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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Flux Pinning by Artificial Point Defects in K-substituted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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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K substitution on the superconductivity of polycrystalline
Bi1.6 Pb0.4 Sr2−x Kx Ca2 Cu3 O10+δ ((Bi, Pb)-2223) superconductors. Polycrystalline samples with
a nominal formula of Bi1.6 Pb0.4 Sr2−x Kx Ca2 Cu3 O10+δ (x = 0.00, 0.02, 0.04, and 0.06) were prepared by using the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method. Compared to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c ) of pure sample, those for the K-substituted samples showed huge enhancements, as
well as a field depende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lux-pinning mechanism based on the
Dew-Hughes description, the dominant mechanism changed from normal surface pinning to normal
point pinning with increasing K content. Analysis of the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data indicated that the removal of oxygen near the Sr atom due to lower valence K
substitution generated artificial point defects, which serve as effective flux pinning centers, in (Bi,
Pb)-2223 superconductors.
PACS numbers: 74.25.-q, 74.62.Dh, 74.25.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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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이 치환된 (Bi, Pb)-2223 다결정 초전도체의 인공 점결함에 의한 자속고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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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정 Bi1.6 Pb0.4 Sr2−x Kx Ca2 Cu3 O10+δ ((Bi, Pb)-2223) 초전도체의 스트론튬을 칼륨 (K1+ ) 으로
치환하고 초전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Bi1.6 Pb0.4 Sr2−x Kx Ca2 Cu3 O10+δ (x = 0.00, 0.02,
0.04, 0.06)의 식으로 표현되는 다결정 시료는 고상반응법 (solid state re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제작
되었다. 칼륨이 치환된 시료의 임계전류 밀도 (Jc ) 값은 순수한 시료의 Jc 값과 비교하여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장 의존성도 개선되었다. 모든 시료에 대한 자속 고정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Dew-Hughes의
모델에 기초하여 자속고정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칼륨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된 자속고정 메커니즘
이 Noraml surface pinning에서 Normal point pinning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FS 분석에
따르면 자속고정 메커니즘의 변화는 낮은 원자가의 칼륨 치환에 의해 스트론튬 주위에서 산소가 제거되고
이로 인해 (Bi, Pb)-2223 초전도체 내 인공 점 결함이 생겨 효과적인 자속고정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PACS numbers: 74.25.-q, 74.62.Dh, 74.25.Op
Keywords: BSCCO, K substitution, Critical current density, flux pinning mechanism, EXAFS

I. 서론

Bi-2223 초전도체의 경우 결맞음 길이는 대략 3 nm 정도
이기 때문에 Bi-2223 초전도체 내의 나노 크기의 결함과

고온 초전도체 중 하나인 Bi2 Sr2 Can−1 Cun O2n+4+y
(BSCCO) 초전도체는 CuO2 층의 수 (n = 1, 2, 혹은 3) 에
따라 세가지 각기 다른 초전도체 상을 생성 할 수 있는데 이
중 Bi2 Sr2 Ca2 Cu3 O8 (n = 3, Bi-2223) 에서 110 K의 가장
높은 초전도 임계 온도 (Tc ) 가 발표되었다 [1, 2]. 이러한
Bi-2223 초전도체의 높은 임계 온도는 액체 질소 온도 (T
= 77 K) 에서의 응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산업 분야 응용에
관한 연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 이를 위해 임계 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Bi-2223
초전도체는 높은 임계 온도 이외에 높은 임계자기장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화합물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이 되고 있는데 임계 전류 밀도 (Jc ) 의
개선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낱알(grain)들의 약한 연결과 큰 이방성 등의 단점들은
고온 및 고자기장에서 자속고정 능력을 저하 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산업 응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Bi-2223 초전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혼합
상태를 갖는다는 것이다. 혼합 상태에서는 초전도체에 가
해진 자기장이 양자화된 자기장의 형태로 초전도체를 침투
할 수 있는데, 이때 통과된 자속 주위로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의 흐름이 발생한다. 또한, 수송 전류가 초전도체를
통해 흐를 때 발생되는 자기 소용돌이는 Lorentz force에
의해 활성화 되어 초전도성을 저하 혹은 파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소
용돌이들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자속고정중심 (flux pinning
center)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속고정중심이
자기 소용돌이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크기가
결맞음 길이 (coherent length) 의 두 배와 비슷해야 한다.

