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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고온 초천도 재료채발 및 중성자 조사효과에 관한 연구

II. 연구의 북척 및 중요성

에너치 분야에 혁신척인 기술혁명올 일오킬 수 있는 고옴 초전도

재료개발이 부분척요로 성공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소재개발 및 셀용화

기술개발이 시급하게 되었다. 초전도 재료는 발전기， 송천케이불，

전기져장 등 초전도 전력시스템과 핵융합. MUD발전등 신에너지 기솔의

핵심적인 소재로 사용되며， 그 외에 자기부상 열차， 핵자71 단충촬영，

주요자원 회수용 자기분리장치， 초고속 연산 콤퓨터， 고갑도 계흑기 동

산업체 전반에 응용훨 수 있다. 초전도재료를 상업척으로 활용하기

위해셔는 개발된 초천도 물질의 물성향상뿐만 아니라 각 활용범위에

알맞는 협상으로의 가공이 요구된다. 따라서， 초천도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는 높운 임계천류밀도(Jc)를 갖는 초전도 박막 및 선재제조에

집중되고 있다.

본연구에셔는 CVD(chemical vapour deposition) 법에 의한

YBaCuO초전도 박막 제조기술을 확립합과 동시에 높은 le , 높은 Jc를

갖는 초전도 박막올 제조하기 위하여 CVD반응관 설계， 반옹변수 조절 및

척절한 가판재료의 선택， 제조된 박막의 물성 측정을 통한 초전도

박막연구률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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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rCaCuO계는 YBaCuO계와 탈리 이방성이 콘 입차형태를 보이는데，

초천도 륙성(Je) 도 결정학척 방위에 민캄하다. 이러한 이방성몰

이용하여 입자들올 한 쭉 방향으로 배혈시컬 경우 높윤 Je률 얻올 수

있다. Bi계 선재률 윤 관율 이용하여 냉깐가공법(cold rolling)으로

가공한 후 가공압에 따른 초천도 입자배열， 가공 후 혈처리 조건에 따륜

초천도 상의 생성과 운과 초천도체의 반융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중성자 조사에 따틀 초천도 특성변화툴 관찰하기 위하여 입계천이

옴도가 lOOK 이상인 PbBiSrCaCuO 초천도체률 TRIGA Mark-III 시험용

원자로에셔 총 중성자 집척션량 1.5 X10 E18 n/em· 로 죠사시킨 다음，

임계견이 온도， 천기 비저항 빛 입계천류밀도의 변화률 혹청하여 이

결파툴 채래의 금솜화합물계 초천도체의 컬과와 비교하였다.

Ill. 연구의 내용

상기의 묵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옴과 같운 연구를 수행하였다.

-CVD 법에 의한 YBaCuO 초천도 박막 쩨조

o CVD 반융관 절계

0 기체 유향 및 반용옴도에 따른 초천도 박막 특성

0 기판재료에 따른 초천도 박막 성장특성

0 원료물질의 기화용도애 따른 박악제조특성.

- PbBiSrCaCuO 션재 제조

o PbBiSrCaCuO 산화물의 소결특성

o 입자 형태와 가공압에 따른 texture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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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후 열최리시의 초천도상 협성

o 은 피복관과 초전도체의 반옹특성.

- PbBiSr{;aCuO초천도체의 중성자조사효과

0 중성자조사에 의한 초전도성 (Tc ， Jc) 변화

0 입계천류밀도 변화

0 초건도기구 연구.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

CVD법에 의해 77K 이상에셔 초전도특성올 보이는 YBaCuO 박막율

성공척으로 제조하였다. 반응관의 압력올 변화시켜본 결과 반융관의

압력변화에 따륜 YBaCuO 박막의 결정학척 구조 빛 옴도-저항특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압력이 20 torr에서 5 torr로 바뀔때 박막의

두께가 약 3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압력감소에 따른 박박형성 속도의

중가에 따른 박박의 porosity도 증가하였다. 기판의 종류를 바꾸어

제조한 박막 의 경우 MgO (lOO) , YSZ(lOO) , SrTi03(100) 판결정의 경우

epitaxial growth가 얼어났으며 다결정 SrTi03의 경우에는 preferred

orientation이 관찰되지 않았다. 단결정 SrTi03 (100) 기판의 경우

2차원척 epitaxial growth가 관찰되었다. YSZ(lOO) 기판의 경우

부분척으로 2차원척 epitaxial growth가 일어난 것은 주몹할 만하다.

SiTi03(100) 단결정위에 총학펀 박막의 경우 Jc가 (15만 Ale삐 이상의

높은 값올 갖는다.

(Bi ， Pb)SrCaCuO의 소결 시 고온 초천도 상 생성과 더불어 소결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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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종가하는 소결체 팽창현상이 관찰된다· 소결시간에 따른

소결파정운 치밀화와 de-densification~로 나누어 지는데，

치빌화파청은 저올 초천도상파 때상이 공존할 때 벌생하며， 핵상이

존재하더라도 고온 초전도상의 생성 및 업자성장이 일어나면 밀도감소가

시좌훤다. 소걸 중 Pb의 기화가 관찰되는데， 소결시핀의 최대 밀도가

이론 밀도의 80%이하이므로 Pb의 기화가 시흰팽창애 영향율 출

가능성운 배제된다. 소결체의 밀도감소는 고올 초천도 상의 입자 생성

및 생성된 입자의 성장으로 부터 유발될다. 고온 초전도상 입자툴운

판장혐으로 상당히 콘 이방성 성장올 보인다. 입자성장윤 기공의

생성과 성장율 수반하며， 생성거공들윤 이방성 입자성장애 따른 입자의

낮운 에녀지 면들로 둘러 쌓이게 된다. 결국， 판상혐의 고올

초천도상윤 이러한 기공들올 생성하면셔 시현의 바 깥쭉으로 성장하게

되어 서현의 코기는 증가하게 훤다. 입자들이 성장하면 이 계의 전체

표면에녀지률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은 입자들윤 소멸하고 큰 입자들 윤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윤 기공의 성장율 유발하게 된다. 성장한

입자흩의 낮운 표면 에녀지 변들로 둘러 쌓인 기공들운 에녀지척으로

소멸되기 어려우므로 시훤의 치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고올 초천도상의 생성 빚 성장에 의한 소결체 팽창운 입자들의

이방성 생장과 이에 따른 기공 성장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공청으로 완천히 단상의 고옴 초천도상으로 제조 후 이 분웰율

다시 mold에셔 pressing한 다옵 소결할 경우 시편의 표변에 성장하는

입자률윤 c 축으로 방향성율 갖게 된다. 이 방향성 입자배열옴 생성된

초천도입자의 이방성 성장에 기인하며 입자에 가해지는 성형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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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방향성 배얼정도는 증가한다. 즉， 입자의 배열운

냉간가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소결시에 입자성장으로 인하여 각

입자간의 접합 및 치빌화가 진행되어 방향성 성장을 한 시현올 제조활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선재제조에도 척용될수 있는데， 윤관으로

피북한 초전도체툴 rolling법을 이용하여 두께가 약 100μ 인 초전도

테이프로 가공할 경우 피북관내의 초천도 분말이 rolling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됩올 x-선 회절시험올 동하여 확인활 수 있었다. 초천도

선재에셔 초전도 입자의 방향성 배열의 종진과 각 입자률올 연결시격

주기 위해서는 후 열처리 공정이 필요한데， 공기중， 800 0 C-850 0 C에서

소결할 경우 은과 초천도상이 서로 반옹하여 고옴 초전도 상이 분해됨올

알 수 있었다. 따라셔， 은과 초전도처l와의 반웅올 방지하기 위해셔는

diffusion barrier의 사용이나 열처리시의 분위기 제어와 같은 연구가

진햄되어야 할 것아다.

고상 반옹법으로 져l조한 입계 천이옴도가 10lK 언 Pb-doped BiSrCaCuO

고옴초천도체와 이툴 분쇄하여 채소결하여 밀도가 증가된 임계천이올도

96 K 인 두 종류의 시훤올 총 중성자 칩척선량 1.5 X 10 E18 n/ern:.! 으로

죠사시킨다옵 야의 엄계전이온도와 입계전류밀도를 혹정하여 다옴의

결론을 얻었다.

중성자 조사건의 입계 천이온도가 101 K 인 시편윤 조사후에 96 K 로

감소한 반면， 조사전의 입계 전이온도가 96 K 인 시편윤 종성자 조사에

따륜 입계전이온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입계전이옹도가 101 K

인 시현의 중성자 조사전 입계전류밀도는 0.75 A/em:.! 이었으나 중성자

조사후에는 0.25 A/em:.! 으로 감소하였으며， 입계 전이온도 96 K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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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펀의 입계천류밀도는 중성자 조사 전후 모두 1.5 A/cm2
으로 륙정되어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본 고옴초전도체의 충성자조사에

따른 영향윤 주로 Bi 계열 고몰 초전도체의 고올상을 구성하는 en-o
변에 영향율 미켜며 특히 이 면의 산소함량에 영향올 추는 것으로

생각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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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ject Title:

AStudy on the Developement of Hi힐1 Tc Superconducting Materials

뻐d on the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Hi방1 Tc superconducting materials , which has a potential for

energy innovation , has been developed in a partial success and then

it becomes necessary that domestic progress should be made in

development of the superconducting materials and its application

technique. Its energy related applications are in the area of

electricity such as generator, transmission cable and energy

storage , etc; in new energy sources such as nuclear fussion

reactor and MUD generator; and in microelectrical system including

supercomputer, NMR-Ct and SQUID. In addition , the magnetic force

generated from superconducting system may enable the magnetically

levitated train system and the magnetic separator as well as for

industrialization of the hi밍1 TC'superconductor, it is inevitable

to increase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he critical current

density(Jc) and the resistance to the hi방1 magnetic field and to

improve the techniques of fablication to wire , tape 뻐d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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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 many studies are made to obtain the hi방1 Jc material in a

shape of of wire or tape.

III. 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briefed in the followings

- The fabrication of YBaCuO thin film by CVD method

o Design of CVD reactor

o Characteristics of the, YBaCuO ‘ film 피 conjuction 따th·tlie

’ reaction temperature and the flow rate of carrier gases.

o.Film growth in relation with a ,type of substrate

o Formation of phase by concentration of , source materials.·

- The fabrication of Ag sheathed (Pb ,Bi)SrCaCuO tape

o Sintering characteristics of bulk specimen

o Texture formation with cold rolling
1

’o Fonnation of superconducting phase by post annealing

o Reaction between superconducting phase and Ag shea삼1.

,- The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Pb,Bi)SrCaCuO

o ,Variation of Tc by the irradiation

o Mechanism of superconductivity in conjuction with

cryst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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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YBaCuO thin films showing superconductivity above 77K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CVD process. The crystallogrphic

structure and the R-T . characteristics of the film were rarely

affected by varying the ‘ reactor pressure. However the film

thickness grown at 20 torr increased three times th뻐 at 5 torr. A

faster growth of the film accompanying the formation of porous

structure was observed as the reaction pressure was reduced. The

film prepared on various substrates of MgO(100) , YSZ(100) and

SrTiO! showed an apitaxial growth bot no prefered orientation was

observed for polycrystalline SrTi03 substrate. Especially ,

two-dimensional epitaxial growth was observed for SrTi03(100)

single crystal substrate. It is'noticeable that two-dimensional

epitaxial growth was partly foimed for YSZ(lOO) single crystal

substrate. The film deposited on SrTi03single crystal showed hi양I

Jc value above 1.5 XIDs AI c에.

