 커플링, 초격자, 라만 분광

학, 포논 선모양 

학번 : 2018-25924  

 

전자-포논 커플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고온 초전도 

현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 중 하나다. 2018년, 

각분해 광전자 분광법을 이용하여 구리산화물 초전도물질인 

Bi2Sr2CaCu2O8+δ의 전자-포논 커플링을 조사한 결과, B1g 좌굴 포논이 

초전도 임계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2019년 시간분해 광전자 분광법을 이용하여 Bi2Sr2CaCu2O8+δ에서 

실험적으로 보고된 적 없는 A1g 위상 맞음 포논의 전자-포논 커플링이 

관측되었다. 이로써 B1g 좌굴 포논과 A1g 위상 맞음 포논에 대한 전자-

포논 커플링 연구가 중요해졌다.  

이를 계기로, 이 논문에선 B1g와 A1g 포논의 전자-포논 커플링을 

라만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를 보고한다. B1g 좌굴 모드의 경우, 포논의 

자체 에너지의 허수부가 Ω/2Δ~1 조건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효과를 

도핑 별 포논의 선폭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여기서, Ω는 포논의 진동수, 

Δ는 초전도 갭의 크기를 의미한다.) 또한, B1g 좌굴 모드와 A1g Cu c축 

모드에 대해 Tc 근처에서 초전도 갭으로 인해 포논의 선폭과 진동수가 

변칙적인 경향성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Bi2Sr2CaCu2O8+δ의 B1g 포논의 선폭이 다른 구리산화물 

물질들에 비해 큰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초구조가 포논들의 선모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초구조의 영향은 Pb 도핑으로 인해 

초구조가 줄어든 시료와 도핑하지 않은 시료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조사하였다. Pb 도핑 시, 320cm-1~390cm-1 사이에 존재하는 A1g 

방향의 포논이 사라지는 것을 새롭게 관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포논들이 초구조의 효과로 생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세가지 

(B1g 좌굴모드, A1g Cu c-축 모드, A1g OBi 모드) 포논의 선폭이 Pb 

도핑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초구조 및 불순물 

효과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Pb를 도핑할 시 B1g 좌굴 

포논의 선모양이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 초구조가 전자-포논 

커플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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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고온 초전도  
 

초전도는 물질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동시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이다. 1911년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에 의해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초전도 연구가 시작된 초반에는 초전도 임계 온도 Tc가 23K을 넘기가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 1986년 요하네스 게오르크 베드노르츠 와 카를 

알렉산더 뮐러에 의해 Tc=30K인 LBCO라는 구리산화물에서 초전도를 

발견한 것을 시작하여1 같은 계열 물질에서 90K보다 높은 Tc를 갖는 

YBCO와 BSCCO등이 발견되었으며, 현존하는 상압기준으로 가장 Tc가 

높은 물질인 (Hg,Tl)BaCaCuO (Tc=138K) 또한 발견되었다.2 또한, 

높은 Tc의 초전도 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최근 2020년엔 

탄소질황수소화물을 267GPa이란 고압으로 만들었을 때 287K의 

온도에서 초전도를 관측할 수 있었다.3 하지만, 색다른 (unconventional) 

BCS로 설명되는 고온 초전도 물질들의  초전도 현상의 원인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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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전도 물질 합성에 대한 역사. 4 

 
 

1.2. 구리산화물의 물리적 특성 
 

1.2.1. 초전도 임계온도 
 

구리산화물 물질은 공통적으로 CuO2층과 그 주변에 전하를 

공급해주는 층(charge reservoir)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uO2층의 

개수와 전하 도핑 정도는 Tc에 큰 영향을 끼친다.4 Bi2Sr2Can-1CunOy, 

HgBa2Can-1CunO4n+d, Tl2Ba2Can-1CunOy등의 구리산화물 물질은 여러 

개의 CuO2 층을 가질 수 있다. n=3이하 일 경우 CuO2층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Tc는 증가한다. 예를 들어 HBCCO의 경우, n=1에서 

n=3으로 증가할 때, Tc는 각각 98, 128 및 134K으로 증가한다. 5 

반면에 n>3일 경우, Tc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리산화물 

물질의 전하 도핑은 산소양을 조절해 도핑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양공 도핑 구리산화물의 경우 캐리어 농도(p)에 따라 다음 식의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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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Tc가 변화하게 된다.  

 

 𝑇𝑐 = 𝑇𝑐
𝑚𝑎𝑥[1 − 82.6(𝑝 − 0.16)2]   

 

 

1.2.2. 도핑에 따른 다양한 상 

 

구리산화물의 ‘부모’ 화합물의 경우 단위 격자당 CuO2에 존재하는 

홀수 개수의 전자들이 편재된 상태(localized)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강자성 모트 절연체 상태의 물리적 특성을 띈다.4 ‘부모’ 화합물 

상태에서 도핑을 증가시키면 유사갭, 네마틱, 전하밀도파, 스핀밀도파, 

기묘한 금속(strange metal)등 여러가지 물리적 특성이 발현되게 된다. 

유사갭의 경우, Tc <T 인 조건에서 관측되는 갭이며 도핑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특정 도핑 이상에서 사라진다. 네른스트 효과 

실험을 통해 결어긋남(inchoerence) 쿠퍼 쌍에 의해 생긴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또 다른측면에선, 유사갭이 나타나는 온도와 비슷한 온도에서 

네마틱 상전이가 여러 실험들을 통해 관측됨에 따라 네마틱이 유사갭에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6,7 

전하밀도파의 경우, 특정 임계 온도 아래에서 전도 전자가 파동 형태로 

정렬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파이얼스 불안정성(Peierl’s instability)이다. 파이얼스 불안정성 

이론은 1-D 체인형태로 이루어진 격자의 경우, 격자 내 원자들의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배열이 바뀌는 결과로 전하밀도파가 발현된다는 

이론이다. 주로 언더 도핑 영역에서 관측되며 초전도와 경쟁하는 관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사갭의 에너지 갭을 만드는 원인으로 주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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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 

 

 
그림 2. 홀 도핑 구리산화물 물질의 위상 다이어그램. 4 

 

1.2.3. 구리산화물의 초전도 갭 대칭성 

  
BCS (Bardeen-Cooper-Schrieffer) 이론으로 설명되는 

기존의(Conventional) 초전도 물질의 경우 s-파 형태의 갭 대칭성을 

갖는 것에 반해, 구리산화물의 경우 이방적인(anisotropic)특성을 지닌 

d-파 초전도 갭(dx2-y2)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공간에서 

나타나는 초전도 갭의 크기는 라만, 각도 분해 광전자 분광법 (ARPES) 

로 관측이 가능하며, 갭의 k공간에서의 위상의 경우, 조셉슨 터널링 

접합 측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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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i2Sr2CaCu2O8+δ 

 

Bi2Sr2Can-1CunOy 계열물질은 1988년 히로시 마에다 와 그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최초로 77K의 초전도 온도를 넘는 초전도 물질인 

YBCO가 발견된 후, 다음으로 발견된 77K의 초전도 온도를 넘는 

물질이다. Bi2Sr2Can-1CunOy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전자 도핑 

혹은 양공 도핑 중, 양공을 도핑하여 Tc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2. 