BSCCO의 비균질성에 의해 자속고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Bi-2223 초전도체가 가지는 고유의 자속고정중심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자기장 하의 전력 분야 응용에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초전도체에 다양한 인공
결함을 도입하여 자속을 제어함으로 고자기장 하의 높은
임계 전류 밀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양이온 자리에 일부 다른 원소를 대체하
여 결정 구조에서의 결함을 생성하여 이들을 자속고정중심
의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Bi-2223 초전도체에 알칼리 원소를 치환하여 임계전류밀도
값이 증가한 결과가 보고되었고 [4,5] 이는 알칼리 원소의
치환으로 인하여 생겨난 인공적인 결함에 의한 자속고정
특성의 향상으로 여겨진다. 이후 Bi-2223 초전도체의 알칼
리 원소 치환에 의한 초전도 자속고정 메커니즘을 탐구하
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으나 [6,7], 자속고정
특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자속고정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Bi-2223 초전도체의 스트론튬 (Sr2+ ) 자
리에 알칼리 원소 중 하나인 칼륨 (K1+ ) 을 치환하고 그 함
량을 증가 시킴에 따른 자속고정 메커니즘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칼륨은 이온 반경이 1.33 Å 으로 스트론튬의 이온
반경인 1.14 Å 보다 큰 값을 가지며, 원자가가 낮으므로
결정 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공적 결함의 생성이 기대 된
다. 자속고정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Dew-Hughes 모
델에 근거해 자속고정힘을 분석하였고 EXAF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분광법을 이용하여 칼륨
치환에 의한 Bi-2223 초전도체의 미세국부구조 (fin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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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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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Double logarithmic Jc plots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s for all samples measured at
65 K. Jc ’s in the 1st (red solid line) and 2nd (blue solid
line) regions are distinguished by characterizing with the
power-law relation Jc − H −α with different exponents.

II. 실험 방법
Bi1.6 Pb0.4 Sr2−x Kx Ca2 Cu3 O10+δ (x = 0.00, 0.02, 0.04,
and 0.06)의 다결정 시료는 고상반응법 (solid state reation
method) 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고순도 (99.99%) 의
Bi2 O3 , PbO, SrCO3 , CuO 및 K2 CO3 분말을 혼합하여
670 ◦ C/48시간 + 750 ◦ C/48시간 + 800 ◦ C/48시간 +
820 ◦ C/48시간의 4단계로 소성하고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
해 각 단계 사이에 몇 차례의 갈기와 섞기를 시행하였다. 이
후 분말을 압축하여 850 ◦ C에서 160시간 동안 공기 중에서
소결하였다. 납 (Pb2+ )의 함량은 가장 높은 임계온도 (Tc )
를 가지는 값으로 최적화된 0.4로 고정하였다 [8]. 제작된
시료는 칼륨 함량 x에 따라 Pure, K002, K004, 와 K006로
분류 하였다.
시료의 미세국부구조에 대한 조사는 포항가속기연구소
의 (Pohang Light Source, PLS)의 8C nanoprobe 빔 라인
을 이용한 상온 EXAFS 측정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측정
에너지는 Sr K-edge (16120 eV) 의 EXAFS 영역이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IFEFFIT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Athena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9,10]. 시료의 임계전류밀도
는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MPMS) 을
사용하여 65 K의 온도에서 0 – 5 T의 자기장을 가한 후
측정한 자화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Figure 1은 칼륨 (K1+ ) 의 함량을 변화시킨 (Bi, Pb)2223 초전도체의 65 K 에서 측정한 임계전류밀도의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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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을 이중 로그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그림이다. 임계전
류밀도는 Bean의 임계상태 (Bean’s critical state) 모델을
이용하여 Jc = 20(∆M /[b(1 − b/3a)] 식에 의해 계산되었
다. 여기서 ∆M 은 자화측정에서 얻은 단위 부피당 시료의
자화 차이이고 a 와 b 는 사각형 시료의 두 변을 나타낸다
(a > b) [11]. Figure 1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시료의 임
계전류밀도 (Jc ) 의 가장 큰 값은 0 T 에서 관찰되었고,
가해진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칼륨 (K1+ )
의 함량이 x = 0 으로부터 0.06 까지 증가함에 따라 65 K
에서의 임계전류밀도 값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자기장에 따라 감소하는 임계전류밀도의 경향성이 다름을
통해 각 시료의 임계전류밀도 의 자기 의존도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다
른 자속고정 메커니즘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임계전류밀도의 자기장
의존성을 멱함수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고온에서 측정된 임계전류밀도의 자기장 의존성을 이중
로그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낮은 자기장에서 자기 소용돌이의 수에
비해 결함의 수가 많아 자기 소용돌이가 각 결함에 개별적
으로 고정 되어 자기장에 독립적인 임계전류밀도 값이 얻
어지는 영역이다. 두 번째는 높은 자기장에서 소용돌이의
밀도가 결함의 밀도에 비해 커지게 되는 영역으로, 이때 소
용돌이들은 집단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된 자속고정 특성은 멱함수 관계 (Jc − H −α ) 로 분석할 수
있으며 지수 α 값은 이중 로그함수의 선형 부분의 기울기로
추정할 수 있다.
Figure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시료들의 임계전류밀
도는 α1 과 α2 의 기울기를 가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며
Pure의 경우 α1 = 0.11, α2 = 0.61 으로부터 K006의 경우
α1 = 0.03, α2 = 0.16 까지 칼륨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칼륨 이온
(K1+ ) 치환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자속고정이 이루어졌
음을 나타낸다. 특히, 자기장에 독립적인 임계전류밀도 값
이 얻어지는 영역 (기울기가 α1 인 영역) 은 칼륨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칼륨
이온의 첨가로 (Bi, Pb)-2223 초전도체 내부에 인공 결함
(artificial defects) 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자속고정 중심으
로 역할을 한 것과 더불어 그 밀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칼륨 이온의 치환에 따른 자속고정 메커니즘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임계전류밀도로부터 계산된 자속고정힘 (Fp ,
Fp = Jc ×H)을 Dew-Hughes 모델을 이용하여 Fp /Fpmax −
hp (1−h)q 식에 피팅 하였다 [12]. 여기서 p 와 q 는 기하학적
특성 지수이고 h 는 규격화된 자기장으로 h = H/Hc2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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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Scaling behavior of the normalized
flux pinning force as a function of reduced field h for (a)
pure, (b) K002, (c) K004 and (d) K006. The solid lines
are the best fits to the Dew-Hughe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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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Magnitude of Fourier transform of
the Sr K-edge EXAFS oscillations for all samples. The
inset shows a magnified image of the 1st shell, which
provides information of Sr-O bond.

