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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artial substitution of nitrate groups at the SO4 sites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the TlSr4 Cu2 Oz (SO4 )1−x (NO3 )x system have been investigated. X-ray diffraction
data showed that the solubility limit of (NO3 ) was about x = 0.35. The change in the solubility
limit of oxyanion for sulfate wa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oxyanion
species.

Within the solubility limit, the introduction of the nitrate group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the transition temperature of the pristine TlSr4 Cu2 Oz (SO4 ) compound. However, we
found that compared to the pristine compound, the introduction of the nitrate groups degraded
the stability properties of the sample after annealing at 400◦ C in A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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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가 부분치환된 TlSr4 Cu2 Oz (SO4 ) 계의 초전도특성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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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9일 받음, 2020년 9월 24일 수정본 받음, 2020년 9월 24일 게재 확정)

SO4 대신NO3 를 부분치환한 TlSr4 Cu2 Oz (SO4 )1−x (NO3 )x 계의 초전도 특성에 대해 연구했다. X-선
회절 분석 결과는 (NO3 )의 고용한계는 약 0. 35 임을 보여주었으며, 황산화물 음이온자리에 다른 음이온이
치환될 때의 고용한계 차이를 음이온 종류의 특성과 연관해 논의했다. 비저항 측정결과 임계온도 특성은
고용한계내에서 임계온도의 변화가 매우 적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Ar 분위기에서 400 ◦ C로 열처리한
후의 비저항 측정결과는 NO3 를 치환하지 않은 시편의 특성과 비교하였을 때 안정도 특성이 나빠짐을
보여주었다.
Keywords: 산화 음이온 초전도체, NO3 치환, 안정도, TlSr4 Cu2 Oz (SO4 )1−x (NO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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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SO4 대신 BO3 , CO3 및 CrO4
음이온을 치환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24,25]. 본 연구에

YBa2 Cu3 O7 (Y-123) 고온초전도체의 발견 [1] 이후 고온
초전도 특성의 이해 및 새로운 초전도체를 발견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 Y-123 초전도체
의 구조가 [(BaO)(CuO)(BaO)][(CuO2 )(Y)(CuO2 )] 의 반
복 형태임이 밝혀진 후 [3,4], 초전도 현상은 (CuO2 ) 평면
층의 홀 농도가 적당한 수준일 때에 나타남이 밝혀졌다 [5–
7]. 따라서 보통 [(CuO2 )(Y)(CuO2 )] 블록을 초전도 특성을
나타내는 활성블록(active block, superconducting block),
[(BaO)(CuO)(BaO)] 블록은 활성블록에 홀 등 전하를 공급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하보관블록(charge reservoir block)
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Y층을 통해서도 (CuO2 ) 평면층
에 전하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BaO)(CuO)(BaO)] 블록
만이 전하를 공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전하보관블록의
여러 구성 원소 대신 다양한 원소의 치환 연구 결과로 Tl
계 및 Hg 계 등의 새로운 초전도체가 발견되었다 [2]. 특히
전하보관블록의 치환 원소 중 많이 연구되어온 양이온 대신
[CO3 ]2− [8], [SO4 ]2− [9] 등의 산화 음이온 (oxyanion) 도
CuO 대신 일부 치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음이온의
치환은 고압에서만 합성이 가능했던 YSr2 Cu3 O7 상을 상압
에서도 합성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역할도 함이 밝혀졌다.
한편, Babu 등은 Sr2 CuO2 CO3 를 합성하고 그 구조를
연구하여 이 물질의 구조가 [(Sr)(CO3 )(Sr)][(CuO2 )]의 반
복구조임을 밝혀 CO3 가 완전한 전하보관층이 될 수 있음
을 보였다 [10]. 그후 (Tl0.5 Pb0.5 )Sr4 Cu2 O7 CO3 계에서 약
70 K 의 초전도 특성이 관측 되었다 [11]. 이 초전도체는
(Tl0.5 Pb0.5 )Sr2 CuO5 [12] 상과 Sr2 CuO2 CO3 [10,13]상이
교대로 층 구조를 이루는 합생 (intergrowth)구조의 특성을
보였다.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이들 두 상은 초전도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Sr2 CuO2 CO3 상은 절연체이
며, (Tl0.5 Pb0.5 )Sr2 CuO5 상은 과잉 홀 상태의 금속적인 특
성을 나타내며, 최적화 되더라도 약 40 K의 초전도 특성을
보인다 [14]. 따라서 합생구조의 물질 합성은 초전도체가
되지 않는 상들의 적당한 층구조 조합을 통해 임계온도가
향상된 새로운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실제로, 이 초전도체의 합성 후 CO3 에 근거한 많은 새로
운 초전도체가 합성되었다 [15–21]. 그렇지만 CO3 에 기반
한 초전도체는 합성 때 CO2 가 쉽게 생성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편에서 탄소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알려져 있다 [15]. 최근 본 연구자는 CO3 보다 열적으로 안
정한 SO4 에 기반한 새로운 TlSr4 Cu2 O7 SO4 초전도체를
합성하는데 성공했으며, 이 초전도체는 임계온도가 70 K
이상이었다 [22,23]. 이 초전도체의 합성 후 음이온의 역활