Bi2Sr2Can-1CunOy계열 물질의 최대 Tc의 경우, CuO2 층의 개수가 

1~3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33, 95 및 108K으로 증가한다. 9 

Bi2Sr2CaCu2O8+δ의 결정의 구조는 정방정계이며 a,b,c 방향의 길이는 

각각 5.416Å ,5.411Å 및 30.873Å이다. BiO, SrO, Ca, CuO2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위격자 사이는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BiO 층의 경우, 결정의 b축 방향으로 격자 크기와 맞지 않는 원자 

배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열의 주기는 4.8b이다. 이러한 결과로 

ARPES 측정시 초구조(superstructure)에 의한 그림자(shadow) 

밴드가 관측된다.11 또한, 라만상에서는 BiO 층의 사방정계 뒤틀림 

효과와 함께 초구조는 브릴루앙 영역 접힘 효과로 추가적인 포논들이 

관측되게 한다. 그룹 이론가들이 I4/mmm 그룹 체심 입방 정방형 

구조에 대한 가정 아래 라만으로 관측 가능한 포논 모드에 대해 예측한 

바에 따르면, Bi2Sr2CaCu2O8+δ에 존재하는 포논은 6A1g+1B1g 만이 

존재한다. 실험적으로 관측된 포논의 개수는 A1g와 B1g를 합쳐 18개로, 

이는 정방형 구조라는 가정아래  예측된 포논보다 훨씬 많다.12 이러한 

수치는 사방정계를 가정하고 계산한 12Ag+7B1g의 포논과 비슷한다.  

이론적인 계산 방법으론 초구조가 존재하는 물질의 포논 모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때문에 각각의 포논들은 도핑,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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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산화물과 포논과의 비교 등의 여러가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되는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부 포논 모드들은 명확히 정의가 

되지 않고 있다. 초구조로 인한 그림자 밴드 및 추가적인 포논들이 

관측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Pb를 도핑 하는 것이 있다. 

Pb를 도핑 하면 초구조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3 이때 도핑 

된 Pb2+는 Bi3+자리에 들어가게 되며, 상대적으로 줄어든 전자 농도로 

인해 양공 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림 3. (a) Bi2Sr2CaCu2O8+δ의 결정구조. (b) 초구조에 의한 구조 뒤틀림15 

 

 

1.4 전자-포논 커플링 

 

1900년대 초기에 발견된 기존 초전도 물질들(conventional 

superconductor)에선, 동위원소의 질량에 따라 Tc가 달라지는 관계를 

통해 초전도와 전자-포논 커플링이 큰 연관이 있음을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이론적은 기존(conventional) BCS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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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16,17  

기존의 BCS이론은 전자-포논 커플링이 초전도 현상을 발현시키는 

이유를 다음의 이유로 설명한다. 먼저, 고체 내 존재하는 이온 상태의 

원자 주변을 첫번째 전자가 지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원자 위치는, 

지나치는 첫번째 전자와 원자 사이에 쿨롱 상호작용에 의해 평행점이 

이동하게 된다. 전자가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는 무겁기에 곧바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두번째 전자가 첫번째 

전자가 지나친 원자 주변에 다가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두번째 전자는 

아직 돌아가지 못한 원자에 의한 쿨롱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유효하게 첫번째 전자와 두번째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기존의 BCS이론은 고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할 순 없다. 기존의 BCS 

이론은 짝짓기 상호작용(pairing interaction)이 약하다는 가정과 등방성 

하다는 가정아래 이론이 전개되었다. 이후 미드겔-

엘라어쉬버그(Midgal-Eliashberg) 이론을 통해 강한 커플링 상한에 

대한 가정을 통해 더 높은 Tc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30K이 

최대였다.4,18 따라서 30K의 임계온도를 넘는 고온초전도 물질들의 경우 

전자-포논 커플링 만으론 높은 초전도 임계 온도를 BCS 이론으론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온 초전도에서도 전자-포논 커플링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들이 이론과 실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5,9,19 

CuO2 층에서 움직이는 원자에 의한 포논 모드들 중, 전자-포논 

커플링에 관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포논에는 B1g 좌굴 모드(Buckling 

mode), 반 숨쉬기(Half breathing) 모드, A1g 위상맞음(in-phase) 

모드가 있다. 이중 B1g 좌굴 모드와 A1g 위상맞음 모드만 라만으로 관측 

가능하다. B1g 좌굴 모드의 경우 d-파 초전도 갭이 열리는 배(antin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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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전자들과 강하게 상호작용하며, Tc 아래에서 초전도 갭에 의한 

상태밀도 (density of state) 변화로 인해 전자- 포논 커플링의 세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 이로인해 초전도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반 숨쉬기 모드의 경우, 마디(nodal) 방향의 

전자들과 강하게 상호작용하며, Tc 아래에서 전자-포논 커플링의 

세기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CuO2 층에 c-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전기장은 B1g 좌굴 포논의 

전자-포논 커플링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123의 

경우, CuO2층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Ba2+과 Y3+가 존재한다. 

Bi2Sr2CaCu2O8+δ의 경우 CuO2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존재하는 

BiO3+층과 Ca2+에 의해 수직한 방향의 전기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그림 4. Y-123의 CuO2 c-축 방향 포논 모드. (a) B1g 좌굴 포논 모드 (b) A1g 위상맞음 

포논 모드. CuO2 층을 기준으로 비대칭적 환경에 의해 수직한 방향의 전기장이 

존재한다. 포논의 진동과 함께 δρ (전하)는 이동하게 된다. 22 

1.5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전자-포논 커플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고온 초전도 

현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 여겨지고 이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2018년 ARPES를 이용하여 

Bi2Sr2CaCu2O8+δ의 오버 도핑영역에서 B1g 포논의 전자-포논 커플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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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갭, 초전도가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되었다.5 논문에선 실험 결과로 B1g 포논의 전자-포논 커플링 

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도핑 구간에서 유사갭이 생성되고, 2Δ/𝑘𝐵𝑇𝑐가 

급격한 증가를 하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유사갭의 발생 및 

페르미 액체에서 비페르미 액체로 전자 상호작용이 변화하는 것의 

효과로 B1g 포논의 전자-포논 커플링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초전도성을 강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했다.5 또한, 최근에 B1g 좌굴 

모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연구가 되었던 A1g 위상 맞음 포논에 대해 

시간분해 각도분해 광전자 분광법 (tr-ARPES)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23 이 논문은 Bi2Sr2CaCu2O8+δ의 A1g 위상 맞음 

포논의 에너지에서 전자-포논 커플링을 관측한 것과, 이론적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A1g 포논의 전자-포논 커플링의 세기가 배 방향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서 소개한 최근 연구들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Bi2Sr2CaCu2O8+δ의 

A1g, B1g 포논들에 대해 초전도가 선모양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2008년 STM을 통해 초구조가 초전도 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되었던 결과들을 포논을 이용하여 해석하기 위해 초구조가 포논에 

끼치는 영향을 Pb를 도핑한 시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24 

 

 

 

제 2장. 라만 분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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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 분광법은 빛 산란 실험으로, 빛이 물질에 비탄성 충돌한 후 

변화된 에너지와 운동량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1928년 찬드라세카라 

벵카타 라만(C. V. Raman)에 의해 라만 현상이 실험적으로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찬드라세카라 벵카타 라만은 193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라만 산란 과정은 다음의 특성을 지신다. 비탄성 충돌 과정에서 

변화된 빛의 에너지와 운동량은, 고체 내부의 전자 혹은 준입자 혹은 

유사입자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와 운동량 

보존을 위해 다음의 식을 만족한다. 

