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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Y123 조전도체 및 Y124 초전도체 결정 구조에서 사슬과 층에 존재둥］는 구리의 화학결합 및 

전자 성질을 반경험적 분자 궤도론인 ASED-MO로 계산하여 VEP(valence electron population), DOS(density 

of state) 및 COOP(crystal orbital overlap population)로써 고찰하였다. 또한 구리 원자의 환경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하전 덩어리 모델에 수소의 점전하가 있는 경우와 점전하가 없는 경우를 도입하였다. ASED- 

M0 계산 결과로 부터, Y123 초전도체 및 Y124 초전도체의 사슬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는 전자 받게 역할을 

하며 층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는 전자 주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전하가 없는 Y123 초전도체 

및 Y124 초전도체의 사슬에 존재하는 구리의 산화 상태는 층에 존재하는 구리의 산화 상태보다도 더 크다. 

Y123 초전도체의 층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의 산화 상태는 Y124 초전도체의 층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의 

상화 상태보다도 더 크다. 그리고 Y123 초전도체의 사슬과 충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는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Y124 초전도체의 사슬과 층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의 경우는 Y123 초전도체와 다르게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uL04, Cu2-O4 및 CuLCu2의 전자 분포와 

결합성은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가 다르게 나타났다.

ABSTRACT. Using semiempirical molecular orbital method, ASED-MO of extended Hiickel Theory, 

we were investigated chemical bonds and electronic properties of Cu atom in a 아lain and a layer for 

Y123 and Y124 superconductors from VEP (valence electron population), DOS (density of state), and 

COOP (crystal orbital overlap popul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environmental effects of Cu atom for 

Y123 and Y124 superconductors, we introduced charged cluster models with point charge and without 

point charge into our calculations. As a result of ASED-MO calculations, the Cu atom in the layer acts 

as electron acceptor and 하le Cu atom in the chain acts as electron donor for Y123 and Y124 superconduc- 

tors. The oxidation state of Cu atom for Y123 and Y124 superconductors without point charge is higher 

in the 사lain than in the layer. The oxidation state of Cu atom in the layer for Y123 superconductor 

is higher than that in the layer for Y124 superconductor. The Cu atom in the layer and the chain 

for Y123 superconductor does not largely affect on the environmental effect. However, the Cu atom 

in the layer and the 사lain for Y124 superconductor does largely affect on it. Also, electron population 

and 산｝emical bonding of Cul-04, Cu2-O4, and Cul-Cu2 for Y123 superconductor are far different from 

Y124 super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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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86년 Bednorz와 Miiller'가 임계온도 33 K 인 

La-Ba-Cu-0 물질을 합성한 후 구리 산화물 고온 

초전도체(copper-oxide high temperature superco- 

nductor)는 임계온도가 125 K 인 T1 계 화합물까지 

합성되었다*'. 초전도체에 대한 BSC 이론5은 저온 

초전도 현상에 대하여 그 설명이 적용될 뿐 고온 

초전도체에 대하여 그 설명이 어렵다. 이러한 고온 

초전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론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이론 및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론 

적인 계산에 있어서 고체 물리학자들은 띠이론(band 

theory)으로 그리고 고체 화학자들은 분자 궤도론 

(molecular orbital theory)으로 초전도 현상에 대한 

성질을 규명하고 있다. 그 중 Freeman 등&과 Her- 

man，은 띠 이론으로 고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였 

고, Curtiss 등8과 Whangbo 등°은 분자 궤도론적으로 

고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Y계 중에서 임계온도 95 K인 YBa2 

Cu3O7-x 초전도체 (Y123 superconductor)와 80 K인 

YBa2Cu4O8 초전도체(Y124 superconductor)의 결정 

구조 내에서 사슬(chain)과 층(layer)에 존재하는 구 

리의 구조 단위에 대한 하전 덩어리(charged cluster 

model)로 반경험적 분자 궤도론인 ASED-MO(Atom 

Superposition and Electron Delocalization Mole

cular Orbital)10 계산으로써 사슬과 층에 존재하는 

구리의 산화 상태, 흘, 상태 밀도 및 결정 오비탈 

겹침 분포를 고찰하여 사슬과 층에 존재하는 구리의 

화학결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하전 덩어리 모델 및 계산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에 대한 결정 구 

조를 玩冬 1과 2에 나타내었다. Y123 초전도체는 

단일 사슬(single chain)이 존재하는 반면 Y124 초 

전도체에서는 이중 사슬(double chain)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1과 2에서 사슬에 있는 구리를 Cui 

로 나타내었고 층에 있는 구리를 Cu2로 나타내었다. 

