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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ulfur Doping on the Superconductivity of TlSr2 CuOz Cup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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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rystalline samples of (Tl1−x Sx ) Sr2 CuOz with 0 ≤ x ≤ 0.7 were synthesized by using a solid
state-state reaction method. The phase formation and superconducting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means of X-ray diffraction and resistivity measurements. A superconducting transition behavior
was observed in the S-doped samples with 0.1 ≤ x ≤ 0.5 while the S-free pristine sample (x = 0)
showed no superconductivity down to 10 K. The superconducting transition behavior induced by the
S-doping was accompanied by the formation of a new phase. We showed that the superconductivity
induced by the S-doping was caused by the formation of a TlSr4 Cu2 SO4 Oz oxysulphate phase with
an onset Tc of about 78 K. This new phase crystallized in the tetragonal system with a = 3.852
Å and c = 16.75 Å.
PACS numbers: 74.72.-h, 74.62.Dh, 74.62.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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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가 치환된 TlSr2 CuOz 계의 초전도 특성
이호근∗ · 김진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춘천 24341, 대한민국
(2017년 7월 18일 받음, 2017년 7월 25일 수정본 받음, 2017년 7월 25일 게재 확정)
(Tl1−x Sx )Sr2 CuOz (0 ≤ x ≤ 0.7) 시편을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하고 S치환에 따른 상 형성 및 초전도
특성을 X-선 회절 및 비저항 특성 측정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S가 도핑 되지 않은 경우 초전도 특성이
관측되지 않는 것과 대비되게 S가 0.1 ≤ x ≤ 0.5 영역에서 치환되면 초전도 전이 특성이 관측되었다. 특히
초전도 전이 특성이 관측되는 시편의 경우 새로운 상이 형성됨을 관측했으며, 우리는 이 상이 황산화물에
기반한 TlSr4 Cu2 SO4 Oz 의 조성에 기인함을 처음으로 보였으며, 이 상은 초전도 전이 시작온도가 약 78
K 임을 밝혔다. 이상은 정방구조를 보였으며 격자상수는 a = 3.852 Å, c = 16.75 Å였다.
PACS numbers: 74.72.-h, 74.62.Dh, 74.62.Bf
Keywords: TlSr2 CuOz , S-도핑, 황산화물, TlSr4 Cu2 SO4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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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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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산화물 양이온을 치환했을 때의 초전도 및 구조적 특성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Tl1−x Sx )Sr2 CuOz (0 ≤ x ≤ 0.5)

TlSr2 CuO5 (Tl-121) 화합물은 한 개의 Tl-O 층을 기반
으로 한 TlSr2 Can−1 Cun O2n+3 (Tl-12(n-1)n상) 동종계열
의 화합물 [1]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다. 이 계열의 물질은 적합한 합성 조건 및 치환 등을 통해
초전도 특성이 관측됨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TlSr2 CuO5
의 경우 단일상 합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단일상을
합성하더라도 초전도 특성이 관측되지 않는다 [2]는 점이
밝혀져 있다. 초전도 특성이 관측되지 않는 이유는 Tl의
전자 가수가 +3, Sr의 전자가수가 +2일 때 상기의 산소량
조성에서 Cu의 전자가수가 +3이 되어 일반적으로 초전도
특성이 관측되는 구리 평면 당의 전자가수인 약 2.05∼2.5
영역을 크게 벗어나 과잉 홀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설명
되며, 또한 이러한 경우 초전도 단일상의 형성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 상기의 Tl-121 조성에서 Sr
대신 +3 가의 La등의 희토류 원소를 치환하거나, Tl 자리에
+4가의 Pb를 치환하면 단일상 형성이 용이하며 또한 Cu
의 전자가수가 감소하여 적당한 조성에서 약 40 K의 최고
임계 온도 특성이 관측됨이 알려져 있다 [3]. 이처럼 구리
산화물 초전도체의 경우 구리 평면당의 전하농도 ( P형의
경우 홀 농도) 가 초전도 특성의 관측 및 최고 임계 온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4,5] 최적의
홀 농도 효과 외에 전하를 공급하는 층의 조성이나 초전도체
의 층 구조가 최고 임계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HgBa2 CuO4 초전도체의 경우
최고 임계 온도는 약 94 K로 알려져 있으며 [6], 이 계의
구조는 Tl-121구조와 같이 단위 셀 내에 한 개의 구리층을
가짐에도 조성 및 구조상의 약간의 차이로 최고 임계 온도가
크게 다르게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치환에 따른 초전도
특성의 발현 및 최고 임계 온도 특성의 변화 요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초전도 메커니즘의 이해 및
새로운 초전도체의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리 산화물의 홀 농도를 조절하는 방안으로는 전자가
수가 다른 원소의 치환, 산소량의 변화 외에도 음이온 또는
산화물 음이온 (oxy-anions) 을 치환 [7]하는 방안도 연구되
어왔다. 대표적으로 YSr2 Cu3 O7 계의 조성에서 Cu 체인자
리에 (CO3 )2− , (NO3 )− , (BO3 )3− ,(SO4 )2− 등이 치환되면
상형성 및 초전도 특성에 변화가 관측됨이 알려져 있다.