 

ℏ𝜔𝑖 − ℏ𝜔𝑓 ± ℏΩ = 0 (에너지 보존) 

 

ℏ𝒌𝑖 − ℏ𝒌𝑓 −  ℏ𝒒 − ℏ𝑮 = 0 (운동량 보존) 

 

𝜔𝑖 ,  𝒌𝑖 는 입사광의 각진동수와 운동량, 𝜔𝑓, 𝒌𝑓 는 산란광의 각진동수와 

운동량, Ω ,  𝒒 는 준입자 혹은 유사입자의 각진동수와 운동량, 𝑮 는 

역격자에 의한 운동량을 의미한다. 라만 분광법에서는 위 두가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준 입자 혹은 유사 입자의 고유 각 진동수 및 운동량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운동량 보존의 경우, 라만에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인 400-800nm에 대응되는 운동량은 물질의 브릴루앙 영역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해 작다. 따라서 빛의 운동량이 포논 혹은 

전자-양공 쌍에 전해지는 운동량은 0에 가깝다.  

2.1 라만 산란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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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스토크스와 안티 스토크스  

 

라만 현상에서 입사광이 에너지를 잃거나 얻고 나오는 여부에 따라 

각각 스토크스, 안티 스토크스로 분류된다. 스토크스와 안티 스토크스 

과정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진동하는 이원자 

분자에서 원자의 변위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𝑞 = 𝑞0cos (𝜔𝑚𝑡) 𝑞0는 

최대 늘어나는 길이, 𝜔𝑚 은 외부 빛이 없는 상황에서 각진동수이다. 

이원자 분자가 단일 파장의 빛에 의해 유도되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다음과 같다. 

 

𝑃 = 𝛼𝐸0cos (𝜔𝑖𝑡) 

 

𝛼는 분극성, 𝐸0는 외부 빛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  𝜔𝑖는 빛의 각진동수를 

의미한다. 원자의 변위가 작다는 가정아래 분극성은 다음과 같이 근사가 

가능하다. 

 

 
그림 5(a). 스토크스 과정. 입사광이 ℏ Ω 만큼의 에너지를 잃고 산란된다. (b) 안티 

스토크스 과정. 입사광이 ℏΩ 만큼의 에너지를 얻고 산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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𝛼 = 𝛼0 + (
𝜕𝛼

𝜕𝑞
)

𝛼0

= 𝛼0 + (
𝜕𝛼

𝜕𝑞
)

𝛼0

𝑞0cos (𝜔𝑚𝑡) 

 

이에 따라서 쌍극자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𝑃 = (𝛼0 + (
𝜕𝛼

𝜕𝑞
)

𝛼0

𝑞0cos (𝜔𝑚𝑡)  ) × 𝐸0cos (𝜔𝑖𝑡) 

 

𝑃 = 𝛼0𝐸0 cos(𝜔𝑖𝑡) + (
𝜕𝛼

𝜕𝑞
)

𝛼0

𝑞0𝐸0cos (𝜔𝑚𝑡)cos (𝜔𝑖𝑡)  

 

𝑃 = 𝛼0𝐸0 cos(𝜔𝑖𝑡) + (
𝜕𝛼

𝜕𝑞
)

𝛼0

𝑞0𝐸0

1

2
{cos((𝜔𝑚 − 𝜔𝑖)𝑡) + cos((𝜔𝑚 + 𝜔𝑖)𝑡)} 

          

위 식에서 두번째 항은 스토크스, 세번째 항은 안티-스토크스에 의한 

빛을 방출시키는 쌍극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스토크스 과정 

혹은 안티-스토크스 과정에 따라 방출되는 광자의 수의 비는 

열역학적인 분포에 의해 다음의 식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6 

 

𝐼𝑎𝑛𝑡𝑖−𝑠𝑡𝑜𝑘𝑒𝑠

𝐼𝑠𝑡𝑜𝑘𝑒𝑠
= (

𝜔𝑖 + Ω

𝜔𝑖 − Ω
)

2

𝑒𝑥𝑝 (−
ℏΩ

𝑘𝐵𝑇
) 

 

여기서 𝐼𝑎𝑛𝑡𝑖−𝑠𝑡𝑜𝑘𝑒𝑠 ,  𝐼𝑠𝑡𝑜𝑘𝑒𝑠, ℏΩ, ℏ𝜔𝑖는 각각 안티-스토크스 과정으로 얻은 

신호의 세기, 스토크스 과정으로 얻은 신호의 세기, 입사광의 에너지 및 

스토크스 과정으로 전달된 에너지를 의미한다. 위 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스토크스의 신호 세기가 안티-스토크스보다 강하므로 실험 

데이터를 분석시엔 스토크스 신호를 주로 이용된다. 또한, 스토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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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스토크스 신호의 비는 라만 측정 시 레이저로 인한 시료의 히팅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26 

더 구체적인 실험 상에서 관측되는 라만 시그널의 크기는 다음의 

식들을 통해 설명된다.26,27 시료로부터 라만에 대한 정보를 담고 단위 

시간동안 [Ω, Ω+dΩ] 구간의 입체각과 [ωs, ωs +dωs] 구간의 

주파수로 산란되어 나오는 포톤의 개수는 미분 산란 단면적에 비례한다.  

 

𝑑�̇� = Κ
𝜕2𝜎

𝜕Ω𝜕𝜔𝑠

𝑑Ωd𝜔𝑠 = 𝐾ℏ𝑟0
2

𝜔𝑠

𝜔𝑖
𝑅𝑑Ωd𝜔𝑠 

 

 r0는 톰슨 반지름, K는 배율 계수, R은 페르미 황금률에 의해 계산되는 

값이고,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𝑅 =
1

Ζ
∑ 𝑒−𝛽𝐸𝐼|𝑀𝐹,𝐼|

2
𝛿(𝐸𝐹 − 𝐸𝐼 − ℏΩ)

𝐼,𝐹

 

 

Z는 분배함수, 𝛽 =
1

𝑘𝐵𝑇
, MF,I =⟨𝐹|𝑀|𝐼⟩이며, M은 유효 산란광 연산자이다. 

라만에서 R 값은 구조 함수 S에 대응되며 S은 요동-소산 정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2𝜎

𝜕Ω𝜕𝜔𝑠

= 𝑆ℏ𝑟0
2

𝜔𝑠

𝜔𝑖
 

 

S =-
𝟏

𝝅
{1 + 𝑛(Ω, 𝑇)}𝜒′′ 

 

n은 보즈 인자, 𝜒′′(Ω)는 라만 감수율이며,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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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𝜒′′(Ω)=  𝜒′′(−Ω) . 따라서 실험적으로 관측되는 스토크스 혹은 안티-

스토크스 라만 신호의 세기는 다음과 같다. 

 

�̇�𝑠𝑡𝑜𝑘𝑒𝑠 = 𝐾{1 + 𝑛(Ω, 𝑇)}𝜒′′(Ω) 

 

�̇�𝑎𝑛𝑡𝑖−𝑠𝑡𝑜𝑘𝑒𝑠 = 𝐾{1 + 𝑛(−Ω, 𝑇)}𝜒′′(−Ω)  

 

이 식에서 𝐾 는 𝜔𝑠, 𝜔𝑖 을 포함한 배율 계수이며, �̇� 은 단위 시간동안 

스토크스 혹은 안티-스토크스 과정으로 생성된 광자의 수를 의미한다. 