Y123 초전도체의 c-방향 Cu2-O4-Cul-O4-Cu2 구조 

단위 (structural unit)와 Y124 초전도체의 c-방향 Cu 

2-04-Cul-。-방향으로 b/2 이동］-O-Cul-O4-Cu2 구 

조 단위를 스텁(stub)이라 명명하고 사슬과 층 사 

이에 존재하는 산소를 가교 산소(bridging oxygen, 

04)라 명명한다.

무한계 (infinite system)를 유한적인 모델로 만들 

기 위하여 덩어리 기교(culster technique)""를 사 

용하여 하전 덩어리 모델(charged cluster model)을 

만들었으며, 또한 환경 효과(environmental effect)를 

고찰하기 위해 수소 원자로써 점전하(point charge) 

가 있는 경우와 점전하가 없는 경우를 도입하였다.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에서의 하전 덩어리 

모델들은 구조 단위인 스럽을 시작으로하여 점전하 

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하여 a, b, c-방향으로 

확장하여 만들었다. 덩어리 기교로써 만든 10개의 

하전 덩어리 모델 중 Y123 초전도체에 대한 하전 

모델 덩어리는 Cu3O1218~, la; Cu3O12Hlo8 , 2a; Cu12

Fig. 1. The crystal struct나］of YB&CikO”* super- 

conducto.

Fig. 2. The crystal structure of YBa2Cu4O8 supercon- 

du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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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852 , 3a; Cu^OmHjo32-, 4a; YzBazCimO%"—, 5a 
이고 Y124 초전도체에 대한 하전 모델 덩어리는 CU4 

Ou20-, lb; 2b; CuiQu*-, 3b; Cu^O”

H2432-, 4b; Y2Ba2Cu16O4449 , 5b이다. 10개의 하전 

덩어리 모델 중 la, 2a, lb 및 2b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Fig. 3에서 la와 lb는 점전하가 없는 덩어리 

모델이고, 2a와 2b는 수소 원자의 점전하가 있는 

덩어리 모델이다.

ASED-MO 계산에서는 하전 덩어리 모델로써 점 

전하가 있는 경우와 점전하가 없는 경우를 계산하 

였다.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에서 하전 

덩어리 모델 계산에 사용되어진 위치 원자 좌표(po

sitional atomic coordinate)는 Beno 등“이 중성자 

회절계로 얻은 값과 Marsh 등d이 X-선 회절계로

Cu301218-(la) Cu40t42°-(lb)

Cu30i2Hio8-(2a) Cu40i4Hi3B-(2b)

Fig. 3. Charge cluster models with point charge and 

without point charge for Y123 superconductor and 

Y124 superconductor. 

얻은 값을 사용하였다. 하전 덩어리 모델 계산에서 

사용되어진 이온 원자가는 Y 이온 3+; Ba 이온, 

2+; Cu 이온, 2+; 0 이온, 2-; H 이온, 1 +로 

하였다. 각 하전 덩어리 모델에서 점전하 있는 경우 

0>H의 길이는 0.97 A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에 대. 

한 10개의 하전 덩어리 모델에서 사슬과 층에 있는 

구리 원자의 전자 분포(valence electron population, 

VEP)를 나타낸 표이다. 일반적으로 초전도체의 특 

성은 CuO2 평면의 구리의 如顼과 산소의 厶와 为의 

혼성화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06하였다. 이온 

모델(ionic model)”에 의한 CuO2 평면에 존재하는 

이온 원자가가 2인 Cu2는 9개의 3d 전자를 가진다. 

