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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체 시료의 상전이 현상올 연구하기 위하여 온도 가변용 광음향 cell과 dewar를 제작하였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wood's metal의 상전이 온도를 측정하였다，실험 결과는 융점으로 알려진 343 K와 잘 

일치하고, 잠열(latent heat)이 존재하는 1차 상전이임을 나타냈으며 supercooling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고체.액체 상전이와 같은 1차 상전이의 경우 잠열이 존재하며 이러한 잠열은 시료의 온도를 을리며 

측정할 경우 상전이 온도 부근에서 광음향 신호의 급작스런 감소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온도를 내릴 경우 

광음향 신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광음향 측정은 상전이의 차수를 결정할 수도 있음을 물론， 

고체의 상전이 혈솨 연구에 유용한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ABSTRACT. We constructed a photoacoustic cell and dewar in order to investig가e the phase transi

tion of the solids. The solid-liquid phase transition of a wood's metal was measured by a temperature 

controlled photoacoustic apparatus. It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reported value of the Halting 

point, 343 K. The phase transiton of the wood's metal has been d으termined to be the first order transition, 

existing a latent heat, which is typical in the solid-liqu거 transition. In addition, 즌 supercooling effect 

was observed by monitoring the photoacoustic signal as the temperature of the sample was decrea옹 

The experiments have demonstrated the photoacoustic detection is an appropriate method to determin은 

the order of transition in solid sample오.

서 론

광음향 효고Kphotoacoustic effect)는 흡수 매질에 

일정한 주기로 변조된 빛이 입사되면 그 물질에서 

입사된 빛과 같은 주파수의 음향 신호(acoustic sig- 

nal)가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1880년 A. G. Bell이 

처음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Florian 둥电〕광음향 

방법을 이용하여 상전이 연구를 처음 시도한 이후 

고체 시료에서 여러 종류의 상전이(phase transition) 

연구에 많이 응용되어 지고 있다”叫

고체 시료에서 발생된 광음향 신호를 마이크로폰 

으로 검출하는 경우에 광흡수에 의해 발생돤 열은 

시료 내에서 주기적으로 확산되어 cell 내의 기체에 

전달되고, 이 기체는 열에 의한 주기적인 팽창, 수 

축으로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광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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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마이크로폰에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광음향 

신호는 시료의 광학적 성질 뿐만이 아니라 열석인 

성질에도 의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광음향 신호를 측정할 경우 시료의 열적 

성질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상전이 현상을 

연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차 상전이의 경우 

잠열(latent heat)이 존재하는데, 온도를 올리면서 

광음향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 광흡수로부터 발생된 

열은 잠열로 사용되어 상전이 온도에서의 광음향 

신호가 갑자기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온도를 내리 

면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잠열에 의해 발생되는 열은 

온도의 직류 성분에 해당하므로 광음향 신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광음향 방법을 

이용한 상전이 현상의 연구는 상전이 온도 측정 

외에도 상전이가 1차인지 2차 전이인지를 결정지을 

수가 있고, 여러 종류의 다른 상전이가 존재한다면 

모두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체 시료•의 상전이 현상을 광음향 

방법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84 K로부터 400 K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 기체-마이크로폰 광음향 cell과 

dewar를 제작하여, 탄소 검정(carbon black)을 이 

용한 cell의 온도 특성 및 주파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광음향 방법으로 고체-액체 

상전이가 343 K 부근에서 일어나는 wood's metal의 

상전이 현상을 측정하였으며, 잠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상전이의 차수를 결정함으로써 일반적인 

고체의 상전이 현상 연구에 웅용될 수 있는 광음향 

실험 장치를 보고하고자 한다.

실 험

저온에서의 상전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Fig A 

과 같이 광음향 dewar와 cell을 제작하였다. 스테 

인레스 스틸(SUS 304)로 제작된 저온용 광음향 de- 

war는 액체 질소 용기，cell°l 부착된 cold finger와 

레이저 광이 입사되기 위한 viewport 및 외부와 

단열시키기 위한 진공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저온용 

dewar의 이음새 부분들은 진공올 잘 유지시키기 

위하여 아르곤 특수 용접을 하였으며, 각 연결 부 

분들은 flange 및 0-ring을 이용하여 진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Dewar와 cell의 접착은 copper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hotoacoustic cell 

and dewar.

grease를 이용하여 cold Eiger에 잘 밀착되도록 

하였다: 저온용 dewar 내부에 부착된 c이1에 러冋저 

광이 입사될 수 있도록 직경 2.5 cm, 두께 3 mm의 

quartz window를 이용하여 dewar의 외부에 view- 

port를 설치하였다. 저온용 광음향 cell은 열전달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구리로 제작하였다. C이1의 

내부는 원통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기체.마이크로 

폰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광음향 신호를 측정할 

때, 마이크로폰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dewar의 바깥 쪽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 