 

2.1.3 전자 라만 

 

 전자 라만은 포톤이 금속에 존재하는 전도 전자와 커플링하여 전자-

양공 쌍을 들뜨게 하는 과정으로 발생하는 라만 산란을 말한다.28 라만 

산란을 통하여 전자-포논 커플링, 초전도/유사갭 및 전하밀도파 틈29, 

전자 요동 30, 라만 저항 26,31등의 다양한 물리 현상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송 혹은 열동역학과 같은 실험적 정보들은 브릴루앙 

영역의 평균적인 결과만을 관측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라만은 단순히 

입사광과 산란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브릴루앙 영역의 특정 부분을 

관측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론적으로 라만이 관측하는 전하 밀도 요동 𝜒𝛾𝛾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𝜒𝛾𝛾(𝑞, 𝑖Ω) = ∫ 𝑑𝜏𝑒−𝑖Ω𝜏 < 𝑇𝜏[�̃�(𝜏)𝒒�̃�𝒒(0)] >
𝛽

0

 

 

여기서 �̃�는 전하 밀도 연산자, 𝜏는 복소수 시간, 𝑇𝜏는 시간 연산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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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적 평균을 의미한다.  

전하 밀도 연산자는 산란 진폭 𝛾 과 소멸 연산자 𝑐𝑘,𝜎 , 생성 연산자 

𝑐𝑘+𝑞,𝜎
†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와 σ는 각각 전자의 

운동량과 스핀 상태를 의미한다. 

 

�̃�(𝒒) = ∑ 𝛾(𝒌, 𝒒)𝑐𝑘+𝑞,𝜎
† 𝑐𝑘,𝜎

𝑘,𝜎

 

 

산란 진폭은 3×3 행렬로 원소들은 입사광과 산란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𝛾(𝐤, 𝐪) = ∑ 𝛾𝛼,𝛽(𝐤, 𝐪)𝑒𝑖
𝛼𝑒𝑖

𝛽

𝛼,𝛽

 

 

𝛾𝛼,𝛽(𝐤, 𝐪) = 𝛿𝛼,𝛽 +
1

𝑚
∑ [

⟨𝒌 + 𝒒|𝑝𝑠
𝛽

|𝒌𝝂⟩ ⟨𝒌𝝂|𝑝𝑖
𝛼|𝒌⟩

𝐸𝒌 − 𝐸𝑘𝝂
+ ℏ𝜔𝑖

+
⟨𝐤 + 𝐪|𝑝𝑖

𝛼|𝒌𝝂⟩ ⟨𝒌𝝂|𝑝𝑠
𝛽

|𝒌⟩

𝐸𝒌+𝒒 − 𝐸𝑘𝝂
− ℏ𝜔𝑠

]

𝐤𝜐

 

 

𝑝는 운동량 연산자를 의미한다. 전도 띠가 중간 상태와 차이가 크다는 

가정아래 (ℏ𝜔𝑖,𝑠 ≪ |𝐸𝑘𝜈
− 𝐸𝑘| ) 산란 진폭은 다음의 식으로 근사된다. 

 

𝛾𝛼,𝛽(𝐤, 𝟎) =
1

ℏ
2

𝜕2𝐸𝑘

𝜕𝑘𝛼𝜕𝑘𝛽
 

 

따라서 라만 산란은 전도 띠의 굴곡에 대응되는 값을 갖는다.  

구리 산화물에 대한 산란 진폭을 계산할 때, 전도 띠의 굴곡은 

CuO2층에 대한 2D 밀접 접합 근사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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𝐸𝑘 ≈ −2𝑡(𝑐𝑜𝑠𝑘𝑥𝑎 + 𝑐𝑜𝑠𝑘𝑦𝑎) + 4𝑡′ cos 𝑘𝑥𝑎 ∙ 𝑐𝑜𝑠𝑘𝑦𝑎 

 

t는 주변 Cu 원자들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Cu에 대한 

hopping 적분, t’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Cu에 대한 hopping 적분을 

뜻한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얻어지는 𝛾는 다음과 같다.  

 

𝛾 = (
2𝑡𝑎2 cos(𝑘𝑥𝑎) − 4𝑡′𝑎2

cos(𝑘𝑥𝑎) cos (𝑘𝑦𝑎) 4𝑡′𝑎2
sin(𝑘𝑥𝑎) sin (𝑘𝑦𝑎)

4𝑡′𝑎2
sin(𝑘𝑦𝑎) sin (𝑘𝑥𝑎) 2𝑡𝑎2 cos(𝑘𝑦𝑎) − 4𝑡′𝑎2

cos(𝑘𝑦𝑎) cos (𝑘𝑥𝑎)
) 

 

이를  2 × 2 파울리 행렬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𝝈𝟎 = (
1 0
0 1

)      𝝈𝟏 = (
0 1
1 0

)      𝝈𝟐 = (
0 −𝑖
𝑖 0

)       𝝈𝟑 = (
1 0
0 −1

)   

  

𝛾 = 4𝑎2𝑡′ sin(𝑘𝑥𝑎) sin(𝑘𝑦𝑎) 𝝈𝟏 + 𝑎2𝑡[cos(𝑘𝑥𝑎) − cos(𝑘𝑦𝑎)]𝝈𝟑

+ 𝑎2𝑡[𝑐𝑜𝑠(𝑘𝑥𝑎) + 𝑐𝑜𝑠(𝑘𝑦𝑎)]𝝈𝟎 − 4𝑎2𝑡′ cos(𝑘𝑦𝑎) cos (𝑘𝑥𝑎)𝝈𝟎 

 

각각의 파울리 행렬 성분은 대칭성을 결정하게 된다. 𝝈𝟎가 곱해진 항은 

𝛾𝐴1𝑔, 𝝈𝟏가 곱해진 항은 𝛾𝐵2𝑔, 𝝈𝟑가 곱해진 항은 𝛾𝐵1𝑔로 분류된다. 

따라서  

A1g ~ cos(kxa)+cos(kya) 

B1g ~cos(kxa)-cos(kya) 

B2g ~ sin(kx)sin(ky)   

(A1g의 경우, 첫번째 브릴루앙 하모닉스만 고려했다.) 

 

대칭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갖는 𝛾는 라만이 브릴루앙 영역의 특정 

부분들을 관측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라만 시그널의 크기는 |𝑀𝐹,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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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고 이 값은 𝛾2에 비례하게 된다. 이로 인해 B1g의 경우 dx^2-y^2 

초전도 대칭의 배, B2g의 경우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측정하게 된다. 

𝛾2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 6에 나타냈다. 

 

 
그림 6. 대칭별 𝜸𝟐 값에 대한 그래프. 전자 라만은 브릴루앙 영역에서 𝜸𝟐 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그널을 얻게 된다. 대칭별 𝜸𝟐는 각각 B2g의 경우, sin(kx)sin(ky) B1g의 경우, 

cos(kxa)-cos(kya), A1g의 경우 cos(kxa)+cos(kya)에 비례한다. 

 

 

2.2 파노(Fano) 선모양 

  

파노는 비대칭적인 선모양을 특징으로 지닌 함수이며, 함수의 

비대칭성은 비대칭성 매개변수인 q 값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라만에서 

관측되는 포논은 기본적으로 로렌츠 함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전자-

포논 커플링이 있을 경우 포논의 선모양은 파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전자-포논 커플링이 존재할 경우, 연속적인 전자 상태와 포논의 

파동함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상쇄간섭 혹은 보강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 파노 선모양의 원인이다. 