특히 La-Sr-Cu-O계의 경우Cu자리에 일부의 황 산화물 음
이온이 치환될 수 있으며, 이때 임계 온도가 감소함이 보고
되어 있다 [8]. 임계 온도의 감소는 홀 농도의 감소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잉 홀의 경우 황산화물 음이온의 치환
으로 초전도 특성이 관측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잘 알려진 과잉 홀 상태의 Tl-121 계에 S 또는

조성에 대해 연구했다. 우리는 이 연구과정에서 황산화물
음이온이 치환된 새로운 초전도체가 형성됨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

II. 실험 방법
시편은 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Tl2 O3 , SrCO3 , CuO,
S, CuSO4 , SrSO4 및 이들을 이용하여 준비된 Sr2 CuO3 를
이용해 고상 반응법으로 합성했다. 먼저 Tl2 O3 , SrCO3 ,
CuO 및 S를 이용하여 (Tl1−x Sx )Sr2 CuOz (0 ≤ x ≤ 0.7)
의 조성으로 시편을 혼합 및 분쇄 그리고 성형하고 Tl의 증
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편을 은박 튜브에 넣고 밀봉시켰다.
그 후 밀봉 시편을 알루미나 보트에 놓이게 하고 이 보트를
석영관에 넣고 차폐 후 튜브형 전기로를 이용하여 900 ◦ C
에서 공기중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후 400 ◦ C 이하로 전기
로 내에서 냉각시켰다. x = 0.5및 0.7인 시편의 경우는 1
회 열처리에서 벌크 시편이 합성되지 않아 2회 열처리하여
시편을 준비했다. 시편의 초전도 특성은 4단자 비저항 특성
측정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시편은 은풀을 이용해
4단자 구리 전극과 연결시켰으며, 10 mA의 전류를 흘려
측정되었다. 비저항 측정은 헬륨가스 냉각 장치와 비저항
자동 측정 프로그램 시스템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약 10 K
까지 측정되었다. 시편의 상 형성 특성은 Cu K�선을 이용한
X-선 회절기 (X’pert-pro MPD) 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되었다.

III. 실험 결과
Fig. 1은 (Tl1−x Sx )Sr2 CuOz (0 ≤ x ≤ 0.5) 의 조성으로
합성된 시편의 비저항 특성을 나타낸다. S가 치환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 10 K까지 초전도 전이 특성이 관측되지 않았
으며, 이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바와 일치한다 [2].
이러한 특성은 x = 0.05인 시편에서도 관측되었다. 그러나
x = 0.1이상인 경우에는 Fig. 1의 내부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온에서 초전도 전이 특성이 관측되었으며 x = 0.2
및 0.5인 경우 초전도 전이 시작온도는 각각 72 K 및 78 K
였다. 이들 전이 시작 온도들은 Tl-121 계에서 보고된 온도
보다 매우 높은 온도이며, x = 0.1인 시편의 경우 저항이
0이 되지는 않았지만 62 K에서 관측되는 저항의 감소는
초전도 낱알 간의 연결이 충분히 되지 않은 초전도 전이로
간주된다. 한편 x = 0.5인 시편의 경우 정상상태의 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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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for (Tl1−x Sx )Sr2 Cu2 Oz (0 ≤ x ≤ 0.5) samples.