다. 마이크로폰 chamber는 0.34 cm3 부피를 갖으며, 

내경 1mm, 길이 8cm인 구리 pipe로 연결되어 있는 

H이mholtz resonator^! 형태를 이루고 있다. 광음향 

cell과 window의 접착부분은 저온에서 진공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직경 1mm의 인듐선으로 밀봉 

하였다. 온도 측정을 위하여 T.형 열전대쌍(copper- 

constantan thermocouple)을 cell 밑면에서 시료에 

가능한 가까이 위치하도록 부착하였으며, cell의 온 

도는 액체 질소와 cell의 옆면에 부착된 heaterf- 

PID 방식의 programmable 온도 조절기(한영전기, 

HY-P100)에 연결하여 84K부터 400 K까지 조절이 

가능토록 하였다. 온도 조절기의 분해능은 0.1 K이며, 

상전이 온도 부근에서는 0.1K/min 내지 0.2K/ 

min의 속도로 조절하였고 그 외의 온도 영역에서는 

0.4 K/min 내지 0.5K/min으로 조절하여 시료의 온 

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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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rran- 

gement.

Fig.2는 저온에서의 상전이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치의 개략도이다. 광원으로는 최대 출력이 

5W인 Ar+ 레이저(Coherent사, INN0VA 305)의 

488 nm 파장의 빛과 350nm 부근의 UV multiline을 

사용하였다. 빛살 단속기(light chopper, EG&G 

PARC 197)를 사용하여 레이저 광을 변조시켰으며, 

빛살 단속기로부터 변조 주파수에 대한 신호 전압은 

기준 신호로 lock-in amplifier(EG & G PARC 5210) 

에 입력되었다. 직경 9.5mm인 electret 마이크로폰 

(Radio Shack)에서 검출된 광음향 신호는 preampli- 

fier(EG & G PARC 122)에서 증폭되어 lock-in am- 

plifier에 입력되고 측정된 광음향 신호와 위상은 

lock-in amplifier에 내장된 RS-232C 인터페이스(in- 

terface)를 통히；여 퍼스탈 컴퓨터에 입력시키거나 

lock-in amplifier^! analog 출력을 12-bit AD/DA 

converter(PC-Lab Card PCL/711)를 이용하여 컴퓨 

터에 입력시켜서 분석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보온이 잘 유지되도록 dewar의 내부는 진공 회전 

pump와 convectron gauge 및 controller(Granville- 

Phillips 307)를 이용하여 10-3 torr 이하의 진공을 

유지하였으며, 측정된 온도는 출력 단자로부터 AD 

/DA converter로 보내져 광음향 신호와 동시에 기 

록되었다. - 

결과 및 고찰

F讶.3과 4는 탄소 검정 분말 시료Tedia사 CR- 

0313)의 변조 주파수에 따른 광음향 신호와 위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탄소 검정의 경우는 Rosenc- 

waing-Gersho(R-G) 이론“에 의하면 광학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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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 Hz )
Fig. 3. Frequency dependence of (a) the photoacous- 

tic signal and (b) the phase for a carbon black powder 

sample at the room temperature. The slope is to be 

一 1.05.

Fig. 4. Frequency dependence of (a) the photoacous

tic signal and (b) the phase for a carbon black powder 

sample at 85K. The slope is to be —1.03.

투명하고 열적으로 얇은 경우이다. 상온의 경우와 

85 K에서의 ^4- 300Hz 이하에서의 기울기는 각각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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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K)
Fig. 5.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photoacoustic 

sign이 of a carbon black powder sample using the 

488 nm line of an Ar+ laser at 36 Hz.

-1.05, 一 1.03로서 모두 3一1에 비례하는 것을 알 

았으며, 이 결과는 시료가 불투명하고 열적으로 얇 

은 경우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온도 영역 

에서는 R-G 이론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았다. 

또한 상온에서는 500 Hz 부근에서 공명 주파수가 

나타나는데 이는 본 실험에서 제작한 광음향 cell은 

百elmholtz resonator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Vi = 

0.47 cm3, 72=0.314 cm3, /=8cm, d=0.5mm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공명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吃

fr= 쓰■成뽀븞詞r (1)

여기서 “，는 cell 내에서의 음속을 나타내고, *과 

丫2는 각각 cell과 마이크로폰 chamber의 부피를 

나타내며, 7과 d는 각각 두 부피 사이의 연결관의 

길이와 반경이다. 따라서 공명 주파수는 500Hz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85 K에 

서는 400 Hz 부근에서 공명 주파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체내에서의 음속은 온도에—비례하므로 저 

온에서의 음속이 상온보다 느려져서-공명 주파수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광음향 효과를 이용하여 

상전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실험 장치의 온도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5는 온도에 따른 탄소 검정 

시료의 광음향 신호이다. R-G 이론에 의하면 광음향 

신호는 온도에 반비례하므로 저온으로 갈수록 광음 

향 신호는 중가하며 본 실험의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열적으로 두꺼운 시료의 경우 광음향 신호는 열 

확산 길이가 시료의 두께보다 긴 경우와 짧은 경우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온도에 따른 광음향 신호 

Q(7＞는 광흡수 계수와 무관하며 R-G 이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내 진다皿.