5중 축퇴(degenerate)된 Cu2+ 에너지 준위는 팔면체 

결정장(octahedral crystal field)으로 인하여 축퇴가 

파괴되어 5개의 dxz^i, 力2, 為, 奴 및 da 오비탈로

„ , , , , Cu d orbital of Cu
Charged cluster model , , 丄

atom ax2~y2 a,2 女

Table 1. VEP° of Cu atom in the layer and the chain 

for Y123 superconductor and Y124 superconductor

Y123 Cu30i2l8(la) 1.580 0.673 6.000

1.572 1.950 5.992

Cu30i2Hu8-(2a) 1.583 0.670 6.000

1.570 1.952 5.991

Cu*O3产-(3a) 1.581 0.678 6.000

1.595 1.951 5.991

C1112O38H2032 - (4a) 1.582 0.676 6.000

1.633 1.952 5.989

YzEa^Cu^Oss47 (5a) 1.578 0.681 5.999

1.582 1.950 5.991

Y124 Cu4Oi420 (lb) 1.607 0.674 6.000

Cu2 1.882 1.962 5.999

Cu40uH128(2b) Cui 1.600 0.673 5.999

Cu2 0.840 1.341 5.999

CuiQu"(3b) Cui 1.648 0.872 6.000

Cu2 1.885 1.967 5.999

瞞祯“板契-0b) Cui 1.770 0.196 5.999

Cu2 1.901 1.960 5.995

Y2Ba2Cu16O4449*(5b) Cui 1.647 0.871 6.000

Cu2 1.905 1.972 5.996

“VEP: Valence electro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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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다. 분리된 오비탈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구리의 오비 탈은 %2_,2이다. 9개의 구리 의 전자가 

분리된 에너지 준위를 채울 때 dz2, dx), d,x 및 da 

오비탈에 8개의 전자가 Pauli 원리에 따라 완전히 

채워지고 ＜以一尹 오비탈에 나머지 하나의 전자가 채 

워진다. ASED-MO 계산 결과에 의한 Y123 초전도 

체와 Y124 초전도체의 하전 덩어리에서 사슬과 층에 

있는 구리의 " 원자가 전자와 층에 있는 구리의 

电2一,2 오비탈의 원자가 전자를 고찰하면, 사슬에 

존재하는 Cui의 3d 원자가 전자는 Y123 초전도체의 

Y2Ba2Cu12O3847- 덩어리는 &严即이며 Y124 초전도 

체의 Y2Ba2Cui6O444^ 덩어리는 3，严22이다. 그와 반 

면 층에 존재하는 Cu2의 3d 원자가 전자는 Y123 

초전도체의 Y2Ba2Cu12O3947- 덩어리에서는 亥淄이 

며 Y124 초전도체의 Y2Ba2Cu16O4449- 덩어리에서는 

靜."3이다. 또한 층에 존재하는 Cu2의 3必_,2 오비탈 

의 원자가 전자는 Y123 초전도체의 YzBazCuizOas" 

덩어리에서는 (3勿2_,2)1翊이고 Y124 초전도체의 丫2 

Ba2Cu16O4449- 덩어리에서는 (&女_,2严5이다. 사슬과 

층에 존채하는 구리 원자의 원자가 전자 분포 분 

석으로써, 층에 있는 구리의 원자가 전자는 사슬에 

있는 구리의 원자가 전자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층에 있는 구리의 

원자가 전자는 가교 산소를 통하여 사슬에 있는 

구리의 원자가 전자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ul-O4-Cu2의 오비탈 겹침으로 인하여 Cu2은 전자 

주게 (electron donor) 역할을 하며 Cui는 전자 받게 

(electron acceptor)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에 대 

한 10개의 하전 덩어리 모델에서 사슬과 층에 있 

는 구리 원자의 산화 상태 (oxidation state)17 및 흘 

(hole)®을 나타낸 표이다. 점전하가 없는 경우는 Y 

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에서 사슬에 존재하 

는 Cui은 층에 존재하는 Cu2보다 산화 상태와 흘이 

크다. 점전하가 있는 경우는 Y123 초전도체의 사슬 

과 층에 있는 구리의 산화 상태 및 흘이 크게 변 

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Y124 초전도체에서는 구리의 

산화 상태 및 홀이 Y123 초전도체보다 더 많이 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전하 기교의 결과 

로써, Y123 초전도체에서는 구리 원자 주위의 환경 

효과가 작고 Y124 초전도체서는 그 효과가 크다는

Table 2. The oxidation state and the hole of Cu atom 

in the layer and the chain for Y123 superconductor 

and Y124 superconductor

Charged cluster model
Cu 

atom

Oxidation 

state
H이e

Y123 Cu30i218-(la) Cui 2.478 1.747

Cui 1.268 0.486

Cu3Oi2H10^(2a) Cui 2.449 1.747

Cu2 1.104 0.487

Cui2C)3『2—(3a) Cui 2.457 1.741

Cu2 1.221 0.463

Cul2O38H2032-(4a) Cui 2.445 1.742

Cu2 1.161 0.427

丫2&2*12。3/" (5a) Cui 2.307 0.741

Cu2 1.090 0.478

Y124 CuQ 萨［lb) Cui 2.408 1.720

Cu2 0.842 0.060

Cu4O14H128-(2b) Cui 2.427 1.727

Cu2 2.652 1.821

Cui 2.148 1.481

Cu2 0.826 0.144

Cui6O44H2432-(4b) Cui 1.139 0.1711

Cu2 0.803 0.144

Y2Ba2Cu16O4449-(5b) Cui 2.040 1.478

Cu2 0.711 0.126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Y123 초전도체에서의 구리의 