표현된다.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윗임계자기장 (Hc2 ) 대신
비가역자기장 (Hirr ) 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실
험적으로 밝혀졌으므로 [13,14] 임계전류밀도가 103 A/cm2
인 기준을 갖는 비가역자기장이 피팅 과정에 사용되었다.
Figure 2는 시료의 규격화된 자속고정힘의 피팅 결과를
나타내는데 모든 시료가 하나의 함수로 잘 피팅이 되지만
기하학적 특성 지수가 체계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ure와 K002 시료의 경우 각각 p = 0.51, q = 1.93
와 p = 0.62, q = 1.88 인 Normal surface pinning 에 해당
되는 자속고정 메커니즘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Bi,
Pb)-2223 초전도체의 합성과정에서 생긴 낱알 경계 (grain
boundary)와 같은 자연적인 결함에 의한 자속고정으로 생
각된다. 반면에 K004와 K006 시료들의 경우는 지수 p 가
증가하여 각각 p = 0.88, q = 2.13 와 p = 0.92, q = 2.18
인 Normal point pinning에 가까운 자속고정 메커니즘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칼륨 이온의 치환으로
K004 시료에서부터 충분히 많은 인공 점결함이 생성되어
주된 자속고정 메커니즘이 Normal surface pinning 에서
Normal point pinning 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공 점결함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Sr K-edge 에서 측
정한 상온 EXAF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세국부구조를 조사하였다. Figure 3은 원자의 분포를 흡수 원자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Sr K-edge에서 측정한 시료들의 EXAFS 분석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2.25 Å 부근에서 관측되는 첫 번째 피크
는 최인접원자인 산소 (O2− ) 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면 Fig. 3의 속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칼륨

Fig. 4. (Color online) The number of oxygen around the
photo-absorbing Sr atom and the Sr-O bond length as
a function of K content, which were determined by the
first shell fitting to the Sr K-edge EXAFS oscillation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흡수 원자인 스트론튬으로 부터 2.25 Å
부근의 산소가 제거 되었기 때문으로, 스트론튬 자리를 낮
은 원자가의 칼륨으로 치환하는 홀 도핑 (Hole-doping) 에
의해 유도된 산소의 제거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9,10].
최인접원자인 산소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EXAFS 방정식에 기초하여 첫 번째 피크에 대한 피팅을 진
행하였다. 피팅 과정에서 결합 길이 (R), 배위 수 (coordination number, N ), 및 결합의 국부적 무질서와 상관 관계
가 있는 Debye-Waller 인자 (σ 2 ) 가 피팅 변수로 사용되었
다. Figure 4는 최인접 산소의 배위 수와 Sr-O 결합길이의
변화를 칼륨 함량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Pure와 K002 시료들에서는 최인접
산소의 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K004 시료부터 최인접
산소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결합의 길이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소의 감소 및 결합 길이의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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