Compact swelling is observed during sintering of the Pb-doped

BiSrCaCuO oxide. The apparent density increases at the early stage

of sintering of about 20 h, and then decreases. The densification

occurs when the low-Tc phase and a liquid phase exist while the

dedensification occurs with the formatiQn of the hi양l-Tc phase

irrespective of the presence of the liquid phase. πle maximum

relative density of about 80% indicates that the gas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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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specimen during sintering does not affect the compact

swelling. The compact s찌elling is explained by the anisotropic

growth of thin platelike hi양I-Tc grains.

An Ag-sheathed (Pb,Bi)SrCaCuO superconducting tap~ was prepared

by the cold rolling and post heat treatmen~ method. The tape shows

a c-oriented texture perpendicular to the rolling direction. The

aligned gra~ structure maY , be resulted from the anisotropic grain

gr때th of the hi방I Tc superconducting phase. Post 없mea1ing

process leads to bond th~ superconducting grains e~cb other and

densification by densification. However, prolonged heat treatmwnt

in air makes the superconducting phase reac~. with Ag ’‘ sheath,

resulting in decomposition of the high Tc phase and formation of

non-superconducting phases. It is need to find a proper heat

treatment condition for the post-annealing.

The bulk (Pb ,Bi)SrCaCuO samples with (a) Tc=101K and (b) 96K

were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method and were

neutron-irradiated up to 1.5 X10 E18 n/cm2
• Aft~r irradiation the

zero resist뻐ce temperature(Tc) of (a) was decreased to 96K but (b)

did not show 삐y ch삐ge in Tc.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a) also decreased from 0.75A/cm2 to 0.25A/cm2 but (b) was constant

as 1.5A/cm2 after irradiation. From the above results , it. is

thought that the irradiation mi빼t affect the Cu-O bonding and the

따ygen content of the hi방1 Tc superconduct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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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for AC magnetic susceptibility measurement

by the mutual induct뻐ce bridge method.

Fig. 2 Schematic diagram for AC resistivity measurement

by four probe method.

Fig. 3 Schematic diagram of CVD system

Fig. 4 Temperature vs electrical resistance for the films prepared at

pressures of 5, 10 뻐d 20 torr.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film prepared at 15 torr.

Fig. 6 Surface SEM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pared at (a) 20 torr,

(b) 10 torr, and (c) 5 torr.

Fig. 7 Cross sectional SEM micrographs of the films prepared at (a) 20

torr, (b) 10 torr, and (c) 5 torr.

Fig. 8 Temperature vs electrical resist삐ce for the films prepared on

various substrates: (a) 에gO(100) ， (b) YSZ(lOO) , (c) SrTi03(100) ,

and (d) polycrystalline SrTi03.

Fig. 9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films prepared on various

substrates: (a) MgO(100) , (b) YSZ(lOO) , (e) SrTi03(100) , 삐d

(d) polycrystalline SrTi03.

Fig. 10 Surface SEM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pared on various sub

strates: (a) MgO(100) , (b) YSZ(lOO) , (e) SrTi03(100) , and (d)

polycrystalline SrTi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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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Cross sectional SEM micrograophs of Fig.3-(c) and hi힘l

magnification micrograph of Fig.3-(b). Arrow indicates a needle

-like grain in Fig.3-(c)

Fig. 12.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with sintering time for

specimens prepared from as-crushed and ball-milled powders.

Fig. 13. SEM fractographs of specimens sintered at 855 0 C for (a)

10 h and (b) 168 h.

Fig. 14. Variation of the relative intensity ratio of (115) pe하‘s ，

I ‘1151tJlc11511 , with sintering time in specimens prepared

from as-crushed and ball-milled powders.

Fig. 15. Wei방It loss with sintering time for specimens sintered
“ j

in open air and in a sealed quartz tUbe.

Fig. 16. Sintered density and relative intensity ratio of (115)

pe빼S ， I C1151tJI\11511 , with sintering time for specimens

sintered in a sealed quartz tube.

Fig. 17. SEM fractograph showing growth shape of hi양I-Ie

plates in Pb-doped BiSrCaCuO sintered at 855 0 C

for 168 h in air.

Fig. 18. Schematic model for the growth of hi양I-Ie plates : (a)

‘‘

initial sintering stage and (b) final sintering stage.

Fig. 19.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with sintering time for

specimens prepared from crushed hi방I-Ie powder.

Fig. 20. SEM fractographs of specimens prepared from cru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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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c powder. Specimens sintered at 840 °C for (a)

4 h 뻐d (b) 24 h.

Fig. 21. XRD pattern for the PbBiSrCaCuO after repressing 뻐d

resintering of the hi빙1 Tc single phase. The pattern

indicates a preferential (001) orientation of the

(2223) crystallites with the c-axis perpendicular to

the surface of the sample. h and 1 denote the hi방1 Tc

phase 없ld the low Tc phase. respectively.

Fig. 22. Observed intensity of (0010) peak with a cold compacting

pressure. The samples prepared by sintering of hi방1 Tc

single phase after grinding 없ld repressing.

Fig. 23. Sc없lning electron micrograph for the surface of the

PbBiSrCaCuO showing c-oriented texture grains.

Fig. 24. Optical microcsopy for the cross section of the (Pb ,Bi)SrGaCuO

tape.

Fig. 25. XRD patterns for (a) sintered sample , the cold rolled 뻐d

뻐nealed at 855 0 C (b) for 10 min and (c) for 100 min.

Fig. 26. XRD patterns for the cold rolled and 뼈nealed at 835 0 C

(a) for 1 h 뻐d (b) for 4 h and then cooled in air.

Fig. 27.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obtained for the PbBiSrCaCuO before and after neutron

irradiation ( total neutron fluence: 1.5 X1018 n/cm2
);

(a) sample with Tc=lOIK; (b) sample with Tc=9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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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Critical current density characteristic curve at 77K for

the Pb doped BiSrCaCuO superconductor before and after

neutron irradiation; (a) sample of Te 10lK 뻐d (b) sample

Tc 9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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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narz와 뻐ller[l] 에 의해 산화물 고용 초천도체가 발견된 이래

더 높은 Te률 갖는 새로운 고올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에 따라서 Ie = 90K의 YBaCuO[2J , Te = 105K의

BiSrCaCuO(3J 와 Ie = 120K의 T1BaCaCuO[4) 의 새로운 고올초전도체가

개발되었다. 다른 한휠으로 이틀 고온초천도체의 눔운 Te와 Je'를 갖눈

박막 및 Bulk의 가공기술올 개발하기 위한 많운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 PCV법에 비해 봐른 속도로 넓은 변척의 기판에 매우 성젤이

우수한 초전도 박막을 만들 수 있는 CVD법에 의한 YBaCnO

초전도체 [5 ， 6J 와 BiSrCaCuO 초전도쳐H7J 박막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보다 최근에 Watanabe[8J 등은 LPCVD 법에 의해 27 Tesla의

고자계하에서도 액체질소온도에셔 10만A/ern ’ 의 높은 Je를 갖는

YBaCuO 의 박막올 제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고자계하에셔 높은 Je를

갖는 박막 제조에 성공함에 따라 고올 초전도에의 옹용에 대한 가능성이

한충 높아졌다. 특히 CVD법이 대량생산에 유리하다는 점에셔 일층 그

중요성이 더하다.

따라서， 국내외척으로 고올초전도체의 응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CVD법에 의한 높은 Te , 높은 Je를 갖는

초천도박막올 제조하는 기술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CVD법에 의한 YBaCuO 초전도 박막제조기술올 확웹함과

--



동시에 높은 Te , 높은 Je툴 갖는 초천도박막율 제조하기 위해 CVD

반옹관 젤계， 반응변수 조절 및 척철한 기판재료의 선핵， 제조훤 박막의

SE애， X-ray 등의 관철과 Te , Je 측정올 퉁한 CVD법에 의한 YBaCuO

초천도박막연구률 수행하였다.

40K의 Te툴 갖는 LaBaCuO 산화물 초전도체의 발견[1]운 좁 더 높윤

초전도 건이옴도를 갖는 물질의 합성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 컬과

액체켈소 옴도이상에서 초천도 현상올 나타내는 YBaCuO 산화툴

초천도체의 훌현[2] 율 가능하케 하였다. 이러한 노력중 최근의 팔북할

만한 성과중의 하나는 회토류 원소률 포함하지 않윤 BiSrCaCuO계의

발견이다[3 1. 이 산화물운 20K의 Te률 갖는 BiSd;uO 산화물[9] 의

구성원소 중 Sr의 일부를 Ca으로 대체하여 얻운 것으로셔， 회토류

원소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가쩍이 저렴하며 YBaCuO 계와는 탈리

수분에 대한 강한 내저항성등의 장점올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산화물에는 Te가 80 K띤 저옹 초전도상과 100 K 이상인 고올 초천도상이

합상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외 경우 합성상의 대부분 윤 져온

초천도상이 훤다. 처옴 초천도상의 Te는 80 K로 액체철소 운도( 77 K )

에셔 용용율 고려할 때 얼 안정성이 문제가 훤다. 따라셔， 이 계에셔의

많올 연구률운 Te가 100 K 이상인 단상 고옴 초천도체의 제조에

집중되어 왔다.

고옴 초천도상의 부피분율올 증가시키기 위하여 Ca 과 Cu 가 초과훤

조성의 션택[10] , 고 산소압하에셔의 열처리[11] ， Pb 첨가 및 장시간

소결에 의한 상 생상 반융촉진[12] 등이 시도되었다. 이 중 가장

효과척인 방법운 Hi에 소량의 Pb률 대체시키셔 장시간 혈쳐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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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최곤에 Takano등[12] 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이 방법은 Pb를

함유한 시면올 장시간 소결하는 것으로 Te가 107 K인 고올 초전도상의

안정화에 성공하였다[1 2]. 이 시면에셔의 고옹 초천도상의 부피분율운

약 90% 이었다. Pb를 doping하여도 고올 초천도체률 안정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간운 약 200시간 가량으로 상당히 장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는 초기 생성상들칸의 북잡한 반옹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 중에셔 소결시현의 크기가 증가하는 pellet expansion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로 언하여 초천도체의 밀도가 감소하므로 높윤

입계천류밀도률 갖는 초천도체률 제조하기 위해셔는 해결되어야 한다.

폴 설험에셔는 고온 초전도상의 성장기구와 소결거동과 고온

초전도상올 사용한 초전도 선제제조에 관한연구를 수행하였다.

선재가공시의 가공압에 따른 초전도 입자의 방향성 배열 및 후 멸처리

공정에서의 초전도 상의 생성과정 연구올 통하여 선재제조에 대한 가공

및 열처리 조건올 확립하고자 하였다.