전자는 Y124 초전도체에서의 그 전자보다도 주위의 

상호 작용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123 초전도체의 층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의 산화 

상태는 Y124 초전도체의 층에 존재하는 그 산화 

상태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슬과 층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의 산화 상태로부터, Y123 초전 

도체와 Y124 초전도체의 사슬과 층에 존재 하는 구리 

원자는 특정한 하나의 원자가를 가지는 것보다 공유 

원자가(covalency)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와 5에서 E느 페르미 에너지(Fermi ene- 

rg"이다. Fig. 4와 5는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 

전도체의 하전 덩어리 모델 YzBazCimO””-과 Y?Ba2 

Cui6O"“~에 대한 전체 상태 밀도(total density of 

state, TDOS)와 국소 상태 밀도(local density of 

state, LDOSX 나타낸 그림이다. Fig. 4a와 5a에서 

Y123 초전도체의 Y2Ba2Cu12O3847_ 덩어리 그리고 Y 

124 초전도체의 YzBazCtmQ/- 덩어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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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zBazCui203847- p statedz2-y2 state 
'>--------- 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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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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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TDOS and LDOS of charged cluster mod이s for YB^CuQi superconductor, a, TDOS of Y2Ba2Cui2 

。38肴~ cluster; b, LDOS of Cu 必_貝 state in the layer for Y2Ba2Cui2O3847^ cluster; c, LDOS of Cu 貝一死 state 

in 나산lain for YzBazCiWW" cluster; d, LDOS of p state in the bridging oxygen for YzBazCgCy" cluster.

4

-15 —I I I I r I t ["rrT'i i"一i|—li—|—r li—|—i一"i■—| r 거―?一i一I—i—1 ―I―r
Q 20 40 60 0 '12 24 0 12 24 0 6 12

TDOS LDOS LDOS LDOS

a bed

Fig. 5. The TDOS and LDOS of charged cluster models for YB^CiiQ superconductor. 거 The TDOS of Y2Ba2 

Cui6O4449- cluster; b, The LDOS of Cu &项 state in the layer for 이uster; c, The LDOS of

Cu d,2-y2 state in the chain for EBaQW)^一 cluster; d, The LDOS of p state in the bridging oxygen for 

Y2Ba2Cui6O4449- cluster.

TDOS는 一9eV 위 ・ 아래로 상태 밀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Y123 초전도체에서는 一14eV에서 상태 밀 

도가 넓게 분포하고 Y124 초전도체에서는 一10.5 

eV와 一 13.5 eV에서 상태 밀도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Y124 초전도체에서는 Y123 초전도체에서 

볼 수 없는 약 一12.5 eV에서 적게 분포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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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b, c와 5b, c에서 Y123 초전도체에 대한 丫2 

Ba2Cui2O3847- 덩어리 그리고 Y124 초전도체에 대한 

Y2Ba2Cu16O4449- 덩어리의 구리 원자에 대한 국소 

상태 밀도를 고찰하면, Y123 초전도체 및 Y124 초 

전도체에서 구리 d^,2 상태는 &2_,2 상태보다 페 

르미 에너지 위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Cul- 

04의 결합 길이(Y123 초전도체에서는 1.82 A, Y124 

초전도체에서는 1.85 A)가 Cu2-O4 결합 길이(Y123 

초전도체에서는 2.30 A, Y124 초전도체에서는 2.303 

A)보다 짧기 때문에 구리 원자 必2_并 상태가 상대 

적으로 위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Burdett 등이 밀집 결합 방법(tight-bi- 

nding method)으로 구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Fig. 4d와 5d의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 

전도체에 대한 가교 산소 원자의 국소 상태 밀도는 

페르미 에너지 아래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같은 에 

너지 위치에서 국소 상태 밀도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과 7은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의 