 

파노 함수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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𝐼(𝜔)𝐹𝑎𝑛𝑜 =
𝐼0[(𝑞 + 휀)2]

(1 + 휀2)
 

 

휀 =
𝜔 − Ω

Γ
 

 

여기서 q는 비대칭 매개변수, 𝐼0 는 크기, Ω는 피크의 위치, Γ는 

반치전폭 (HWHM)을 의미한다. q값이 커질수록 선모양이 대칭적이 

되어 |𝑞| → ∞  일 때, 파노 함수는 로렌츠 함수 꼴이 된다. 

(𝑓(𝜔)𝐿𝑜𝑟𝑒𝑛𝑡𝑧𝑖𝑎𝑛 =
𝑎

𝑏2+[(𝜔−𝜔0)2]
) 

 

 파노 매개변수는 다음의 정보를 담고 있다. 

  

𝑞 = (𝑉𝑇𝑝/𝑇𝑒 + 𝑉2𝑅)/Γ 

 

𝑉는 전자-포논 커플링, 𝑇𝑝는 기저 상태에서 한 개의 포논 들뜸 상태에 

대한 라만 행렬 원소, 𝑇𝑒 는 연속적인 전자의 들뜸 상태에 대한 라만 

행렬 원소, 𝑅 은 𝜒(𝜔) = 𝑅(𝜔) + 𝑖𝜌(𝜔)  으로 정의되는 값이다. 파노 

함수를 이용하여 피팅을 할 경우, 재규격화 된 선폭과 피크 위치에 대한 

그림 7. 비대칭 매개변수에 따른 파노 함수. 

|𝒒| 가 감소할수록 함수의 비대칭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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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규격화 된 선폭과 피크 위치는 다음과 같다. 

 

Ω = Ω
0

+ 𝑉2𝑅(𝜔) 

 

Γ = Γ
0

+ 𝑉2𝜌(𝜔) 

 

Ω
0
와 Γ

0
는 각각 커플되지 않은 피크 위치와 선폭을 의미한다. 

포논에서 전자-포논 커플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는 파노 

함수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그린 함수 연산자 접근법이 존재한다. 그린 

함수 연산자 접근법은 이론적인 전자-포논 커플링에 대한 포논 식으로, 

이를 이용하면 재규격화 되지 않은 값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32 

 

𝐼𝑔𝑟𝑒𝑒𝑛(𝜔) = {
1

Γ(1 + 휀2)
[
𝑆2

𝑉2 + 2𝜌(𝜔)휀𝑆 − 𝜌2(𝜔)𝑉2]} 

 

𝑆 = 𝑆0 + 𝑉2𝑅(𝜔) =
𝑉𝑇𝑝

𝑇𝑒
+ 𝑉2𝑅(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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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험 조건 

 

3.1 라만 셋업 

 

 실험에 사용한 라만 셋업은 그림과 같다. 레이저의 경우, 

코볼트(Cobolt) 사의 다이오드펌프 532nm 연속파 레이저(continuous 

wave)를 이용하였다. 레이저에서 나온 빛은 거울 등의 여러 광학 

부품을 지나 렌즈에 의해 빛이 집속되어 시료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빛은 선편광 상태이며, 집속된 빛의 지름은 2μm 정도가 된다. 

레이저의 광도가 동일할 때, 집속된 빛의 지름이 작아질수록 시료를 더 

많이 히팅시킬 수 있다. 이를 주의하기 위해 0.45mW 이하의 광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료와 부딪쳐 생긴 산란된 빛은 노치 필터와 거울 

등의 광학 부품을 통과하여 분광기에 도달하게 된다. 분광기의 경우 

호리바 사의 iHR 320 단일 그레이팅을 이용하였다. 단일 그레이팅의 

경우, 저에너지 영역의 라만 시그널을 보기가 어렵지만, 532nm를 90% 

반사시키는 노치 필터에 의해 ~10cm-1의 저에너지 영역까지 관측하는 

것이 가능했다. 분광기를 통해 파장별로 분해되어 CCD에 들어간 빛을 

통해 0.2cm-1~ 1.2cm-1 간격의 라만 시그널을 얻을 수 있었다. 셋업에 

들어가 있는 편광기들은 A1g 혹은 B1g 시그널을 구분하여 얻는 것에 

쓰였다.  

 

3.2 편광 조건 

 

B1g 방향 시그널을 얻을 때는 입사광과 산란광의 편광방향을 각각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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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여 얻었다. (그림 9. 참조) 여기서 a 혹은 b는 CuO2에서 

Cu-Cu방향을 나타낸다.  A1g의 경우, 시그널을 얻기 위해선, 입사광과 

산란광을 원편광, 원편광으로 설정하거나, aa 방향으로 선편광의 시그널 

받은 후, B2g 채널 시그널에 해당하는 ab 방향 선편광 시그널을 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Bi2212 물질의 B2g에 대한 포논은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A1g의 경우, 

입사광과 산란광의 편광 방향을 aa 혹은 bb 방향으로 설정하여 얻었다. 

 

 

 
그림 8. 실제 실험에 사용한 라만 셋업의 사진과 모식도. 사진에서 파란색과 주황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에 대응되는 부분을 모식도에서도 동일하게 파란색과 주황색 네모로 

표시하였다. 모식도에서 M, P, N은 각각 거울, 편광기, 노치 필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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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uO2에서 편광에 따라 관측 가능한 대칭을 나타내는 그림. 갈색은 구리, 

초록색은 산소 원자를 나타낸다. 화살표는 입사광 혹은 산란광의 편광방향을 나타낸다. 

a’와 b’은 서로 수직이며, Cu-O-Cu 결합 방향을 나타낸다. a는 a’를 45도 회전시킨 

방향을 의미한다.  

 

3.3 시료 

  

실험에 사용한 Bi2212 시료는 플로팅존 방법으로 기른 단결정이며, 

양공의 도핑 농도는 포스트-어닐링 과정을 통해 조절하였다. 시료는 

종류는 총 3개로 2개는 Pb가 도핑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한 개에는 

Pb가 도핑되어 있다. 3개의 시료는 모두 Tc가 다르며, 서로 다른 Tc는 

어닐링 조건을 다르게 해서 얻을 수 있었다. Tc는 초전도 양자 간섭계를 

이용한 자화수율의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10.) 시료의 a,b 

방향은 라우에 X-선 회절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의 크기는 2×2mm2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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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험에 사용한 Bi2Sr2CaCu2O8+δ 사진. 시료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2×2mm2 

정도였다. 

 

 

 

 

 

 

 

 

 

 

 

 

그림 10. SQUID 데이터. 실험에 

사용한 시료의 Tc를 나타낸다. OD90, 

OD78 와 OD74는 오버 도핑 

시료이며 초전도 임계 온도가 각각 

90, 78 그리고 74K 임을 의미한다. 

Tc는 -𝝌′′(𝑻) 𝝌′′(𝟎) = −𝟎. 𝟓⁄ 인 지점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３０ 

 

제 4장. 초전도 상전이에 의한 포논의 선모양 변

화 

 
  4.1 B1g 라만 스펙트럼 

 

 관측된 Bi2Sr2CaCu2O8+δ 시료의 B1g 시그널은 그림12에 나타냈다. 

파선으로 표시된 ~300cm-1 존재하는 포논 시그널은 B1g 좌굴 모드에 

의한 것이다. B1g 좌굴 모드의 선모양을 보면 비대칭적인 것을 통해 

해당 포논에 전자-포논 커플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굴 

모드 포논 주변의 시그널이 온도에 따라 크게 바뀌는데 이는 유사갭33과 

초전도 갭34에 의한 것이다. 시그널이 작은 유사갭의 크기는 추가적으로 

스펙트럼을 온도별로 빼는 등의 분석을 통해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림 12 Bi2212 시료의 B1g에 대한 

라만 스펙트럼.  