서는 SO4 대신 NO3 를 치환한 경우의 초전도특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II. 실 험
TlSr4 Cu2 Oz (SO4 )1−x (NO3 )x 시편합성에서는 Tl2 O3 ,
SrO2 , CuO, SrSO4 그리고 Sr(NO3 )2 분말을 이용하여 원
하는 조성으로 정량한 후, 마노 유발을 이용해 충분히 갈았
다. 그 후 잘 혼합되고 분쇄된 분말을 약 4 톤의 압력으로
직경 1 cm, 두께 1 mm 펠럿 형태로 성형했다. 그 후 Tl의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한 시편을 은박 튜브에 넣고
밀봉 시켰다. 밀봉된 시편은 알루미나 보우트에 놓이게 한
후 이 보우트를 석영관에 넣고 차폐 후 튜브형 전기로에서
895 ◦ C 에서 한 시간 동안 공기 중 열처리 후 전기로 내에서
200 ◦ C 이하로 냉각 시켰다.
시편의 상형성 및 구조적 특성은 Cu Kα 선(λ = 1.54056
Å) 을 이용한 X-선 회절기 (X’ pert-pro MPD) 로 측정된
회절패턴을 이용해 분석했다.
시편의 비저항 특성은 소결한 펠럿 시편을 절단한 후 얻
어진 직육면체 형태의 시편조각을 이용했으며, 통상의 4
단자 접점법으로 측정했다. 이 때 전극은 구리선이 이용되
었으며, 은 풀을 이용해 시편과 연결한 후 10 mA의 전류를
흘려 측정했다. 온도에 따른 비저항 특성 측정에서는 약 10
K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헬륨 냉동기가 이용되었으며,
비저항값은 자동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었다.
Ar 분위기에서 열처리된 시편은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
먼저 합성된 펠럿 시편을 이용해 직육면체 형태로 절단한
시편을 알루미나 보우터에 설치했다. 그 후 이 보우터를 Ar
가스를 흘릴 수 있는 석영관 내부에 위치시키고 이 석영관을
튜브형 전기로 내부에 설치하여 400 ◦ C 에서1 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액체질소 온도로 급냉시켜 준비했다.
시편의 열기전력 특성은 시편 양단에 약 2 ◦ C 이내의 온
도차를 발생시켜 DC 미분방법으로 상온에서 측정했다 [26].
이 때 두개의T 형 (구리선과 콘스탄탄 합금선으로 구성됨)
열전대를 이용해 온도차를 측정했다. 열기전력 측정은 시
편의 양단에 각각 부착된 두 T형 열전대의 구리선을 이용해
측정되었다. 시편의 절대 열기전력 값은 구리선을 이용해
측정된 열기전력 값에서 구리선의 상온 절대 열기전력값을
보정하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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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Powder XRD patterns for
TlSr4 Cu2 Oz (SO4 )1−x (NO3 )x samples. Peaks due to impurity phases are marked with asterisks.
limit) 가 있으며, 고용한계내에서는 불순물의 생성없이 원
소가 치환된다. 따라서 Fig. 2의 결과는 TlSr4 Cu2 Oz SO4
계에서 SO4 대신 치환될 수 있는 NO3 의 고용한계는 약 x
Fig. 1. (Color online)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for TlSr4 Cu2 Oz (SO4 )1−x (NO3 )x
samples.