핵융합로나 입자가속기에는 강한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한 데

이러한 강한 자기장올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초전도 자석의 이용이

필수척이다. 이 때 핵융합로나 입자가속기에 초전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초전도 재료의 입계자기장과 입계 천류밀도가 높아야

하며 동시에 D-T 융합반용시에 생성되는 14 MeV 중성자의 조사나 각종

고에녀지 입자들과의 충롤에 의한 영향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체까지 금속화화물 초전도체인 Nb-Ti 계 합금이나

A15 화합물 초전도 재료에 대한 중성자 조시효과 연구가 미국과

소련등의 선진국올 중심으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특히 초전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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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자 조사에 의한 특성변화는 핵융합로의 안정성이나 수명결정 그리고

설계 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초천도체의 물성연구나

구조 그리고 초천도 기구해명등의 한 방법으로도 중성자나 각종

대챈입자 (charged particle)의 조사(irradiation)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었다.

현재 진행중인 고온초전도체도 이러한 관점에셔 미국과 일본올

중심으로 하여 산화물계 고온초천도체의 재료개발 및 기초물성연구와

범행하여 이의 중성자 조사효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18] .

현재 연구되고 있는 산화물계 고올초천도체는 높운 초천도 천이용도툴

보이므로 종래의 금숙화합물계 초천도체률 이률로 대치할 수 있다면

상당한 경제척이특이 있올 것으로 쟁각휠다.

현재까지 개발된 산화물계 고올초천도체는 대부분이 그 결정구조내에

구리와 산소원자로 구성된 명면올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률 채료가

초천도성율 나타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착용올 하고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셔 산화물계 초천도체의 조성에셔 산소의 함량은 그 채료의

초천도 륙성결청에 매우 중요한 영향올 미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효과률 연구하기 위하여 산소의 함량올 변화시키면 초천도재료와

컬정구조에 천반척인 변화가 야기된다. 따라셔 이한 천반척인 구조상의

변확없이 구리와 산소원자의 명면 (Cu-O layer) 의 격자교한이나

산소공공등이 그 재료의 초천도성에 미치는 영향올 관찰하기 위해셔도

중성자 조사얼험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높운 에너지률 가진 숙 중성자 (fast neutron)에

의하여 야기되는 연쇄효과(cascade effect)등에 의한 결함이 초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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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fluxoid 등에 pinning site 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재료의

임계천류빌도가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증가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13-16 ], 이렇게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입계전류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윤 현재 개발중인 초천도체가 실제 응용되기 위해셔는 놓운

입계천류밀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칙하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의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역활올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고혼 초전도체의 중성자 조사에 따륜

물성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입계전이 옴도가 100 K정도인 Pb-doped

BiSrCaCuO 초전도쳐l를 TRIGA Mark III 시험용 원자로에셔 총 중성자

칩적선량 1.5 X 10E18 n/cm2
로 조사시킴 다옴 이의 입계천이온도의

변화 및 전기버저항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이와 함께 입계전류밀도의

변화를 륙정하였다. 이와함께 본 시험결과를 재래의 금속화합물계

초전도채에 대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Bi 계 초천도체의 중성자 조사에

따른 초전도특성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I
J



제 2장 본 론

제 1 철 연구내용 및 방법

1. 질험 방법

가. AC 자화율 륙청

명구차섹위에 초천도체률 올려 놓으면， 영구자석의 차장이

효천도체에 투과되어 그 반작용으로 초전도체 표면에 앓운 충의

명구천류가 흐르게 된다. 이 천류에 의하여 자장과 반대방향으로

자장이 발생·하여 초천도제 내부에는 차장이 환천히 배제된다. 초견도

입계혼도 이하로 냉각될 초천도체올 영구자석위에 올려 놓으면，

효견도체가 자석위에 꽉상하게훤다. 이 현상몰 Meissner 효과라

불리우는데， 제로저항파 함께 초천도 록성 중의 하나이다.

Meissner효과률 혹정하기 위하여 시현율 때쳐1질소(77K)로 시현율 냉각

시킨 후， 강자장율 갖는 Sm-Co 명구자책 위에셔 부장실험율 하였다.

그러나， 이 설혐의 한점운 시현내 초천도 물질이 소량일 경우에는

시현이 자석위에 부상하지 않는 첨이다. 따라셔， 시훤내 척용 양의

반자성 물질율 확안하기 위하여셔는 자화율( mag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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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ceptibility) 을 륙청하여야 한다. 초천도 물질의 자화율 혹청에는

SQUID(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툴 이용한

magnetometer 나 VSM(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 등이 이용되나，

본 연구에셔는 mutual inductance bridge 률 이용한 AC susceptibility

혹정장치를 체작하여 사용하였다. 제작한 AC 자확율 흡청장치의

개학도는 Fig. 1과 같다. 1 차코일의 전류와 2 차코일의 유도 천류롤

륙정하여 초천도 자화율율 측정하였으며， 1 차 코일에는 따형 발생기와

교류 층폭기( AC power amplifier )로 부터 100Hz의 교류롤 공급하였다.

1 차 로일내의 차장운 Gaussmeter( RFL Co. 912) 롤 사용하여

혹정하였으며， 0.5 Oe--70 De 사이의 자장범위에셔 자화율율

륙정하였다. 사환의 올도는 실리콘 다이오드 센셔률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pyrex 유리관에 nicrom 열션물 균일하게 감아 시면

holder 내부의 옴도툴 0.8K/min 의 속포로 냉각시키면셔 시펀의 저항율

륙정하였다. 실리콘 다이요드 센서툴 다지탈 옴도 조철기에 연결하여

온도를 륙정하는 동시에 이를 조절하였다. 이 디지탈 윤도계의 용도

신호를 X-y 기록기의 Y축에 연결하고 lock in amplifier의 챈압신호를

x 혹에 연결하여 옴도에 따른 시편의 자화율올 측정하였다.

나. 천기저항 륙정

초천도체의 또다른 특성 중의 하나눈 저항이 채로가 된다는 점이다.

초천도 입계옴도(Tc)이하에서는 전기천도도가 무한대가 되므로， 이툴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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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시현의 운도툴 핵체질소 옹도까지 셔셔히 내리면셔

옴도 변화에 대한 전기처함올 측정하였다. 초전도처l의 온도에 따른

저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장치의 개략도는 Fig. 2와 같다.

시펀에 흘려주는 교류전류의 전원으로 따형 발생기( function generator

) 톨 사용하였는데， 사용! 주파수는 100 Hz 이었다. 시흰의 져함륙청은

단자에 일정한 전류를 흘리는 상태에서 단자사이에 여기되는 천압차로

부터 륙정하는 four point probe method 률 이용하였다. 홈청용 도선운

구리선율 사용하였으며， 단자와‘ 시펀사이에 발생하는 접확쩌항율

감소시키 위하여， silver paste로 시편과 · 단자사이툴 연결하였다.

단자와 연결시킨 시환올 액체질소가 반홈 찬 용기 내에 넣어 기화하는

철소가스와 첩촉시켰을 때 ’시편의 온도가 약 3.
0
G/min의 ; 숙도로

냉각되었다. 초전도체의 ‘ 전기저항 흑정시 약 1 mA 청도의 전류툴 흘려

주었는데， 이는 측정전류가 이· 보다 콘 경우 입계 전류와 전이，올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초전도 입계옹도가 실제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가급척

척은 전류를 시면에 흘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척은

전류툴 사용하면 전압 신호가 약해져셔 측정시의 오차 범위가 커지므로

척정값으로 1 mA 를 택하였다. 4 단자 중 ;자운데 두개의 천압강하

측정단자 사이의 전압신호를 lock in amplifier( ‘ stanford Co. SR-510

)어l 입력시켰으며 천류천원인 따혐 발생기로 부터 기준신호를 연결받아

위상차가 0 인 신호률 동조시켜 측정하였다. 시현의 옴도 륙정에는

실리론 다이오드 센셔( Lake Shore Co. model DT-470 )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시훤온도와 륙청옴도의 현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현하단부에

밀착시켜 부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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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채조칙 분석

하소 및 소결시현의 결정구초 및 생성상올 확인하기 위하여

Rigaku사의 diffractometer로 x-선 회절분석율 하였다. 시료는

막자사발에셔 곱게 분쇄한 분말로셔， Cu(Kα1) target율 사용하여

20 0 -80 。 의 28 구간에셔 조사하였다. Tube voltag~ 와 current 는

각각 30 KV와 10 빼 이었으며 , 4 。 /min 의 속도로 조사하였다.

며셰조칙올 관활하기 위하여 시현울 epoxy resin으로 mounting 한 후，

SiC 연마지에셔 # 600 땅it 까지 거친 연마를 하였고 다시 1 μ 의

diamond paste 로 미세연마 하였다. YBaCuO는 상용에셔 물과 반용하여

분해되므로， 연마시 alcohol 올 사용하였다. 미세 연마된 시훤운

alcohol 올 용매로 하여 ultrasonic 셰척기에셔 10분간 세척한 후，

dryer로 건조시켰다. 시훤의 미세조칙운 마세연마된 변에 대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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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젤 연구결과 및 토의

1. CVD 법에 의한 YBCO초천도 박막 제조

원료물켈로는 미국 Strem사의 Y(thd ), Ba(thd) 및 Cu(thd) (thd =

2, 2, 6, 6- tetramethyl -3 , 5-heptadionates) (3 -diketone chelate률

사용하였다. 이들 원료물질율 137-246°C의 올도에셔 츰발시켰다. Y,

Ba, Cu의 종발훤 원료의 층기툴 1001뼈imin로 흐르는 Ar gas를 사용하여

기판의 가얼부로 운반되도록 하였다. 반옹에 필요한 산소는 다른

가지관율 홈해 300뼈fmin의 속도로 공급하였다. 사용한 CVD 반융관율

hot wall 형태로 Fig. 3에 나타내었다.

반웅관의 합력에 따른 YBaCuO 박막 형성올 알아보기 위해 반응관의

합력율 5, 10, 20 torr로 바꾸어 850°C로 가얼된 MgO(100) 판결정위에

박막율 충착시켰다. 또한 기판에 따륜 박막형성의 영향율 찰며보기

위해 15 torr하에셔 YSZ(100) , MgO(100) , SrTi03(100) 판결정 및 다결정

SrTi03 기판위에 종확율 행하였다.

가.CVD 방법에 의한 YBGO 박막형성의 압력의존성

Fig. 4는 반용관의 합력율 5t lOt 20 torr로 바꾸어 8500C에서

에gO(l00) 단결청위에 체조한 YBaGuO 박박의 옴도-저항곡션이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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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옹관의 압력에 관계없이 Te , onset = 88K 에셔 초전도 천이가

일어나는 것올 알 수 있다. 저항 제로는 20 torr일때 8ll<여고 5, 10

torr일때 없K 였다.

Fig. 5는 5 torr에셔 제조한 박막의 뻐D 곡션이다. 제조흰 막운

preferred orientation올 갖지 않으며 초전도상인 orthorhombic 구죠의

Y1Ba2CUl07 -y( y<0.5 )인 것율 알 수 있다. 또한 MgO 기판과 제 2상인

CuO의 peak도 관찰되었다. 반응관의 압력아 10, 20 torr일때도 5

torr일때와 같운 XRD 곡션율 얻었다. 이는 CVD법에 의한 YBaCuO 박막율

제조할때 박막의 결청학척 구조 및 texture 형성이 반융관의 압력과

거의 관계가 없옴올 의미한다.

Fig. 6은 5, 10, 20 torr의 압력으로 850°C에셔 제조한 박박의

표면 SEM 사진이다. 업자의 크기가 반옹관의 압력이 낮아점에 따라

커지고 압력이 5 torr일때 porous한 막이 형성되고 10, 20 torr일때는

비교척 치밀한 막이 형성된 것올 불 수 있다.