(a)Tc=90K의 오버 도핑, (b) 

Tc=78K 오버 도핑 시료에 대한 

라만 스펙트럼이다. ~300cm-1에 

존재하는 B1g 좌굴 포논에 의한 

뾰족한 시그널을 파선으로 

표시하였다. 측정한 온도 중 가장 

낮은 온도와 초전도 임계 온도 

근처를 굵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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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에서 광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초전도 갭에 의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OD90시료에선 ~500cm-1, OD 78시료에선 ~350cm-1 

에서 초전도 갭이 명확히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버 도핑 

영역에서 도핑이 증가할수록 갭-Tc 비율이 작아지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5  

 

 

4.1.1 온도에 따른 좌굴 포논의 선모양 

 

그림 13은 OD78과 OD90 시료의 B1g 좌굴 모드에 대해 온도별로 파

노 함수 피팅을 하는 과정에서 배경에 대한 조건과 결과를 보여준다. 피

팅 과정에서 전자 신호에 의한 배경 신호는 일차 함수로 지정하였다. 

피팅 매개변수들을 통해 B1g 좌굴 포논의 선두께(Γ), 피크 위치(Ώ )를 

얻을 수 있었다. 얻은 매개변수 중, 피크 위치는 포논 자체 에너지의 실

수부(Ω = Ω0 − Σ′), 선두께는 포논 자체 에너지의 허수 부분에 대응된다. 

 



 ３２ 

 
그림 13. B1g 좌굴 포논에 대한 파노 피팅 과정. (a) , (b)에선 파노 피팅 과정에서 배경 

신호로 설정한 부분 빨강색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c)~(d)에선 배경 시그널과 피팅된 

파노 함수가 각각 빨강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으로 나타나있다. 

 

표준상태(normal state)의 경우, OD78과 OD90 모두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선폭이 감소하고 피크 위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경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유사갭35, 전자-

포논 커플링, 비조화 포논 붕궤(anharmonic decay)가 존재한다.32 

온도가 낮아져, 초전도 상태가 되었을 땐 피크 위치 및 선폭의 경향성에 

큰 변화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전도 갭이 열려서 생기는 

포논의 자체 에너지 변화의 효과 해석된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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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별 초전도로 인한 자체 에너지 변화를 비교해보기 위해 표준 

상태와 초전도 상태에서의 선폭 차이 Γ
̃

 (Γ
̃

= Γ(66K) − Γ(100K))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Γ
̃

𝑂𝐷78
| = 7.34cm-1 ,  |Γ

̃
𝑂𝐷90

|  =6.44cm-1 로 

|Γ
̃

𝑂𝐷78
| > |Γ

̃
𝑂𝐷90

| 으로 나타났다. 이는 OD78 시료의 자체 에너지의 

허수 부가 OD90시료의 자체 에너지의 허수부보다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 Devereaux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논문의 경향성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36 해당 논문선 B1g 포논의 자체 

그림 14. 파노 피팅을 통해 구한 B1g 포논의 피크 위치(Ω), 선폭(Γ), 에 대한 그래프. 

OD78 시료에 대한 데이터는 핑크색, OD 90 시료에 대한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나타냈다. 

각각의 초전도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에 대해서 핑크색 파선과 파란색 파선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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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2Δ

Ω
⁄ ~1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36  

이 연구에서 라만으로 관측된 OD78과 OD90시료의 피크 위치와 초전도 

갭은 각각 2Δ
𝑂𝐷78

= 350𝑐𝑚−1~Ω
𝑂𝐷78

=300cm-1 ,2 Δ
𝑂𝐷90

= 500𝑐𝑚−1 >

Ω
𝑂𝐷78

~300𝑐𝑚−1인 것을 고려하면, OD78 시료의 포논의 선폭 차이가 큰 

것이 타당하다. 36  

도핑별로 Γ
̃
의 부호가 다른 것은 초전도 갭으로 인한 상태 밀도의 변

변화로 해석되곤 한다.37 2Δ>Ω
𝐵1𝑔

 일 경우, 포논과 상호작용하던 전자

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포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는 에너지 불확정성을 크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고(Δ𝐸 ∙ Δ𝑡 ≥
ℏ

2
) 결과

적으로 포논의 선폭을 감소시킨다. 반대로 2Δ<Ω
𝐵1𝑔

인 경우, 변화된 상

태 밀도에 의해 준입자들의 산란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인해 평균수명이 

작아지고, 그 결과로 선폭이 증가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OD78시료의 경우, 2Δ를 초전도 갭 스펙트럼의 꼭지값으로

부터 정의한다면 2Δ>Ω
𝐵1𝑔

 인 조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선폭과 피크 

위치는 2Δ<Ω
𝐵1𝑔

인 조건에 대한 경향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라만이 배와 배근처까지 측정함으로 발생하는 ±150cm-1 

정도의 넓은 초전도 갭 영역 내부에 포논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Y-123(Tc=93K)에서도 관측되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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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초전도 갭 크기 별 포논 산란. (a) OD90 시료의 경우 B1g 포논의 에너지가 

초전도 갭보다 작다. 이로 인해 초전도 상태에선 표준상태보다 산란이 적어지게 된다. (b) 

OD78 시료의 경우 B1g 폰노의 에너지가 초전도 갭과 비슷하다. 초전도 갭이 열리면, 

DOS가 변하여 포논의 산란이 증가하게 된다.  

 

4.2 A1g 라만 스펙트럼 

 

Bi2212 물질의 aa와 bb 편광 방향에 대한 상온 라만 스펙트럼은 

그림 16과 같다. aa 혹은 bb방향 포논 신호 크기의 차이는 초구조 혹은 

사방정계 뒤틀림 등의 무질서(disorder) 효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  

여러 포논 모드들 중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포논 모드는 전자-포논 커플링이 존재할 것이라 예측되었던 CuO2에서 

진동하는 Cu c-axis 모드이다.9 해당 포논이 관측되는 에너지에 대해 

라만 논문들 사이에서 145cm-1라는 주장과 130cm-1라는 두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145cm-1 라는 주장의 경우, Bi2212에 Y을 도핑 

하였을 때 도핑 농도에 따라 145cm-1 포논의 시그널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기반한다. 이러한 결과는 Y을 Bi2212에 도핑  시, 

Bi2212에 있던 Ca2+이 Y
3+으로 치환되면서 양공의 농도가 감소로 인한 

CuO2 층에 대한 가림 효과가 줄어드는 것에 의한 물리적 효과로 

해석하였다.12 다만, 이 경우 Y이 도핑 되면서 생기는 효과로도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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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130cm-1 라는 주장의 경우는 Bi(2201)과 

Bi(2212)의 포논 모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되었다. 

Bi(2201) 과 Bi(2212)의 결정 구조는 CuO2 이 각각 1개인 것과 2인 

것, 그리고 Ca이 각각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다르다. 