항 값이 x = 0.2인 시편의 경우보다 크게 관측되었으며,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x = 0.7인 경우는 절연체의
비저항 특성을 나타냈다. Fig. 2는 합성된 시편의 X-선 회절
패턴을 보여준다. x = 0인 시편의 경우는 알려진 직방구
조와 다른 연구자의 언급처럼 불순물도 관측되었다. 회절
패턴의 특이한 점은 비저항 특성에서 초전도 전이 특성이
관측되는 x = 0.1 이상의 시편의 경우 정방구조의 Tl-121
상 외에 Fig. 2에 스타로 표시한 새로운 회절 피크가 명확히
관측되었으며, 저각의 피크들은 x = 0.5 까지 증가될 때
보다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x = 0.7인 시편의 경우
는 저각에서 관측된 새로운 피크가 오히려 감소하고 칼표
(dagger) 로 표시된 불명의 불순물 피크가 관측되었다. 이
불순물 피크들은 x = 0.5인 시편에서도 약간 관측되었다.
Fig. 1 과 Fig. 2 의 비교를 통해 저각에서 관측된 새로운
피크들이 Fig. 1에서 관측되는 초전도 특성과 밀접히 연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S의 공급원을 달리하여 CuSO4 및 SrSO4 등을
이용한 실험도 수행하여 S를 이용할 때와 SO4 를 이용할 때
유사한 결과가 관측됨을 확인하고 이 새로운 상이 SO4 의
치환과 연관된다고 판단했다. 치환량이 증가되며 관측되
는 이들 회절 피크가 Tl-121에서 관측되는 회절 피크 보다
저각에서 관측됨은 새로이 형성된 상은 Tl-121과 연관되면
서도 c 축이 더 큰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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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Tl1−x Sx )
Sr2 Cu2 Oz (0 ≤ x ≤ 0.7) samples.
한 물질 중에 CO3 가 치환된 (Tl0.5 Pb0.5 )Sr4 Cu2 (CO3 )O7
가 알려져 있으며 [9], 이 물질은 [Tl0.5 Pb0.5 Sr2 CuO5 ] 의
(Tl,Pb)-121 구조에서 [Sr2 CuO2 CO3 ] 층이 상호 교대로 성
장(intergrowth) 한 구조를 가지며, c 축의 길이가 약 16 Å으
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 구조에서 CO3 대신 SO4 가 치
환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특히 Tl0.5 (SO4 )0.5 Sr2 CuOy
조성은 TlSr4 Cu2 (SO4 )Oz 로도 나타낼 수 있다.
Fig. 3은 TlSr4 Cu2 (SO4 )Oz 조성으로 합성한 시편의 X회절 특성을 보여 준다. 이때 S의 공급원으로 (a) SrSO4 ,
(b) CuSO4 , (c) S가 이용되었다. S가 이용된 시편의 경우
Fig. 3의 (c) 에 보인 바와 같이 역삼각형으로 표시한 정방
구조의 Tl-121상 외 추가적인 상이 관측되었는데, SrSO4 와
CuSO4 가 이용된 시편의 경우는 이 추가적인 회절 패턴이
주로 관측되었으며, Fig. 3의 (a) 와 (b) 의 두 패턴은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보여 주었다. 특히 Fig. 3의 (a) 와 (b) 의
회절 패턴의 주 피크 들은 (Tl0.5 Pb0.5 )Sr4 Cu2 (CO3 )O7 에
서 관측되는 회절 피크처럼 정방구조로 밀러지수 매김할 수
있었으며, 최소자승법으로 분석된 시편 (a) 의 격자상수는
a = 3.852 Å, c = 16.75 Å이었다. 이로서 Fig. 3의 (a) 와
(b) 의 주 회절상은 TlSr4 Cu2 (SO4 )Oz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Fig. 4는 Fig. 3의 회절 패턴을 보이는 시편들의 비
저항 특성을 보여준다. 모든 시편들이 초전도 전이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S의 공급원으로 (a) SrSO4 , (b) CuSO4 , (c)
S가 이용된 경우 초전도 전이 시작온도는 각각 77 K, 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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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TlSr4 Cu2 (SO4 )Oz
samples prepared by using different sulfur sources:
(a)SrSO4 , (b)CuSO4 , (c) S. Inverse triangles show the
peaks due to Tl-121 phase.