Fig. 7플 5, 10, 20 torr의 압력으로 850°C에셔 제조한 박막의

단면 SEM 사진이다. 압력이 낯아점에 따라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압력이 20 torr 에서 5 torr로 낮아겔때 박막의

두께가 약 3배로 증가되는 것올 볼 수 있다~. Fig. 6과 Fig. 7로부터

화학증착법으로 YBaCuO 막율 제조할때 반옹관의 압력이 낮아질수룩 막의

성장속도가 벨라지는 것율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면 막의 성장속도가

빠른 경우 박막의 Je를 낮추는 요인이 되는 porous 한 박이 형성되는

것율 알 수 있다. 박막은 빼}를속도로 제조하면 대량생산에 매우

유리하나 porous 한 막은 낮은 Jc툴 가져와 옹용에 불리하다. 따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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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rface SE에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pared at (a) 20 torr,

(b) 10 torr, and (c) 5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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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의 성장속도를 빼르게 하변셔 치밀한 막을 얻는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틀 통해 Tc가 80K 이상의 YBaCuO 막올 성공척으로

제조하였다. 박막의 온도-져함특성과 박막의 결정학척 구조는 반융관의

압력변화에 거의 영향받지 않았다. 그러나， 반융관의 압력이 20

torr에셔 5 torr로 바뀔때 박막의 두께가 3배로 증가하는 매우 콘

변화률 보였다.

나. CVD법에 의한 YBaCuO, 박막제조시 기판의. 영향

Fig. 8은 MgO(100). YSZ(100) , SrTi03(lQO). 단결정 및 다결정

SrTi03 거판위에 증확 시킨 YBaCuO 박막의 온도-저항특성곡선이다.

기판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같운 온도인 87-89K. YSZ(100) 가 85K ,

SrTi03 (l00) 가 86K에셔 나타났으며 다결정 SrTi03 기판의 경우에는

77K까지 zero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SrTi03(100) 단결정의

경우 초천도 천이폭이 6T =·3K로 비교척 컸다. SrTi03 다결정의 경우

77K까지 zero 저항이 나타나지 않운 것율 SrTi03다결정율 액상 소결로

제조하였기 때문에 기판의 입계특성이 나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9윤 MgO (lOO) , YSZ(lOO). SrTi03(100) 단결정 및 다결정

SrTi03 기판위에 종착 시킨 YBaCuO 박막의 X-ray 회철곡선이다.

MgO(100) , YSZ(100) , SrTi03(100) 판결정 기판위에 증작된 박막의 경우

(100) + (001) 의 preferred orientation올 갖는 것올 알 수 있으며

다결정 Sr'I’i03 기판의 경우 random texture 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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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MgO(100) , YSZ(200) , SrTiO](100) 및 다결정 StriO]

기판위에 층확시킨 박막의 표면 SEM 사진이다. . SrTiO](100) 단결정

기판의 경우 needle-like 입자가 2차원 척인 방위를 갖고 규칙척으로

배열되었으며， MgO(100) , YSZ(100) 의 경우 (100) 와 (001) 방위의 입자가

기판변에 t’수칙한 촉 충섬으로 random하게 혐성된 것’율 불 수 있다.

또한 박막에. 많은 pore‘ 틀헤 있으며 록히.다결청 SrTiO] 기판의 경우 약

10ton와 콘 pore툴 불 수 있다.

Fig. 11는 SrTiO]( 100) 단결정 기판위에 형성훤 박막의 단변조칙

및 YSZ(l00) 팎에 충확된 박막의 고배율 사진어다. Fig쉰 10(e) 에셔 본

바늘형태의 입자는 질제로 판상입올 불 수 있으며 입자의· 모양으로 부터

needle 형태의 입자는 (100) 방위률 가지며 업자의 긴축윤 (100) 방위툴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Fig. II(b)에서 YSZ(100) 기판위에

형성훤 봐막의 입자가 좁운 면척에셔는 짝각 2차원척! 배열올 하고 있는

것율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CVD법에 ..의한 YBaCuO 박막의

제조시 기판의 제조시 기판의 종류에 따륜 염합율 찰며보았다.

MgO(100) , YSZ(100) , SrTiO](100) 기판의 경우 핵체질소 온도 이상에셔

초천도욕성 (Tc ， onset = 87-89K, Te 0 = 85-86K) 율 나타 내었으며 또한

기판과 박막간에 epitaxy 관계를 갖는다. 다결정 StriO] 기판의 경우

Te , onset = 88K로 단결정의 경우와 같요나 Zero 처항운 77K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YSZ(100) 기판의 경우 좁운 영역에셔 2차원척

epi-growth 가 환찰되 었다. SrTi03(100) 위에 증확된 박막의 입계

천류밀도(Je) 는 15만 A/em 이상의 높은 값올 갖었다.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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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urface SEM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pared on various sub

strates: (a) MgO(100) , (b) YSZ(100) , (c) SrTi03(100) , and (d)

polycrystalline SrTi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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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Cross sectional SEM micrograophs of Fig.3-(c) and hi압l

magnification micrograph of Fig.3-(b). Arrow indicates a needle

-like grain in Fig.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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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b ， Bi)SrCaCuO계의 소결거동

BiSrCaCuO계 소결 자체에서 흥미로훈 현상중 하나 는 소결중

발생하는 소결체의 팽창이다. 이 팽창현상윤 BiSrCaCuO계와 Pb툴

첨가한 BiSrCaCuO계에서 모두 관찰되는데 19] ， Pb률 첨가한 경우 그 팽창

청도가 극섬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셔는 소결체 팽창의 원인율 규명하기 위하여 소결시간에

따륜 밀도변화와 초천도 상생성에 따른 미세구조율 관찰하였다. 또한，

소결거동에 미치는 원료물질 기화의 영향물 관찰하기 위하여， 시면율

석형관으로 봉한 후 소결한 시환과， 공기중에셔 칙첩 소결한 시면파의

‘ - 소결거동 맞 입자성장 관계율 비교 관찰하였다.

시면용 훈말의 하소와 소결의 두단계 공청율 거치는 천혐책인 고상

반융법으로 제조하였다. Bi:Pb:Sr:Ca:Cu의 비는 단일상의 고옴

효천도상율 얻올 수 있는 조성으로 알려진 0.7:0.3:1:1:1.8[12] 율

션택하였다. 분발 혼합체활 공기 중， 830°C에셔 24 시칸 하소 후 공기

중에셔 냉각하였다. 하소한 분발윤 알루 미나 mortar에셔 분쇄하였다.

환쇄된 입자의 크기는 20-50 μm이었다. 에ortar 애셔 분쐐훤

하소분말율 미분쇄하기 위하여 SiC jar에서 무수알활율 용매로 24 시깐

동안 ball milling 하였다. Ball milling한 분발의 크기는 약 10μm

이하이었다. 분쇄훤 분말이나 미 분쇄된 분발 1. 5g율 지톰이 10.1 DID인

steel die에셔 200 Mpa 의 압력으로 cold compaction'흩}여 두께가 약

4IlIn안 성형체률 제조하였다. 성혐체는 공기 중， 855°C 어}셔 최대

200시간까지 소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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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중에 발생하는 Bi ， Pb의 기화에 따른 소결 거동율 관찰하기

위하여 성형체를 Ar:0:l=98:2로 유지된 석영관내에 sealing하여

소결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툴 측정하였다. 성형체와 석영관의 반옹올

방지하기 위하여 시편은 빽금 pot에 놓았다.

Fig. 12는 소걸시간에 따른 시료의 겉보기 밀도변화률 나타낸다.

사용분말 운 as-crushed 상태의 것과 ball milling한 것으로’입도크기에

따른 소컬거동 율 비교함올 북척으로 하였다. 두 운말 모두 소컬시간에

따라 유사한 소결거동 율 나타낸다. 약 20시깐 이내의 소곁에셔는

밀도가 중가하는 치밀화과정올 보이나， 그 이상의 소결시간에셔는

밀도가 감소하며 60시간 이상에셔는 성형쳐l 밀도 이하로 감소한다.

물론， 초기의 치밀화는 입자크기가 작은 ball milling 한 분말에셔 찰

이루어지나， 소결시간이 증가하면， 입자코기에 관계없이 밀도가

떨어지는 dedensification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 소결시간에 따른

밀도변화는 20시간까지의 치밀화 과정 (densification process) 과 이

후의 de-densifica- tion 과정으로 나누어 지는데 , 두 과정중의 상

생성과 미셰조칙 관찰이 이계의 소결거동몰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Fig. 13운 소결초기와 종기의 시현의 따단면에 대한 주사천자

현미경 사진이다. Fig. 13(a)는 공기 중 855°C에셔 24 시간 소컬한

시현의 미세조칙 으로 대단히 치밀한 조직을 나타낸다. 생성상윤

대부분이 판상혐의 입자룰이 며 국부척으로 쳐11 2 상들도 관찰 된다.

x-션 회철 분석에 의하면 이 시펀의 주흰 상은 저온 초천도상야었다.

반면， Fig. 13(b) 의 소결 종기에는 구성상의 대부분이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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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 13. SEM fractographs of specimens sintered at 855°C for (a)

10 h 뻐d (b) 16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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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상이며， 저온 초전도상과 마찬가지로 판상의 입자모양울 보인다.

이 미셰조칙의 특징은 판상입자률의 크기가 (a) 에 비하여 대단히 초대

하며， 입차들이 porous한 구조툴 형성하며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저올 초천도 상에셔 고온 초천도상으로의 상변태가 밀도감소에 중요한

역활올 하였 옴올 의미한다.

Fig. 14는 소결시간에 따른 저온 초전도상과 고온 초천도상의

상대척인 생성량으로9 x-선 회철션 중 두 상의 (115)회철선의 상대

강도비로 나타내었다. (115) 회철션을 선택한 이유는 이 회철선 위치가

다른 상들의 획철선과 셔로 충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상의

회철선올 비교함으로써 저온 초전도상에 대한 고올 초전훌상의 상대척

생성정도를 알 수 있다. Figure 에셔 알 수 있듯이， 치밀화 과정중에논

고온 초전도상의 생성이 미미하다. 이 때의 상들은 하소시 생성된 상들

그대로로써 고온 초전도 상 생성이 정체(stagnation) 된 채로 있다.

이는 저올 초천도상이 주된 상으로 존재활 경우에 시현이 치밀화훨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저온 초전도상이 분해되고 고옹 초천도장의

생성이 록진되는 20시간 이상에서는 고올 초전도상의 생성량이

중가활수록 소결체의 팽창이 조장되는 밀도감소가 나타난다. 이 경우

역시 고온 초전도상 생성량은 소결시깐 에 비례하며 9 ball milling한

시료에셔의 고온 초천도상 생성이 as-crushed 시료에서 보다 빠른

상생성올 보인다. 이는 ball milling시 균일한 원료혼합파 착운 입자

크기에 의하여 고옴 초전도상 생성에 요구되는 원소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상 생성에 대한 짧은 확산통로틀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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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체 팽창의 원인으로는 우선 고립된 기공으로부터의 gas 발생에

따른 기공 성장[20 ， 21] 올 률 수 있다. 이는 종기압이 매우 른 물질띤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셔， 소결 종 기공이 개 기공

상태로 있는 본 (Bi ,Pb)SItaCuO 계의 경우 가스 압력에 의한 기공

팽창운 일어나지 않올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물질의 기화에 따른

시현의 무게감소는 껄질척으로 시훤의 밀도률 낮룰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Fig. 15는 석영관으로 시펀융 sealing한 사현과 공기중에셔 소결한

시현의 소결시간에 따른 무게변화률 나타낸다. 공기중에서 소결한

시현의 경우에는 약 20시간까지 1 wt%의 급격한 푸게감소가 관찰되며

150시칸의 소결시찬까지 약 2.5 wt%의 무게감소률 보인다. 석영관으로

sealing하여 소결한 시현운 소결 시간에 따라-셔셔히 무게감소률

보이며， 160시간 소결하여도 약 lwt% 의 무게 감소만율 보인다. 즉，

시훤올 석영관으로 sealing 함으로서 소결 중 가스상의 기화가

억제되었음폴 알 수 있다.