130cm-1 포논에 대해 라만을 이용하여 Bi(2201)와 Bi(2212)에서 

비교하였을 때 Bi(2212)에서만 발견이 되었다. 포논이 라만에서 

관측되기 위해선 대칭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130cm-1 

포논이 CuO2에 존재하는 c-축 포논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38 

최근 tr-ARPES를 통해 관측된 실험 결과는 후자인 130cm-1 포논이 

Cu-mode 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23 이에 대한 이유는 두가지로, 

첫번째는 tr-ARPES를 통해 관측된 전자-포논 커플링이 관측된 

에너지는 후자인 130cm-1 였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실험 결과가 이론 

계산으로 A1g Cu 모드에 대해 예측되었던 비등방적인 전자-포논 커플링 

그림 16. aa와 bb 편광에 대한 A1g 라만 스펙트럼. 각각의 포논 모드들은 참고문헌 

12를 이용하여 정의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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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을 따랐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연구에선 130cm-1 포논을 A1g 

Cu 모드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림 17 (a)는 편광 방향에 따른 A1g Cu 모드에 대한 상온 그래프를 

보여준다. 연구하고자 하는 A1g Cu c-축 포논 모드는 편광에 따른 신호 

크기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근처에 ~120cm-1 Sr/Bi 모드가 편광에 

따른 시그널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A1g Cu c-축 모드가 무질서의 

효과로 발생한 포논 모드가 아님을 보여준다.  

A1g Cu c-축 모드의 선모양과 피팅은 그림 17(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논의 일부분이 120cm-1 Sr/Bi 모드에 의해 가려져 있기에, 

피팅은 주변 포논의 모양에 파노보단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했다.  

 

 
그림 17. OD78 시료에 대한 라만 스펙트럼 (a) 편광 방향에 따른 Cu-c축 포논 (b) 

Cu-c축 포논에 대한 가우시안 피팅 결과.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는 파란색 동그라미로 

나타냈으며, Cu-c축 포논에 대해선 파란색 실선으로 나타냈다. (c) aa 편광 방향에 대한 

온도별 A1g 라만 스펙트럼  

 

  

그림 18은 가우시안 피팅을 통해 얻은 온도별 피팅 결과를 보여준다.  

선폭과 피크 위치는 B1g 좌굴 모드와 같이 초전도 온도 근처에서 큰 

경향성 변화가 존재했다. 포논의 선폭의 경우 초전도 온도 아래에서 

커지고 (Γ(70K) − Γ(100K) = +0.13c𝑚−1 ), 피크 위치의 경우 작아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Ω(70K) − Ω(100K) = −0.17c𝑚−1 )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진동수이지만, 전자-포논 커플링이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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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cm-1 Bi 포논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림 

18(a)) 

A1g 포논의 변칙적인 경향성이 초전도 갭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A1g+B2g 대칭에 대한 초전도 갭을 분석해보았다. (그림 18 (b)) 

초전도 갭에 의한 포논의 변칙적인 경향성이라면, 포논의 에너지는 

초전도 갭(2ΔA1g)보다 커야 한다.  

분석 방법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초전도 갭의 시그널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했다. A1g+B2g 방향에 대한 온도 별 라만 반응을 구한 후, 측정한 

가장 낮은 온도에서 다른 온도 그래프를 뺐다. 포논으로부터 예측한 

것과 같이 분석된 그래프를 보면 초전도 갭으로 의심되는 

에너지(~100cm-1 )부분의 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 (a) Cu c축 포논과 120cm-1 Bi 포논에 대한 가우시안 피팅을 통해 얻은 

선폭과 피크 위치 값과 피팅 결과. 초전도 임계 온도(T=78K)를 빨강색 파선으로 

표시했다. (b) 저온에 대한 A1g+B2g 스펙트럼의 라만 응답 및 온도별 라만 응답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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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초구조 유무에 의한 포논 변화 
 

Bi2212에 존재하는 초구조는 Pb를 도핑하게 되면 줄어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2,37,38 이번 장에서는 Pb가 도핑된 시료와 그렇지 않은 

시료를 이용해 초구조가 Bi2212 포논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그림 19 (a)는 B1g대칭에 대해 Pb 

도핑으로 인해 초구조가 줄어든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 대한 라만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초구조가 줄어든 경우, ~300cm-1부분에 

존재하는 좌굴 포논의 선폭이 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구조의 효과로 해석된다. 초구조가 

존재할 경우, CuO2층과 BiO 층 사이의 결함 길이가 초구조의 위상에 

따라 달라지고, 그 결과로 결합 길이에 따라 진동수가 다른 B1g포논들로 

인해 선폭이 증가하게 된다. 초구조에 의해 B1g포논이 여러 진동수로 

존재한다는 점은 B1g포논이 초전도와 큰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과거 

2008년 J. C. Davis 그룹에선, 초전도 갭의 크기가 초구조와 큰 연관이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39 해당 논문에선 STM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Bi2212의 초구조 위상에 따라 초전도 갭의 크기가 동일한 

주기로 변화하며, 갭의 크기는 Bi 원자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가장 

그림 19. (a) 초구조에 의한 B1g 좌굴 포논의 선폭 변화를 보여주는 스펙트럼 (b) 

STM을 이용하여 측정한 Bi(2212)의 지형도38 (c) Bi(2212)의 초전도 갭 크기와  

초구조 위상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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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것을 보였다. 39 (그림 19 (c)) 이러한 결과를 라만에서 관측된 

Pb-도핑시 B1g좌굴 포논의 선폭 줄어듬과 함께 생각 해석하면, 

B1g포논이 부분적으로 초전도 갭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Bi 원자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초전도 갭이 가장 

컸던 원인은, 이때 CuO2층 사이의 거리가 최소화되어 B1g포논의 

진동수가 최대가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0 (b)) 

초구조는 B1g 포논 뿐 아니라, A1g 포논들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A1g 

방향에 대한 포논들 중 일부는 초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2,14,38 이로인해 그림 20(a)를 보면, Pb를 도핑한 시료에서 일부 

포논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구조로 인한 추가적인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브릴루앙 영역 접힘 효과가 있다. 라만의 경우, 

기본적으로 q~0에서 포논의 상태 밀도가 0이 아닌 광 포논만 관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구조에 의해 브릴루앙 영역이 접힐 경우 음향 포논 

관측이 가능해진다. 실험 결과 음향 포논은 29cm-1 ,52cm-1에서 

관측되었으며, 이는 참고문헌에서 관측한 값인 24cm-1, 48 cm-1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참고문헌의 경우, 사용한 시료가 

그림 20. (a) A1g 라만 스펙트럼12 (b) 초구조 이미지.38 파란색은 Bi, 보라색은 Sr, 

주황색은 Cu, 빨강색은 Ca 원자를 나타낸다. (c) Bi원자 뒤틀림에 의한 사방정계 왜곡 

이미지.13 파란색은 Bi 원자를 나타내며, 주황색은 사방정계 왜곡이 되지 않은 Cu 

원자의 원자 위치를 나타낸다. 초록색은 산소 원자를 나타낸다. 여기서 말하는 

사방정계 왜곡은 초구조에 의해 a, b 길이가 달라서 나타나는 것과는 별개로, Bi 원자가 

d만큼 이동해 4회 대칭(four- fold symmetry)이 깨져서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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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91K 및 Y을 도핑한 시료로 이번 연구에 사용된 시료와 차이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 무시 가능한 차이로 예상된다.12 음향 포논의 경우, 

초구조에 의해 발생하므로 Pb를 도핑 하면 신호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그림 20(a) 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관측할 수 

있었다. 초구조로 인해 생기는 브릴루앙 접힘 효과는 음향 포논 뿐 

아니라, 광 포논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12 그림 20에서 658cm-1 

(참고문헌에선 660cm-1)부분에서 관측된 포논은 630cm-1에 존재하는 

OBi/Sr 모드가 접혀서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2 이러한 이유로 

658cm-1 포논은 Pb 도핑을 통해 초구조가 줄어들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참고문헌의 결과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12  