= 0.35 임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TlSr4 Cu2 Oz SO4 계에서
BO3 , CO3 및 CrO4 음이온의 고용한계 x가 각각 0.1 [25],
0.2 [25]및 1.0 [24] 임을 고려해보면 고용한계는 음이온의
크기 및 산소배위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II. 실험결과 및 토의

특히 음이온들의 구성원소인 B, C, N 순으로 고용한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원자이온의 크기 [27]는 같은

TlSr4 Cu2 Oz SO4 계에서 SO4 대신 NO3 를 치환했

산소배위수에서 B, C, N 순으로 증가하며, 이 값들은 S 이

을 때 초전도 전이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온의 크기 보다는 작으므로 S원자와의 원자이온 크기 차가

TlSr4 Cu2 Oz (SO4 )1−x (NO3 )x 계의 비저항 특성을 조사한

작을 수록 고용한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결과가 Fig. 1 에 나타나 있다. NO3 를 치환하지 않은 시편

CrO4 의 경우 100% 치환됨은 원자의 이온크기 뿐 아니라

(x = 0) 은 비저항이 0 이 되는 Tc (zero) 가 69.5 K, 초전도

음이온의 산소배위수도 고용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전이가 시작되는 온도 Tc (onset) 가 약 71.2 K를 보였다.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NO3 의 치환량 x가 0.25, 0.35 및 0.4 일때 Tc (zero)는 각각

Figure 1 의 결과를 Fig. 2의 고용한계 결과와 연관시

68.4 K, 68.4 K, 65.0 K 였으며, Tc (onset) 는 71.2 K, 71.8

켜보면, NO3 의 고용한계내에서는 TlSr4 Cu2 Oz SO4 의 임

K, 73.0 K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NO3 의 치환량 x 가 0.35

계온도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이하일 때는 임계온도의 변화가 매우 적음을 보여준다.

과거 TlSr4 Cu2 Oz SO4 초전도체에서 SO4 대신 BO3 , CO3

Figure 2 는 이들 시편의 x-선 회절상을 보여주며, NO3

및 CrO4 음이온을 치환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관측되

의 치환량 x 값이 0.35 이하까지 관측된 회절상은 Fig. 1

었다 [24,25]. 한편 TlSr4 Cu2 Oz SO4 초전도체는 약 400◦ C

(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정방구조(tetragonal structure)로

이하에서 Ar 분위기로 열처리하더라도 임계온도의 큰 변

밀러 지수 매김할 수 있었다. 그러나 x = 0.4 이상에는 Fig.

화없이 매우 안정함이 보고되어 있다 [23]. NO3 의 치환

2 (d) 에 보인 바와 같이 불순물 상 (* 로 표시함) 이 관측되

유무 및 치환량에 따른 안정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NO3

었다. 원소 치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원소자리에 다른

의 치환량을 달리한 시편들을 Ar 분위기로 400◦ C 에서 1

원소로 치환될 수 있는 최대 원소 량 즉 고용한계(solubility

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관측된 비저항 측정결과가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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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for Ar-annealed
TlSr4 Cu2 Oz (SO4 )1−x (NO3 )x samples.

Fig. 4.
(Color online) Room temperature thermoelectric powers for as-pepared and Ar-annealed
TlSr4 Cu2 Oz (SO4 )1−x (NO3 )x samples.

에 요약되어 있다. TlSr4 Cu2 Oz (SO4 )1−x (NO3 )x 계에서 x
= 0, 0.25 및 0.35 일 때의 Tc(zero) 는 각각 72.8 K, 63.1
K, 38.8 K 였다. 이 결과를 열처리전에 각각 측정된 69.5
K, 68.4 K, 68.4 K와 비교해보면 NO3 가 치환되지 않은 시
편은 임계온도가 약간 증가했으나, NO3 가 치환된 시편은
임계온도가 크게 감소했으며, NO3 의 치환량이 증가될수록
더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명백히 NO3 가
치환되면 치환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환원분위기에서 열적
안정도 특성이 나빠짐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구리산화물 고온 초전도체에 대해 임계온도
(Tc )와 그 시편의 최고임계온도(Tc (max))와의 비는 CuO2
평면의 홀농도 p 에 대해 역 2차함수의 관계인
Tc /Tc (max) = 1 − 82.6(p − 0.16)2