Fig. 16는 석영관으로 sealing한 시편에 대한 소결시간에 따른

밀도변화 빚 고온초전도상 생성량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소결시깐에

따라 치밀화와 de-densifieation이 관찰된다. 밀도관계에 있어셔는

처옴 초전도상의 이톤밀도 가 6. 55g/em3
[ 22] 인데 비하여 소결중의

최고밀도는 5g/em
3
으로 이론밀도의 80% 이하의 밀도치툴 보인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기공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되묘로 시면내에셔 gas

상이 기화되더라도 대부분의 기상은 개기공(open pore) 를 통하여

시펀밖으로 쉽게 배출될 것이다. 또한， 이 시펀에서도， 공기 중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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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한 시훤에셔와 마찬가지로， 치밀화 과정충의 주된 상운 저옴

초전도상， de -densification 시에는 고온 초전도장이 추된 상이다.

석영관으로 sealing 하였 올 경우에는 de-densification 정도가 open

air에셔 소결한 경우보다 낮다. 약 160시간 소결 후 져올 초천도상에

대한 고온 초천도상의 (115) 회철강도의 비는 석영관 sealing의 경우

1.5, open air의 경우 3.0가량으로 sealing 된 경우가 고온 초전도상의

양이 척다. 이는 소결 분위거가 Ar:Oz = 98:2로 낮윤 산소분압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고올 초전도상이 open air상태에셔 보다 상대척 으로

척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올 초전도 상의 생성향올

감안 할 때 dedensification 운 고옴 초천도상의 생성량과 관련이 있옵율

알 수 있다. 또한， 석영관 sealing한 시훤의 무게감소-밀도-상생성 .

관계에셔 알 수 있듯이， 휘발성 물질의 기화와 관계없이 일단 고온 ‘

초전도상 생성이 시작되면 소결체 밀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시현으로

부터의 가스발생윤 소결밀도감소의 주환 원인이 될 수 없옵올 의미한다.

두번째로 가능한 원인은 고온 초전도상의 생성 및 성장기구이다.

앞에셔 언급한 바와 같이 고올 초전도상의 생성은 PbCazO‘ 용융에 의한

액상생성 및 Pb가 Hi 위치에 대체됩에 따른 고올 초전도상의 안정화에

기인된다. 이 상운 액상기지로 부터 Ca과 eu를 공급받아 성장하게

된다. 또한， 시펀내에셔의 입자의 성장방향윤 대단히 불규칙하며

소결시간에 따른 조대한 입자의 성장이 관찰된다. 이렇게 장시깐

열처리 후 성창한 고온초전도 입자는 두께가 수 μill ， 너비가 50-100

μm의 이방성을 보인다. 소결초기의 치밀화과정은 사용분말의 입도가

10 μm 이하로 매우 작고 저온 초전도상과 핵상이 공존하므로 액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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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치밀화가 진행되었올 것으로 여겨진다. 이 후의 소결기간에는

고올 초걷도 상이 생성되고 약 50 시간이후에는 고온 초천도상이

시현내의 주 구성상이 된다. 소결벌도 감소는 고올 초전도상의 생성 및

입자성장에 지배받게 되는데， 이 중 이방성을 갖는 입자성장 혐태가

중요하리라 여격진다.

Fig. 17폰 공기중， 855 0 C에셔 168시간 소컬한 (Bi ， Pb)SrCaCuO의

대표척띤 미세조칙으로 파단변에 대한 주사천자 현미경 사진이다. 이

시현율 x-션회쩔 분석한 결과， 90%이상이 고옹 초천도상임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사진 중앙 부의 원으로 표시한 부분에 고옴초천도입자

성장행해률 찰 나타내어 훈다. 두 입자가 셔로 만났율 경우 입자률이

셔로 충롤(impingement>한 부위에서논 입자 의 성장이 정지된다. 셔로

충톨한 입자률운 상대현 입자툴 피하여 우회하여 다시 성장하고 있융율

보이고 었다.

Johnon 과 Rhodes[23J는 Pb율 첨가하지 않폴 BiSrl;aCuO계에셔

소컬옴도에 따를 소결체 팽창율 보고하였다. 그들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처옴 초전도 상과 액상이 공존할 경우어I 시현이 치밀화되고

때상이 생성되지 않는 조건에셔는 판상업자의 성장에 의해 시현이

팽창된다 하였다. 이 중 왜상과 져올 초천도 상이 공촌 할 경우 시면이

치밀화된다는 챔몸 본 질험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률의 시훤에셔는

고운 초견도상의 생성운 관찰되지 않운 반면， 본 실험에서는 고운

초천도상의 생성과 이에 따른 시현의 팽창이 환찰훤다. 포한， 이러한

고온 초천도 상의 생성에 의한 시펀의 팽창운 때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올 초 천도상의 부피분율과 비례하여 나타난다. Johnso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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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EM fraetograph showing growth shape of hi방}-Te

plates in Ph-doped BiSr{;aCuO sintered at 855 0 C

for 168 h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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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es 시현 팽창의 원인 이 입차성장과 관계가 있으며 이방성 입자

성장이 일어 나면 천체 시면이 구조 척으로 말쳐지게 된다 하였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셜명은 명확치 않다.

본 질험에셔 보여출 입자성장 혐태는- 입차의 이방성 성장이 어행게

시현의 빌도률 -감소시키는가롤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입자률이

방향성율 갖고 .성장 함으로셔 성장훤 업자사어에는. 욕이한 환경율 갖는

기공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기공률은 성장입자의 낮운 계변에녀지률
• ‘ w ’ ‘ ",

• ‘ ‘

갖는 면륨로 둘러 쌓이게 되어 기공이 소멸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된다.

이러한 기공들율 생성하면셔 입자률운 판의 tip확으로만 계숙 성장하게

됨으로써 시현의 밀도가 감소하였율 것으로 생각 된다. 측，

고온초전도상의 입자성장에 따른 소결밀도감소는 이방성율 갖는 판 률이
、

• ’

액상으로부터 불규칙한 방향으로 성장하며， 생성되는 기공률윤 낮운

표변 에녀지툴 갖는 면들로 둘러 쌓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8윤 Fig. 17과 같운 입자성장올 근거로 고용초천도상의

입자성창에 따른 소결체 팽창올 젤명하기 위한 모식척인 그림이다.

(a) 는 소결초기로 고옴 초천도상 생성이 약간 진행된 경우이며， (b)는

소결종기로 고온 초견도상 생성 에 따룬 소결체 팽창이 나타난

경우이다. 초기 쟁성된 기공들운 때상이 생성되 면셔 이 핵상이

모세관압(capillary force) 에 의하여 저올 초전도 업자사이로

유동함으로써 형성되었올 것이다. 고온 초천도상이 생성되는 과정에

의하여 저온초전도상과 다른 제 2 상들은 때상내로 분해되고 핵상들운

판상 입자사이 로 챔투해 들어가게 훨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증거로

생성된 고온초천도 판상 입자의 좁은 영역에는 항상 액상이 존재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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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2223) plate pore

{b}

Expand ed area

Fig. ’ 18. Schematic model for the growth of hi양l-Tc plates : (a)

initial sintering stage and'(b) final sinter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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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다[19]. 고온 초천도 입자성장운 판의 tip툴 용하여

이루어지므로 고온 초전도 상생성에 의하여 생긴 기공운 각입자의 낮은

에너지를 갖는 면으로 둘러 쌓이게 되므로 기공이 제거되기는 대판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입자성장이 진행되면 계의 천체 표변 에녀지률

감소시키기 위하여， Fig. l8(b)에 나타내었듯이， 좌운 입자률운 소멸

하고 콘 입자의 성장이 우세하게 훨 것이다. 따라셔， 고올 초천도상의

입자 성장과 더불어， 「 이에 따른 기공성장이 이루어쳤율 것으로

여겨진다. 상변태가 일어나지 않율 경우의 밀도변화률 알아 보고자

고올 초천도상의 생성반용이 완료될 분발올 다시 ball milling하여 명균

입도가 10μm인 분말로 제조한 후 채 소결하혔다.

Fig. 19는 500 MFa로 성형한 성형체의 밀도와 재 소결시간 관계를

보여준다. 소결옴도는 840°C 이었다. 소결초기에는 급격한

밀도증가를 보이나， 소결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약간의 밀도감소툴

나타낸다. 그러나， 하소분말올 소결할 때 나타나는 급격한 밀도감소는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소결시간에 따른 특별한 상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Fig. 20윤 위 시펀들의 따단변에 대한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a) 와 (b) 의 소결 시간은 : 각각 4 시간과 24 시간이었다. Figure 에서

알 수 있듯이， 치밀화가 된 시현의 마세구조는 착운 판상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밀도감소를 나타낸 시면에서는 입자성장과 이에

따른 기공의 성장이 동시에 관찰된다. 저올 초전도상이 분해되고 고올

초전도상이 생성될 경우는 분해되는 저올 초전도상과 액상 유동이 고온

초전도상이 성장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올 형성해 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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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Variation of sintered density with sintering time for

specimens prepared from crushed high-T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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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EM fractographs of specimens prepared from crushed

hi힘}-Tc powder. Specimens sintered at 840 0 Cfor (a)

4 h and (b)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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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간올 동하여 고옴 초천도상이 불규칙한 방향성올 갖고 성장할

수 있지만， 고올 초전도상만을 소결할 경우에는 상변태가 없고 잔폰하는

액상량도 대한히 척으므로 액상의 유동도 매우 척올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는 입자들의 이방성성장은 제한될 것이다. 즉， 입자들이 코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de-densification 정도가 낮윤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소결에 의해 생성된 고올 초천도상올 분쇄하고 재

소결함으로써 보다 높운 밀도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율

보여훈다. 따라서， 치밀한 Bi계 고온 초천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셔는

고올 초천도 분말울 사용하여 재 소결하는 방법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Pb ,Bi)SrCaCuO 초천도 선재제작

초전도체의 주요한 성철중의 하나인 입계전류밀도툴 향상시키기

위해셔는 melt texture growth[24， 25]와 같이 생성되는 초천도 입자들율

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매우 효과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화불 초전도체에셔 입계전튜밀도가 낮운 이유로는 초천도 결정의

이방성 천튜흐름과 업계에 존재하는 비초전도 물질에 의한 천자흐톰의

방해등율 률 수 있다. 최근에 Endo등[26] 은 (Pb ,Bi)SrCaCuO 산화물율

압력올 가하여 시펀표면충에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됨물

관찰하였다. 이러한 texurizing 효과는 초전도 박막， 선재등에 이용휠

수 있으므로 실제척인 관점에셔 상당허 중요하다. 본 실험에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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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발율 이용하여 제조한 초전도체에셔 성형압에 따른 texturizing

효과툴 연구하였으며， 이 결과를 초전도 선재제작에 활용하였다.