 기존 연구들에서 나아가, 이번 연구에서는 Pb를 도핑했을 때 320cm-1 

~390cm-1 에 존재하는 포논이 사라지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0 (a)) 해당 포논들의 모드에 대해선 무질서 효과로 

생기는 OBi/Sr 포논이라는 주장과 Ocu(355cm-1)와 Osr(400cm-1)라는 

주장이 존재한다.12,38 무질서에 의한 OBi/Sr 포논이라는 주장의 경우, 

관측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라만 신호 크기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신호는 BiO 혹은 SrO층이 사방정계 왜곡되어 생기는 것이나 

초구조에 의한 접힘 효과 등의 무질서 효과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12 반면, Ocu(355cm-1)와 Osr(400cm-1)라는 주장의 

경우 Bi(2201)과 비교했을 때 포논의 진동수가 크게 변화한 것을 

이유로 제시되었다. 38  

Pb 도핑 시 320cm-1~390cm-1 포논이 사라지는 효과는 무질서에 

의해 생성된 OSr/Bi 포논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더 구체적으론, 무질서 

효과 중에서도 사방정계 왜곡 보단, 브릴루앙 영역의 접힘에 의해 

포논들이 생성된 것이라 예상된다. 사방정계 왜곡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방정계 왜곡에는 a,b 방향 길이가 달라져서 생기는 것과, 



 ４２ 

Bi 원자의 위치가 움직여 4회 대칭(four- fold symmetry)이 깨지는 

두가지 요인이 존재한다.(그림 20 (b), (c)) Pb 도핑은 a,b 방향의 길이 

차이를 크게 만들고, 4회 대칭 깨짐은 Pb를 도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13,39  때문에 사방정계 왜곡에 의한 것이라면 

Pb를 도핑시 포논 신호가 강해지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포논이 사라진 효과를 해석할 수 없다. 반면, 브릴루앙 접힘 

효과는 Pb 도핑으로 초구조가 줄어들면 사라지기 때문에 포논이 

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초구조에 의해 일부 A1g 포논들에 대해서도 B1g 좌굴 모드와 

같이 선폭이 변화하는 것이 관측했다. A1g Cu 모드의 선폭에 피팅을 

통해 측정을 해본 결과 Pb 도핑 시 의해 포논의 선폭이 1.6cm-1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1 (b)) A1g Cu 포논 모드의 

선폭이 줄어든 이유도 B1g 좌굴 모드와 같이 Bi-Cu 사이의 결합의 

길이가 초구조로 인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A1g Cu 모드 또한 B1g 좌굴 모드와 함께 

초전도 갭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을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B1g 좌굴 모드와 A1g Cu 모드의 경우, Pb 도핑 시 선폭이 

줄어들었지만, Pb 도핑 시 선폭이 늘어나는 포논도 존재했다.  A1g 

스펙트럼의 ~300cm-1 에서 관측되는 A1g OBi 모드는 Pb 도핑시 선폭이 

12cm-1 정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1 (c)) 300cm-1 

A1g OBi 포논의 선폭 증가의 원인은 초구조의 영향이기보단, Pb가 

Bi자리에 들어가면서 Bi-O 결합에 불순물 효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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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된다. 

 

 
그림 21. Pb 도핑에 의한 선폭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a),(b) 및 (c)는 각각 B1g 

좌굴모드, A1g Cu c-축 모드, 그리고 A1g OBi 모드를 보여준다. B1g 좌굴모드와 A1g Cu-

c축 모드의 경우 Pb를 도핑했을 때 선폭이 줄어드는 반면, A1g OBi의 경우, 선폭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존재했다. 

추가로, Pb 도핑 시 B1g 좌굴 모드가 대칭적 변하는 결과가 

관측되었다. (그림 21 (a) ) 이러한 결과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초구조가 

B1g 좌굴 모드의 전자-포논 커플링의 세기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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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i2212의 포논 모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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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이 논문은 Bi2-xPbxSr2CaCu2O8+δ의 여러 포논들이 초전도와 초구조의 

영향으로 선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라만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초전도로 인한 포논 선모양의 변화는 전자-포논 커플링이 

존재하는 B1g 좌굴 모드와 A1g Cu c-축 모드에서 관측되었다. B1g 좌굴 

모드의 경우, Ω/2Δ~1 조건에 가까워질수록 포논의 자체 에너지 허수부가 

커지는 효과를 도핑 별 포논의 선폭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Tc 

근처에서 초전도 갭으로 인해 포논의 선폭과 피크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1g Cu c축 모드의 경우, Tc 근처에서 전자-포논 커플링에 

의한 포논의 선폭과 피크 위치의 변칙적인 경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이 A1g 방향의 초전도 갭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초구조에 의한 

포논의 선모양의 영향에 대해선 Pb를 도핑한 시료와 도핑 하지 않은 

시료에 존재하는 포논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Pb 도핑 시 사라지는 

320cm-1 ~390cm-1 사이에 존재하는 포논들이 초구조의 효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세가지 (B1g 좌굴모드, A1g C u c-축 모드, A1g 

OBi 모드) 포논의 선폭이 Pb 도핑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초구조 및 불순물 효과에 의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Pb를 도핑할 시 B1g 좌굴 포논의 선모양이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 초구조가 전자-포논 커플의 세기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였다.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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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phonon coupling is one of the strong candidates which can 

explain the mechanism of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In 

2018, an electron-phonon coupling of a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 Bi2Sr2CaCu2O8+δ, was investigated using the angle 

resolved photoemission spectroscopy, and it observed that B1g 

buckling phonon plays a role in increasing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 (Tc). Furthermore, substantial electron-phonon coupling 

of A1g in-phase phonon mode was observed by using time-resolved 

angle resolved photoemission spectroscopy in 2019. This has made it 

important to study electron-phonon coupling of B1g buckling phonon 

and A1g in-phase phonon in Bi2Sr2CaCu2O8+δ system by Raman 

spectroscopy.  

 For this reason, we investigates the electron-phonon coupling of B1g 

buckling and A1g in-phase phonons in Bi2Sr2CaCu2O8+δ by using Raman 

spectroscopy. Imaginary parts of self-energy of the B1g buckling 

mode becomes bigger below Tc than above Tc in the cond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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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2Δ~1, where Δ is the size of the superconducting gap, and Ω is the 

frequency of the phonon. Also, we observed anomalous tendency of 

line-width and frequency in both of B1g buckling phonon and A1g in-

phase phonon due to superconducting gap effect. In addition, effect on 

the phonon line-shape due to superstructure was investigated to 

explain the reason why line-width of B1g buckling phonons of 

Bi2Sr2CaCu2O8+δ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 cuprates.  

 The effects of the superstructure were studied by comparing with Pb 

doped Bi2Sr2CaCu2O8+δ. In Pb doped sample, we newly observed the 

disappearance of the 320cm-1 ~390cm-1 A1g phonons and interpreted 

it as those phonons are being generated by the effects of 

superstructure.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line-width of the three 

(B1g buckling Mode, A1g Cu c-axis Mode, and A1g OBi Mode) was 

affected by Pb doping, and the results were interpreted using 

superstructure and impurity effects. Finally, we present the possibility 

that the superstructure can have effect on enhancing electron- phonon 

coupling from our experimental observations about symmetrical 

changes in the shape of the B1g buckling phonon with Pb d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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