Q(7)81/[C(7)k(7) 丁〃 (2)

여기서 C(Q와 k(T)는 각각 온도 T에서의 시료의 

비열과 열전도도이다. 후자의 경우 광음향 신호는 

광흡수 계수 8에 비례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Q(T)ocl/C(n ⑶

따라서 고체 시료의 온도에 따른 광음향 신호를 

측정하면

C(7)k(7)oc1/[Q(t)]2 (4)

흑은

C(7)oci/Q ⑺ (5)

로 주어지는데 이러한 관계식으로 부터 그 시료의 

열적 성질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결국 고체 시료의 

C(T)나 k(T)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면 나머지 다른 양에 대하여서도 알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체 시료의 경우 상전이 온도 

부근에서 CCD값은 급격히 변하지만 k(T)의 값은 

온도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광 

음향 신호는 상전이 온도 부근에서 C(T)의 값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므로 온도에 따른 광음향 

신호를 측정하면 상전이 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제작한 저온용 광음향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wood's metal의 고체-액체 상전이(solid- 

liquid phase transition) 현상을 측정하였다. Wood's 

metal은 비스무트(Bi, 50%), 납(Pb, 24%), 주석(Sn, 

14%), 카드뮴(Cd, 12%)의 합금으로서 융점이 약 343 

K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wood's metal을 

두께 320 pm 정도의 얇은 film 형태로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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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photoacoustic 

(a) signal and (b) phase for a wood's metal at UV 

multilines of an Ar+ laser at 36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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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photoacoustic 

signal for wood*s metal with (a) increasing tempera

ture and (b) decreasing temperature using the 488 

nm line of an Ar+ laser.

cell에 부착하였다. UV 파장의 빛을 입사시켰을 경 

우와 가시광선 영역인 488nm 파장의 경우, 온도에 

따른 wood's metal의 광음향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각각 尸谊.6과 7에 나타내었다. 고체-액체 상전이는 

잠열(latent heat)이 존재하는 1차 상전이(first-order 

phase transition)로서, 온도를 올리면서 광음향 신 

호를 측정할 경우에는 시료가 흡수한 빛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이 전이 온도에서 잠열로 사용되어, 광 

음향 신호가 갑자기 감소하게 된다. 전이가 일어나기 

전이나, 후에는 각각 고체와 액체 상태의 열적 성 

질에 의한 광음향 신호가 발생되어 진다. 시료의 

온도를 내리면서 광음향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에 

전이 온도에서 방출되는 잠열은 온도 변화의 직류 

성분이기 때문에 광음향 신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9. 再£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광음향 

신호와 위상은 343 K 부근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온도에서 고체-액체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88 nm 파 

장의 빛을 사용한 Fig. 7(a)의 경우는 상전이 온도 

부근에서 광음향 신호가 갑자기 감소하다가 343 K 

부근에서 약간 증가하고, 곧 다시 감소하는데 이 

0.4

현상은 F谚.7(b)에서와 같이 온도를 내리면서 측정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체- 

액체 상전이에서 잠열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wood's metal이 1차 상전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zp.7에서와 같이 온도를 올 

리면서 측정한 경우와 내리면서 측정한 경우에 상 

전이 온도는 약 5K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wood's 

metal이 여러 원소들의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su

percooling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Fig. 6과 7의 경우 광음향 신호가 변화하는 모양에 

많은 차이가 있는더】, 이것은 wood's metal의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의 가시 광선과 자외선에 대한 

흡수 계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아 할 것이다.

결 론

본 실험은 온도 가변용 광음향 cell과 dewar를 

자체 제작하여 고체에서의 상전이 현상 연구에 옹 

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광음향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wood'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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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의 상전이 온도는 융점으로 알려진 343K와 잘 

일치하며, 잠열이 존재하는 1차 상전이이며 온도를 

내리는 경우 supercooling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고체-액체 상전이와 같은 1차 상전이의 경우 

잠열(latent heat)이 존재하며 이러한 잠열은 시료의 

온도를 올릴 경우 상전이 온도 부근에서 광음향 

신호의 급작스런 감소를 발생시키지만 온도를 내릴 

경우 광음향 신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광음향 측정 방법은 초전도체, 자성체, 

세라믹 시료 등의 상전이 현상 연구 및 열적 성질 

연구는 물론 일반적인 고체시료의 특성 연구에 응 

용될 수 있는 간단하고 유용한 실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 실험에서 제작한 상온 및 저온용 

광음향 실험 장치는 고온에서의 상전이 연구 및 고체 

시료의 열적 성질 연구에 연장 응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금속 산화물, 페로브스카 

이트 둥에 대한 영역에서의 많은 응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91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소 학 

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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