초전도 선재는 은관에 초천도 푼말을 장입한 후 rolling법으로 두께가

약 100μ인 tape를 만들었다. 이 후 혈처리 과정율 봉하여 초천도

입자률율 접합시켰으며， 얼처리 조건에 따른 초천도 산의 안청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가. 가공압에 따륜 texture 형성

초천도체는 원료분말의 하소 빛 소결울 이용한 천형책인 고상

반용법으로 제조하였다. 사용된 분말운 하소분말은 855°C , 공기중에셔

300 시깐 소결한 것으로 x-선회절분석에 의하면 약 90%이상이 고용

초전도상이었다. 이 소결시현울 다시 분쇄한 후 지륨이 20nnn인

mold에셔 최대 100kg/cm ’ 압력으로 성형하였다.

Fig. 21윤 855 ° C, 336시 간 소결한 후， 분쇄하여 600kg/cm a
의

압력으로 성형 후 다시 855°C에셔 17 시간 소결한 시훤의 표변에 대한

뼈D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상이 Il0K의 고옹

초천도상이고 소량의 80K곱 저온 초천도장이 존재함올 알 수 있었다.

한펀， 다른 회철선보다 (001) 회절선의 강도가 종가함올 보인다. 이

(001) 회철선의 증가는 소결시훤의 표면에 입자들이 C축으로 배열되어

성장했옴울 의미한다. 이러한 texture 는 일반척으로 소결한 시현에셔는

관찰되지 않는다. 소결한 분딸에 대한 재분쇄 및 성형이 시흰 표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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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률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활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협압에 대한 texture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여러 성형압으로

준비한 시현율 소결한 후 각 압력에 대한 회절강도률 비교하였다. Fig.

22는 855°C에셔 17 시간 소결한 시면에 대한 (0010) 회철강도의

비교이다. 성형압이 증가할수록 (0010) 회절션의 강도가 챔진척으로

증가함율 알 수 었다. 회쩔선의 : 강도는 성형만으로도 상숭시킬 수

있지만 소결과정으로 인하여 더쭉 증진훤다. 이는 texture 성형에

의해셔 이루어지지만 얼처리 과정을 롱하여 texture의 영역이

확대되었옴율 의미한다.

Fig. 23윤 재분쇄 후 재 소결한 시펀에 대한 주사천자 현미갱

사진이다. 이 미셰조칙운 고옴 초천도 압자들이 한 방향으로 가지련이

배혈된 모습율 보여준다. 이 texture 조칙운 시면에 내부에도 존재하나

시훤표변에 비하면 그 청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여러 연구[27 ， 28] 에셔 보고된 바와같이， (Pb ， Bi)SrCaCuO계에셔 고온

초전도상의 입자형태는 ’ 두께가 수 μ이고 너비가 수집 μ인 앓운

판상혐이다. 입자의 성장 방향은 ‘ 단위포의 a-b' 면과 수칙하다[281.

비록 재성형하기 전에 소결체를 mortar에서 분쇄하였지만 분쇄된

업자들은 입자의 ·이방성으로 인하여 그틀의 원래 혐태와 유사한 모양올

갖었을 것이다. 이 분말올 다시 mold에서 -정혐하게 되면， 입자들윤

작용웅력에 수칙한 방향으로 배열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셔，

표변에셔의 texture 조칙은 성형시 mold 표면과 입자간의 접촉변에서의

전단용력에 의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다. 반면 재성형 후 다시 소결하면

시편표변에서의 입자배열이 증가한는데， 이는 열처리에 의하여 배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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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for the surface of the

PbBiSrCaCuO showing c-oriented texture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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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이 셔로 연결되면서 입자성장올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폰척으로， (Pb ,Bi)SrCaCuO 산화물을 소결하여 재 분쇄 후 다시

옐처리하면 표변에셔의 texture 가 형성되는데， texture 의 정도는

소성압과 비례한다. 입자들의 일방향 배열운 고옴 초전도 입자의

이방성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작용융혁과 수칙한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입자혐태와 작용용혁파의 관계률 이용하면 높운 입계천류밀도를

같는 초천도 션재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훤다.

나. 운 피북된 (Pb ,Bi)SrCaCuO 초천도 선재제작

본 연구에셔는 실린더형외 은관에 합성된 고용 초천도 분말올 장입한

후 rolling법에 의한 초천도 선재를 제작하였다. 초천도체의

ttl 북환으로 운율 션택한 이유는 운이 천기천도도가 옳고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휘약한 새라믹 초전도체의 보호관으로 척절하기 때문이다.

은환에 초전도 분말올 장입 후 균일한 packing올 위해 셀린더률

tapping하였다. 이 운관올 roller에셔 냉간가공을 하였으며 tape의

두께는 반북 rolling에 의해 연속척으로 감소시켰다. 제작된

초천도체의 두께는 약 100μ 이었다.

Fig. 24는 제착된 초천도 tape의 단변에 대한 광학 현미경

사진이다. Figure 에셔 알 수있듯이， 운 피북관이 초전도체를 균일하게

둘러 쌓고 있다. 은관내부의 초천도체의 방향성은 칙접척으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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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초천도체내의 제 2상이 가공방함과 펑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전도입자들도 가공옹력과 방향성올 갖고 배열되었옴올 첨착할 수

있다. 가공 후에 은 피복펀 초전도 입자들은 가공웅력에 의하여

분쇄되므로 이 입자들올 다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후 열쳐리 공정여

요구된다. 후 열처리는 공기중， 830 0 C- 855 0 C에셔 열처리 시깐올

변화시키면서 행하였다.

Fig. 25는 고상 반옹법으로 제조한 분말과 rolling 후 열처리한

tape의 x-선 회절이다. 분말(a) 의 경우에는 다양한 변률의 회철선이

나타나는 반면， tape의 표면은 (001) 회절선만이 나타난다. 이는

초천도 입자들이 가공에 외하여 일방한으로 배열되었옵율 의미한다.

(b) 시훤은 855°C에서 10분동안 열처리한 경우로셔 생성훤상의

대부분은 Tc=110K급의 고온 초천도 상인 반면， 이 시훤올 100 분으로

열처리 시칸을 늘이변， Fig. 25( c) 에서 처렴， 고옴 초전도상운

분해되고 Tc=20K급의 저옹 초전도상( 2201 상)이 생성된다.

Fig. 26윤 공기중， 835 0 C에셔 각각 (a) 1 시깐， (h) 4시간

멸처리한 시현의 x-선 회철선이다. 이 온도에셔 열처리 할 경우에는

855°C에서 소결한 경우보다 2201 상의 생성이 느리다. 그러나 장시간

소결하면 2201상의 생성된다. 이 상은 은과 고온 초천도상의 반옹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정확한 반융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척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은과 초전도체의 반융억제를 위한

열처리 조건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olling 법올 이용하여 (Pb ,Bi)SrCaCuO 초전도 tape를 제착하였다.

초천도 입자들은 가공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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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혈처리 과정올 동하여 초천도 입자들올 첩합시킬 수 었었으며 이

과정 중 고올 초천도상의 분해와 저온 초전도상의 생성이 관찰되었다.

4. 고올 초천도체의 충성자 조사효과

원자로에셔 초천도체에 중상자률 조사시킬경우 초천도체에 충톨하는

종성차들의 에녀지에 따라 충롤효과는 각기 다른 반옴율 나타내게 된다.

에너지가 비교척 높운 속 중성자의 경우는 격자원자와의 충롤에 의하여

’충성자의 에너지의 일부가 초천도체의 컬정율 이루는 격자원자에

전달되게 된다. 이 때 격자첨으로 부터 이탈되는 최초의 원자( PKA :

Primary Knock-on Atom) 과 아칙도 콘 에녀지를 가지고 있는 충성자는

다른 격자점의 원자와 충톨하여 계속척으로 여러개의 원자가 정상위치로

부터 이탈되는 연쇄반옹이 광범위하게 얼어난다. 이러한 쩍자컬함이나

격자교란 등운 국부척인 결정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며 이것이

결정구조내의 전자구조에 변형올 일으킴으로셔 .초전도체의 특성올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9 ]，

한펀 에너지가 낮윤 혈 중성자(thermal neutron) 의 경우에는 원자와

충롤하여 셔로 반사되지 않고 핵반응 일으켜서 원소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소변환이나 이에 따라 방출되는 입자률이 초천도체의

특성올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이와같이 다콘 원소로

변한 원차는 초천도재료내에서 불순물과 같은 역활을 하나 연쇄반옹이

아니므로 집척성량여 매우 르지않으면 초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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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척다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고올 초천도체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영향운 주로 속 중성자에 의하여 유발된 결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셔 본 시험에 사용된 Bi 산화물계 초천도체의

경우에는 다륜 구성원소들에 비하여 산소와 질량이 가장 착고 원자간의

결합력이 약한것율 고려하면 산소의 PKA는 i 다른 원소보다 훨씬 콘

이탈속도롤 갖게훤다. 또한 연쇄반용에 의하여 격자점으로 부터

이탈되는 원소도 그 비율에 있어셔 산소가 다른 원소률 보다 월등히

많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중성자 초사에 의해 생기는 결함운

주로 eu-o 변의 산소공공이나 격자교한 혹운 격자점치환(site exch뻐ge

disorder) 등이 유발훨 것이므로 이로인한 초천도성의 변화가 야기된다고

불 수 있다. . 또한 충성자의 에너지가 매우눔아 이러한 쩔함이

연쐐반용으로 집중되어 발생할 경우 이 결합은 초천도내부에셔 pinning

site로 작용하여 fluxoid 의 비가역운동율 가져와셔 결과척으로 입계천류

벌도둥율 층가시키는 컷으로 추륙된다.

한면 이제까지 연구될 초건도체에 대한 충성자조사효파 연구결과률

쌀며보면 다옴과 같다.

먼저 금속화합물계 초천도체인 Nb-Ti의 경우 집척션량 10E18 n/em2

까지 충성자률 조사시킨 경우 입계천이 온도가 9 K 에서 0.5 K 청도

감소하였으며 천기저항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때

입계천이온도의 감소는 주로 supereondueting gap anisotropy 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보고있다 [30]. 측 이와같운 입계천이온도 (Te) 의 감소는

단지 중성자를 조사시킴으로 인하여 전기저항이 증가한 때문 만이

아니고， 이는 저옴에서의 중성자 조사후 시료를 다시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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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켰올 때 입계천이온도의 회복(recovery) 이 전기저항의 변화에 대한

Tc의 차이의 처옵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데셔 알 수 있다[31].