(1)

가 경험적으로 적용됨이 알려져 있다 [7]. 식 (1) 에 의하면

경우 최고임계온도는 상온 열기전력이 약 1 – 2 µV일 때
이며, 홀농도가 최적보다 적을 때는 홀농도가 감소할수록
상온 S 값이 양으로 증가되며, 홀농도가 최적보다 클 때는
홀농도가 증가할수록 S 값이 감소하며 음으로 증가된다.
Figure 4의 결과는 TlSr4 Cu2 Oz (SO4 )1−x (NO3 )x 계의 Ar
열처리 전과 후의 상온 열기전력값의 변화를 나타냈다. Ar
열처리전에 비해 열처리 후에는 모든 시편의 S 값이 양의
값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3의 결과에
서 NO3 가 치환된 시편이 Ar분위기 열처리 후 임계온도가
감소한 것은 홀농도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NO3 가 치환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 Ar 분위기 열처리 후
홀농도가 약간 감소했으나 임계온도가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은 열처리 후의 홀농도가 보다 최적의 홀농도와 가까운
상태라고 보면 이해될 수 있다.

p 값이 0.16일 때 최고임계온도를 보이며 이 보다 홀이 적
거나 많으면 임계온도가 감소한다 [28]. 또한 홀농도 p 는

IV. 결 론

상온의 열기전력 S 값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짐이 밝혀져
있으며, 상온열기전력 측정으로 p 값을 추정할 수 있다 [7].
이 상관관계에 의하면 홀에 근거한 구리 산화물 초전도체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견된 TlSr4 Cu2 Oz (SO4 ) 초전도
체를 바탕으로 TlSr4 Cu2 Oz (SO4 )1−x (NO3 )x 조성 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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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한 후 NO3 음이온 치환에 따른 상형성, 초전도 및

[4] Y. L. Page et al., Phys. Rev. B 36, 3617 (1987).

안정도 특성에 대해 연구했다.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5] M. W. Shafer et al., Phys. Rev. B 39, 2914 (1989).

TlSr4 Cu2 Oz SO4 초전도체의 NO3 의 고용한계 x 는 약 0.35

[6] J. B. Torrance et al., Phys. Rev. B 40, 8872 (1989).

임을 밝혔다. 이 결과는 과거 연구된 BO3 및 CO3 의 각

[7] J. L. Tallon et al., Phys. Rev. B 51, 12911 (1995).

고용한계 0.1 및 0.2 보다 증가된 값을 보여 음이온의 산소

[8] Y. Miyazaki et al., Physica C 198, 7 (1992).

배위수가 같을 때 고용한계는 치환되는 음이온과 치환하는

[9] P. R. Slater, C. Greaves, M. Slaski and C. M. Muir-

음이온과의 크기 차이와 연관됨을 보여주었다. 즉 음이온의
크기 차이가 작을수록 고용한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
었다. NO3 의 고용한계 내에서는 임계온도의 변화가 매우
적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BO3 , CO3 및 CrO4 음이온들의
치환특성과 유사했다. Ar 분위기에서 400 ◦ C로 열처리
한 후의 비저항 측정결과는 TlSr4 Cu2 Oz SO4 의 SO4 대신
NO3 가 치환된 시편은 치환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환원분
위기에서 안정도 특성이 나빠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 후 NO3 에 기반한 새로운 초전도체의 합성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ead, Physica C 213, 14 (1993).
[10] T. G. N. Babu, D. J. Fish and C. Greaves, J. Mater.
Chem. 1, 677 (1991).
[11] M. Huve et al., Physica C 205, 219 (1993).
[12] T. Kaneko et al., Physica C 177, 153 (1991).
[13] Y. Miyazaki et al., Physica C 191, 434 (1992).
[14] M. Huve et al., Physica C 179, 214 (1991).
[15] M. G. Francesconi, C. Greaves,

Supercond. Sci.

Technol. 10, A29 (1997).
[16] C. A. Hancock, J. M. Porras-Vazquez, P. J. Keenan
and P. R. Slater, Dalton Trans. 44, 1055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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