78 K가 관측되었으며, 비저항이 0이 되는 온도는 각각 69
K, 52 K, 63 K 였다. 정상 상태의 비저항 크기 및 초전도
전이 특성이 같은 열처리 실험조건에서 S의 공급원에 따
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는
SrSO4 를 이용했을 때가 단일상 형성 및 초전도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황 산화물을 재료로 하여 벌
크 시편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1회 열처리면 충분했으나 S를
이용할 경우는 2회 열처리가 필요했으며 이는 S를 이용한
(Tl1−x Sx )Sr2 CuOz 의 조성에서 x = 0.7인 경우도 마찬가
지였다. x = 0.7인 시편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
순물의 증가 및 절연체의 비저항 특성이 관측되었는데 이 결
과는 x = 0.7인 경우의 조성과 단일상의 TlSr4 Cu2 (SO4 )Oz
의 조성과 비교해 보면 Tl과 S의 조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다결정 산화물의 경우 비저항은 낱알의
전도 특성 그리고 경계면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Fig. 4의 비저항 특성 측정에서 S를 사용한 시편 (c) 이 황
산화물을 사용한 시편들 (a), (b) 에 비해 비저항이 크게
관측되었는데, (c) 의 경우 형성된 TlSr4 Cu2 (SO4 )Oz 상의
비저항이 (a) 나 (b) 의 경우 처럼 작다면 계면의 Tl-121 상
및 여타 불순물의 비저항이 TlSr4 Cu2 (SO4 )Oz 상의 비저항
보다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Fig. 1(e) 의 경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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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for the samples shown in Fig. 3.
의 경우보다 X-선 회절 강도로 볼 때 Tl-121 상이 상대적
으로 감소함에도 비저항이 증가됨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TlSr4 Cu2 (SO4 )Oz 상 형성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순물이
비저항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Tl1−x Sx )Sr2 CuOz 의 조성에서 x = 0.5인 시편의 경
우도 약간의 불순물이 관측되었다. Fig. 3과 Fig. 4의 결과
는 또한 TlSr4 Cu2 (SO4 )z 단일상 형성에서는 양이온의 조성
뿐 아니라 고상 반응 때 적합한 산소량의 공급도 매우 중요
함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서 우리는 Tl-121
계에 황을 치환하여 관측되는 초전도 특성과 이와 연관되어
형성되는 새로운 회절상은 TlSr4 Cu2 (SO4 )Oz 에 기인함을
처음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Tl0.5 Pb0.5 )Sr4 Cu2 (CO3 )O7
상과는 달리 TlSr4 Cu2 (CO3 )O7 상은 단일상이 형성되지
않음과 대비된다. 실제 TlSr4 Cu2 (CO3 )O7 상의 경우 Sr
자리에 Ba을 약 25%∼50% 치환해야만 거의 단일상이 형
성됨이 보고되어 있으며, 최고 임계 온도는 62 K였다 [10].
한편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된 후 관련 TlSr4 Cu2 (SO4 )Oz
상과 연관된 물질의 조사과정에서 Rao 그룹 [11]에 의해
(Tl0.5 Pb0.5 )Sr4 Cu2 (SO4 )Oz 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본 연구의 경우와 매우 유
사한 회절 패턴이 관측되었으며, 임계 온도는 50 K로서
본 연구의 결과인 약 78 K보다는 낮았다. 우리는 추가로
(Tl0.5 Pb0.5 )Sr4 Cu2 (SO4 )Oz 의 조성에 대한 연구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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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이 두 층의 결합으로 약 78 K의 임계 온도가
관측된다는 사실은 T-121 계의 경우 치환으로 홀농도를
최적화했을 때 약 40 K의 최고임계 온도가 관측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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