결론척으로 조사에 따른 self interstitial 에 의한 전기저항의 충가는

다른 원인에 이한 엄계천이온도의 감소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이 50%

정도라고 보고되 고 있다[31]. 또한 upper critical fie1d(Hc2) 의

중성자 조사에 따른 영향윤 이론에 의해 예측된 바와 같이 비

초천도상태일 때의 전기저항 증가에 따라 선형의존정올 보여주고 있다

[32],

입계전류밀도의 충성자 조사에 의한 변화는 다소 북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었다. U11maier 등은 낮은 올도에셔 초천도쳐1에 천자와

충성자를 조사시켰올 때 천기저항의 증가를 같게 하였으나 이에 i 따륜

입겨l천류밀도의 변화는 셔로 다륜 결과를 나타내었다. [33] 측 천자률

조사시킨 경우에는 입계전류밀도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중성자률

조사시킨 겸우에는 입계천류밀도가 2배정도 증가되는 결과가‘나타났다.

또한 자기장에 대한 pinning"force(Fc = Ic H) 의 측정결과에서 Hc2

근처에셔 peak 가 발견되었다[33]. 이와같이 서로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은 조사시키는 입자에 따라 생성되는 결함발생 기구가 셔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족 전자의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frenkel pair

결합운 f1uxoid 에 pinning force 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한 크기가 못되는

반면， 중성자조사에 따른 결함 측 연쇄반응에 의한 결함운 훨씬 커셔

충분히 pinning force 로 착용한다고 여겨진다. 일반척으로 결함에

비해 pinning force 가 증가하면 이에따라 입계전류빌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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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 Nb-Ti 의 경우에는 중성자 조사에 따라 입계천이온도의 변화가

미약하였으나 A15 화합물계의 경우에는 초천도특성이 중성자조사에 르게

의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A15 화합물계는 A3B와 같운

구조롤 가지며 톡히 (100) 방향의 A원자의 결합이 중요하다. 그련데，

이 결합이 중성자조사에 따라 생성되는 격자공공이나 B 원자의 A

위치로의 치환둥에 의하여 교한되면 이로 인하여 급격하게

입계견이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질제로 A15

화합물계인 Nb3Sn 의 경우에 있어서 약 5XI0E19 n1cm2(E>O.l MeV) 까지

조사시켰율 때 압계천이용도는 18K에셔 5 K 로 급격히 감소하고

입계천류밀도도 거의 0 으로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4] .

고몰초천도체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성험결과률 요약하면 다음파

같다. 미국과 명국에서 추로 Yittrium 계열의 초켠도체룹 약 10E18

n/cm2 의-중성자칩척선향으로 조사시킨 경우 입계켠야올도가 약 3 K

청도 감소하는 것으로，보고되었다[13-17]. 한현 Bi 계 초천도체롤 7.6

x 10E17-n/cm2 (E)O.l MeV) 의 중성차 칩척션량까지 조사한 결과

입계천이운도가 102 K 에셔 94 K 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6]. 또한 조사훤 시현의 자화곡선의 혹정결과로 부터 Bean

Model에 의하여 입계자화천류밀도률 혹정한 결과 죠사천에 버하여

입계자화천류밀도가 약 2-3 배 종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4] ， 아는

종래의 금속화합물계에셔 나타나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계천류밀도는 업계내부의 (intragrain) 입계천류밀도로셔 실제

융용시에 중요시되는 transport current density와눈 차이가 있다.

실제 현재 개발중인 고운초전도체에서 intergrain current ’ dens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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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낮윤데 이논 입계률 사이의 약한 결합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셜명되고 있다.

볼 실험에서는 현재까지 개발훤 산화물계 초전도체중 비교척

입계천이운도가 놓윤 Pb-doped BiSrCaCuO 계 시료률 사용하여 중성자

조사에 따륜 특성변화률 관찰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초천도쳐l는

고상반용법올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제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운

참고문헌 [36] 에 찰 기술되어 있다. 한현 밀도가 높은 시펀율 쩨조하기

위하여， 일차 소결한 서현율 다시 분쇄한 후 성형하여 소결함으로셔

초천도 시료의 최종벌도가 높운 시료를 얻었다. 이 때 일차소결한

시료의 밀도는 2.83 glCI찌 이었으며 이차소결한 시료의 밀도는 4.24

glcnβ 으로셔 1. 5배정도 밀도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시현의

입계전이운도는 일차소결사펀픈 ‘ lOll< 였고 ql차소결시펀운 96K로셔

밀도가 높은 서현의 입계전이올도가 5 K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 소결과정에셔 일차소결된 시편에，존재하던 lOOK 급 초전도상이

재소결시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셔는 이와같이 입계전이옴도와 밀도가 다른 두

종류의 Pb-doped BiSrCaCuO 시편을 이용하여 이의 중성자 조사효과를

관찰하였다.

원반혐태로 소결된 시펀운 모두 따2X12 mrn 의 막대모양시펀으로

가공한 다음 이의 입계전류밀도와 입계전이온도를 륙정하였다.

입계천이온도는 lock-in-amplifier 툴 이용한 4 단차 측정법요로

측정하였으며，시펀에 흘려준 전류는 주파수 100 Hz 의 교류 l mA 였으며

서현의 옴도는 액체질소 올도인 77 K 에서부터 분당 0.8 K 의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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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시키면셔 측정하였다. 입계전류밀도의 측정도 역시 칙휴 4 단자

측정법올 사용하였으며 전압측정 단자사이에 2 μV의 천압강하가

발생하였율 때의 전류셰기를 입체천류로 결정하고 이를 시흰의

단변책으로 나누어셔 입계천류밀도를 계산하였다. 이 들 측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운 참고문헌 [36] 에 기술되어 있다.

· 이렇게 천기저항과 입계천류밀도를 측정한 시훤율 알루미늄 캡슐에

넣어셔 TRIGA Mark III 원자로의 중성자 조사공에셔 1.5 X 10 E18 n/cm2

의 중성자 칩척선량으로 조사시쳤으며， 조사된 시료률 본 연구소

조사후시험로 이송하여 같운방법으로 시펀의 입계천이온도와

입계천류밀도를 륙정하였다.

고상반용법으로 제조한 입겨l천이온도가 101K 이고 밀도가 낮윤 시료와

이차 소결율 통하여 밀도가 놓고 입계전이온도가 96 K 인 두 종류의

Pb-doped BiSrCaCuO 고옴초전도 시료를 TRIGA Mark III 시험용

원자로에서 총 중성자 집척선량 1.5 X10 E 18 n/cm2 로 조사시킨 다옴

이들의 입져1천이몰도와 입계천류밀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27운 각 시현의 중성자 조사천후의 옴도에 따른 천기저항의

변화를 측청한 결과이다. 아 결과어}셔 보면 입계천이옴도가 101 K였던

시현은 중성자 조사에 따라 천기져항이 감소하기 시착하는 onset 올도는

114 K정도로셔 중성자조사천과 변화가 없었으나 전기저항이 완전히 0

이 되는 입계천이온도는 96 K 로서 약 5 K정도 감소하였고 상옴에셔의

천기저항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올 보였다. 그러나 조사천의

입계천이옴도가 96 K 인 고밀도 시료는 조사후에도 입계천이온도가 코게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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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셔 보면 조사천의 입계천이옴도가 셔로 다른 두 시료가 같윤

정도의 충성자조사에 따라 셔로 다른 륙성변화툴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두 시료의 제조과정에셔 초천도 암계천여옴도를 결청하는 고윤상이 서로

다른 산소함량올 가지게 되었게 때문으로 생각된다. 측 입계전이올도가

lOll< 인 월차소컬시휠율 다시 분쇄하여 재 소결하는 과청에셔 100 K

급의 고올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산소합량율 가진 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분으로 생착된다.

또한 본 산화물계 고운초천도 재료의 경우 충성자조사의 효과가

상대책요로 질량이 가장 확고 원자간의 결합력이 약한 CuD 변의 산소에

주로 영향율 마차논 것율 고려하면 위의 투시현에 대한에 실험결과가

이해훨 수 있다. 즉 초사천의 입계천이온도가 96 K인 시현에 비해

상대척으로 산소함량이 충분한 입계견이옴도 101 K의 시면운

충성자조사에 의해 고용상에 필요한 산소가 협게 격자첨율 이탈하여 CuD

변의 산소공공이나 격자교한등율 유발하므로셔 입계천이온도가 낮아진

반면， 입계천이올도가 96 K 인 시훤에셔는 충성자조사에 의해 협게

격자캠률 이탈할 수 있는 결합력이 약한 여분의 산소가 척고 나머지

구조내의 산소는 강하게 결합되어 협게 격자점율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측 고운초천도체 내부의 산소가 추로 숙

충성자와의 한성충롤에 의하여 격자점율 이탈하므로셔 초천도성의

변화룰 유발한다고 보여지나， 이와같이 격자점율 이탈하는 산소의

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초천도체간의 중성자 조사에 따륜 욕성의

변화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한현 두시현의 차이는 산소함량의 차이외에도 시료의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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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이 밀도차이에 의하여 중성자조사에 따른 륙성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고는 생각하기 힘틀다.

본 시훤 내부의 산소원자가 충성자 조사에 의하여 탄성충롤하여

격자점올 이탈했다고 가정하고 이와같이 이탈된 산소원차가

벌리이동하지 못하고 원래의 위치근쳐에셔 interstitial 이나 frenkel

pair 결함율 형성하고 았율 수 있다. 이련 경우 상옹에서 산소의

자기확산(self diffusion)등에 의하여 그 욕성이 회북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시료의 입계건이온도률 륙정하였으나 벌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같윤 원리에셔 이탈된 산소원자에 더 콘

혈에녀지를 주어 위치륨 이동시키기 위하여 조사천의 입계천이운도가

101 K 였던 중성자조사후 시료를 450 C 에셔 1 시간 동안 열처리한다옴

입계천이올도를 측정하였으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셔

이와같이 격자점올 이탈한 산소는 쉽게 환원될 수 없거나 또는 협게

회북되지 않는 산소공공등의 격자결함울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28 는 각 시현의 중성자 조사전 후의 입계천류밀도 (Jc) 를

혹정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셔 보면 조사전의 입계전이옹도가 101 K 인

시현의 경우 조사전의 Jc 는 0.75 A/Cm2 으로 상당히 작옴 값올

보였으며 충성자조사후 에는 0.25 A/cm2으로 감소하였다. 한현

이차소컬한 입계전이온도 96 K의 시현은 조사전의 Jc 가 1.5 A/cm2 로

일차소결한 시현에 비하여 2 배정도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시현의

밀도증가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시펀에셔는 중성자

조사후에도 입계천류밀도가 조사전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입계천류밀도 측정결과는 입계전이온도의 측정결과와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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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명될 수 있다. 즉 입계천이온도가 높윤 101 K 급 시현의 경우에는

Cu-O 변의 산소가 이탈하므로서 current path 가 끊기거나 이로인한

전기저항의 츰가로 인하여 입체전튜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훤다.