하전 덩어리 모델 YzBazCu"。%"-과 YzBazCu%。""- 

에 대한 층에 존재하는 Cu2의 dx2-y2 오비탈 사슬에 

존재하는 Cui의 dz2-,2 오비탈, 가교 산소 원자(04)에

orbiul 허•이P* 하bitw 

대한 力 오비탈의 국소 상태 밀도 및 사슬에 존재 

하는 구리 원자와 가교 산소 원자, 층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와 가교 산소 원자 및 사슬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와 층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에 대한 결정 

오비탈 겹 침 분포(crystal orbital overlap population, 

Coopts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6a, b, c와 7a, 

b, c의 LDOS에서,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 

체의 Cui %2一尹 오비탈과 04 0 오비탈의 국소 상태 

밀도의 분포는 비슷하였지만, CU2 &2_,2 오비탈의 

국소 상태 밀도는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 

는 다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d, e, f와 7d, e, f에서, Cul-O4, Cu2-O4 

그리고 Cul-Cu2 COOP는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COOP 

결과로써, 층에 존재하는 구리와 가교 산소 그리고 

사슬에 존재하는 구리와 가교 산소 사이의 직접적인 

결합 형성시 결합성이 다르게 나타났고 층에 존재 

하는 구리와 사슬에 존재하는 구리의 간접적인 결합 

형성시 그 결합성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Y123 초전도체에서 Cul-04 COOP는 一13 eV에서 

결 합성 (bonding), —10 eV 에 서 반결합성 (antibon- 

ding)과 결합성 및 一9.2 eV에서 결합성이고, Y124 

초전도체에서는 一10 eV와 一9.2 eV에서 비결합성

Anti- Anti- Anti-
bonding Bonding bonding Bonding btMiding Bonding

§ 

o -10~

A
g
u
N
W

-12-

-13-

Cul-04 CU2-O4 Cul-C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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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f I i J Ii i I I I I I — I I f f I I < I I i > I— M t J I I t J I i i I I

024 60 24 60 24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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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d

Fig. 6. The LDOS and COOP of charged cluster mod이s for YBaQ^O— superconductor, a, The LDOS of 

Cui dx2_y2 orbital in YzBazCgOb一 cluster; b, The LDOS of Cu2 d^-y2 orbital in YzBazCisOy” 아uster; c, 

The LDOS of 04 pz orbital in Y2Ba2Cui2O3847- 아uster; d, Cul-04 COOP in Y2Ba2Cui2O3847- 아uster; e, C2-O4 

COOP in YoBapCuiQOsa47- cluster; f, Cul-Cu2 COOP in Y2Ba2Cui2O3847-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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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OS LDOS LDOS COOP COOP COOP
» >> c d e f

Fig. 7. The LDOS and COOP of charged cluster models for YBazCuQ superconductor, a, The LDOS of Cui 

d„2-y2 orbital in YzBazCimO"'" cluster; b, The LDOS of Cu2 d^-,i orbital in YzB&CimOyi cluster; c, The 

LDOS of 04 pi orbital in Y2Ba2Cui6O4449- cluster; d, Cul-04 COOP in YzBazCuM)"’後-cluster; e, C2-O4 COOP 

in Y2Ba2Cui6O4449~ cluster; f, Cul-Cu2 COOP in Y2Ba2Cui6O4449~ cluster.

(nonbonding) 및 一 13.5eV에서는 결합성을 이루고 

있다. Y123 초전도체에서 Cu2-O4 COOP는 -13.5 

eV 아래에서 결합성, 一10eV에서 결합성과 반결 

합성 및 一9.2eV에서 결합성이고, Y124 초전도체 

에서는 一14eV에서 결합성 및 一10eV에서는 비 

결합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Y123 초전도체에서 Cu 

1-Cu2 COOP는 一13 eV에서 결합성 및 一10 eV와 

一9.2eV에서 반결합성이고, Y124 초전도체에서는 

-13 eV 아래에서는 결합성 및 一 10 eV와 一 9.2 

eV에서는 모두 비결합성을 이루고 있다.

결 론

Y123 초전도체와, Y124 초전도체에 대하여 하전 

덩어리 모델 및 점전하 기교를 도입하여 반경험적 

분자 궤도론인 ASED-MO 계산으로 층과 사슬에 

존재하는 구리 원자의 전자 성질과 결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까지 초전도 현상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그 성질을 이해하는 기초로써 결정 구조와 관련된 

CuO2 평면 그리고 구리의 산화 상태, 원자가 전자, 

홀 및 주위의 환경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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