그러나 입계전이올도가 96 K급의 시현에셔는 Cu-O 변의 륙성이

중성자조사에 코게 영향올 받지 않옴으로 인하여 입계천류밀도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금속화합물계 초천도체나 Yittrium

계멸의 고용초현도체에 대한 중성자 조사연구에셔 발표되었듯이， 중성자 ‘

조사로 생건 결함으로 인한 flux pinning center 의 증가와 이로인한

입계천류밀도 증가현상운 본 · 연구에서는 환혹되지 않았다. 이는 본 ·

시험에 사용된 중성자속의 에너지 분포어}셔 ‘ flux pinning center 로

착용할 수 있는 콘 연쇄결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높은 에녀지의 속

중성자 밀도가 높지 않으며 또한 전체척인 중성자 집척선량도 르지않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시험에셔는 중성자조사에 따라 이렇게

입계천류밀도의 증가를 유발활 수 있는 연쇄결합은 생성되지 않고 Cu-o

변의 산소에만 영향올 주어 입계전류밀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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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 론

CVD법에 의해 77K 이상에셔 효천도륙성율 보이는 . YBaCuO 박막올

성공척으로 제조 하였다. 반용관의 압력율 변화시켜볼 결과 반용관의

압력변화에 따른 YBaCuO 박막의 컬청학척 구조 빛 용도-져항륙성율 코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압력이 20 torr에셔 5 torr로 바뀔때 박막의

두께가 약 3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압력감소에 따륜 박막행점 속도의

즘가에 따른 박막의 porosity도 충가하였다. 기판의 종류률 바꾸어

제조한 봐막 의 경우 에gO(lOO) ， YSZ(lOO) , SrTiOJ(lOO) 단곁청의 경우

epitaxial growth가 일어났으며 다결정 SrTiOJ의 경우에는 preferred

orientation이 관찰되지 않았다. 판결청 SrTi03 (100) 기판의 경우

2차원척 epitaxial growth가 관찰되었다. YSZ(lOO) 거판의 경우

꽉분척으로 2차원척 epitaxial growth가 일어난 것운 추북할 만하다.

SiTi03( 100) 단결정위에 종착된 박막의 경우 Jc가 (15만 AI빼) 이상의

놓윤 값율 갖는다.

(Bi ， Pb)SrCaCuO의 소결 시 고옴 초천도 상 생성파 더불어 소컬체의

밀도가 층가하는 소결체 팽창현상이 관찰훤다. 소결시간에 따른

소결과정몰 치벌화와 de-densification 으로 나누어 치는데，

치밀화과청윤 져온 초천도상과 액상이 공존할 때 발생하며， 액상이

존채하더라도 고온 초천도상의 생성 빛 입자성장 이 밀어나면

밀도캄소가 시착훤다. 소결 충 Pb의 기화가 관찰되는데， 소결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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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밀도가 이론 밀도의 80%이하이므로 Pb의 기화가 시훤팽창에

영향올 줄 가능성운 배제된다. 소결체의 밀도감소는 고온 초견도 상의

입자 생성 및 생성훤 입자의 성장요로 부터 유발된다. 고온 초천도상

입자들윤 판상혐으로 상당히 콘 이방성 성장올 보인다. 입자성장운

기공의 생성과 성장율 수반하며， 생성기공들운 이방성 입자성장에 따른

입자의 낮운 에너지 변들로 둘러 쌓이게 훤다. 결국， 판상혐의 고용

초전도상윤 이러한 기꽁들올 생생하면셔 시현의 바 깥확으로 성장하게

되어 시현의 코기는 증가하게 훤다. 입자률이 성장하면 이 계의 천체

표면에녀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확운 입자들운 소멸하고 콘 입자들 운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운 기공의 성장울 유발하게 된다.‘ 성장한

입자들의 낮은 표면 에녀지 면들로 둘러 쌓인 기공률은 에녀지쩍으로

소멸되기 어려우므로 시펀의 치밀화를 어렵게 반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고운 초견 도상의 생성 빛 성장에 의한 소결체 팽창운 입자툴의

이방성 성장과 이에 따른 기공 성장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공정으로 완전히 단상의 고옴 초전도상으로 제조 후 이 분말올

다시 mold어l셔 pressiQg한 다옴 소결할 경우 시펀의 표변에 성장하는

입자들올 c 축요로 방향성올 갖게 된다. 이 방향성 입자배열은 생성된

초전도입자의 이방성 성장에 겨인하며 입자에 가해지는 성형압이

증가할수록 방향성 배얼청도는 증가한다. 측， 입자의 배얼운

냉간가공에 의해셔 이루어지며 소결시에 압자성장으로 인하여 각

입자간의 접합 잊 치밀화가 진행되어 방향성 성장올 한 시현올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선재제조에도 척용휠수 있는데， 윤관으로

띠북한 초전도체툴 rolling법올 이용하여 두께가 약 100μ 인 초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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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가공할 경우 피북관내의 초전도 분말이 rolling방향으로

펌행하게 배열됨올 X-선 회철시험올 풍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초천도

션채에셔 초전도 입자의 방향성 배열올 증진과 각 입자들올 연결시켜

주기 위해셔는 후 얼처리 공정이 필요한데， 꽁기중， 800 °C-850 °C에셔

소결할 경우 윤과 초전도상이 서로 반웅하여 고올 초전도 상이 푼해핍올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윤과 초천도체와의 반웅올 방저하기 위해셔는

diifusion barrier의 사용이나 열처리시의 분위기 제어와 같윤 방법과

같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상반용법으로 제조한 입계천이온도가 101 K인 Pb-doped BiSrCaCuO

고윤초천도체와 이를 분쇄하여 재소결하여 밀도가 층가흰 임계천이옴도

96 K 인 두 종류의 시현올 총 중성자 집척선량 1.5 X 10 E18 n/cm2 으로

조사시킨다옵 이의 입계천이올도와 입계천류밀도를 륙정하여 다옵의

결론올 얻었다.

1) 중정자 조사천의 암계천이온도가 101 K 인 시면운 조사후에 96 K

로 감소한 반면， 조사전의 입계천이온도가 96 K 안 시훤윤 중성자

조사에 따륜 입계천이온도의 변확가 관찰되지 않았다.

2) 입계전이옹도가 101 K인 시환의 중성자 조사천 임계천류밀도는

0.75 A/cm2 이었으나 중성자 조사후에는 0.25 A/cm2 으로 감소하였으며，

입계견이올도 96 K 인 시현의 입계천류밀도는 충성자 조사 견후 모두

1.5 A/cm2 으로 륙정되어 변화가 없었다.

3) 이상의 결파로 부터 혼 고운초천도체의 중성자조사에 따른 영향은

주로 Bi 계열 고옴 초천도체의 고옴상율 구성하는 Cu-O 변애 영향올

미치며 특히 이 면의 산소함량에 영향올 주는 것으로 생각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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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formation in PbBiSrCaCuO bulk superconductor

C J. KIM. C. K AHEE , C. T
D. Y. WON
Korea Advanced Energy Research.lnstltute.. POBox 7. Daeduk Danjl Dae/un. 302-353.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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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that the represslOg step for the prepared
superconduct lOg particles takes an Im'portant role m
the surface tellturlzln8 of a bulk sample

To Investigate the eπeet of a cold compac“ng
pressure on the formmg of the surface tellturlzln8‘ the
samples were, pπpared under various compacting
pressure. The않d powder is of high Tc single pha앞

The variation ofthe (00쁘) peak with the compacting
pressure for the samples sinter빼 at 855°C for 17h
was Illustrated in FIg. 2. As the cold compacting
pressure inCπases， the intensity of the (OO !.Q) peak
gradually increas혀. Furthermoπ. the (00댄) peaks
of the repπS앞d and resintered sample is more strong
than that of the as-pres용d sample. It implies that the
ong lO of \he tellt~rizing is due to the CC?mpacting.
pressure’ but the formation of the texture is ·p.romo‘ed
by ’ the heat treatment

An SEM surface micrograph for the repressed and
reslntered sample was shown In FIg. 3 The mlcro
structure shows that the grown plates were ahgned
along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c-all.is. The
textured structure was also ob앞rved m the centre of
the sample but the degree of the texturlzmg was less
than the surface of the sample

As reported 10 prevIous studIes [4. 5). the gram
shape of the hIgh T< phase is a thm plate with a
thickness of few micron and a wIdth of ten micron
order The growth dlrec\lon of the hIgh plate IS paralle\.
to the ('-plane of a umt cell [5. 6J Although the sm
tered body WdS ground In a mortar beforε repressmg‘‘he crushed particles would stili retam their original
shape bec‘IUse of the great anisotropy When the
grOl~d powder‘ were pressed by umaxlal ~tress 10

‘I mould. the particles m:ght be ahgned al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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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ell known ihd“ he gram'ιalignment method such
as melt texture growth IS very effective IIi increaSing a
cntlcal current density. of the ‘ superconductmg
matenals [I. 2J 、 The poor C꺼tical current densl\y of
polycryslalhne oXIde superconduct?~ res비샌 from the
amsotroplc property of su야πqnductil!g crystal and

‘ the grainboundary segregation of nonsu야rconductlng

phases. Recently. Endo it al. (3] found a natural
tellturizing with a c-axis perpendic바ar to the surface
ofthepres풍d Pb8iSrCaCuO sample. The used powder
waspκpaπdby the conventio~lsolid ~tate reaction

‘ method using powd~rs. This telttu꺼zing eπeet of the
superconducting grains will 야 。r practical impor
tance. since it may be applicable to the fabrication
technique for wire, tape and thin film. The putpose of
this work is to ‘m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xturizing 10 sintered bulk sample. The degree of the
textunzmg with cold compacting pressure was investl
gated 10 the PbBiSrCaCuO앓mples. The origin of the
texturizing superconducting grains was discussed 10

terms of their growth shape.
Samples were made by the conventional solid state

reaction usmg 8110)' PbO, srCo" CaO and CuO
powders of 99.9% purity The powders were weighed
and well mIxed In alummar mortar and pestle The
molar ratio of the starting matenals was 0 7 0 3. I
I: I 8for81 Pb·Sr·Ca:Cu. Thepowdermlxturewas
calcmed at 830°C for 24h m air After gnndmg of the
calcmed powder. p히lets were made by pressing the
powder of a s‘eel mould w‘th a dIameter of 15 mm
under 300 kg cm 1 The calcmed powder was sm tered
855° C for about 300 h and then air cooled The
slntered sample .Ifter the prolonged smtenng was
Identified as a nearly high T< single phase by X-ray
analysIs These slntered samples were crushed‘ ground
and then repressed m a mould with a diameter of
20mm under vanous compactmg pressures up to
l아삐 kg cm -1. The microstructures were investigated
by scannmg electron mIcroscopy (SEM). Thξ phases
formed were IOdentlfied by X-ray powder diffraction
(XRD) usmg Cu(K.

o
) radIation

Fig. I shows the XRD patterns for the surface ofthe
sample slO tered at 855°C for 336h and reSlntered at
855° C for 17 h after gnnd lOg and repressmg under
600 kgcm1. The XRD patterns showed that the major
phase In the sample IS a hIgh T. phase (I 10K) but
small amount of a low T< phase (80 K) also ell.sls
Also. the strong (00 1) peaks were observed These
strong peaks mdlcate that the ‘ -oriented texture str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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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he te、 tured structure at the surraιe 01“ i
sampl~ 、‘'ould be formed by the application 이‘ the
shear strc~s at the contact pomt be‘ween par‘Ides and
mould surface. On the other hand. the repressed and
resintered sample had a more highly onented surface
than the pressed sample. It is thought tha‘ the grow‘h
of the texture grains as well as the increasmg of the
welltextured area a‘ the surface by densification also
contributed to the surface texturizing.

In summar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a cold
‘;ompacting pressure on the formation of the textured
surface in PbBiSrCaCuO bulk superconductor. The
c-oriented texture structure was found to be formed
along the direction perpendic띠ar to the compa다Ion.

The degree of the texlurizing depends on a cold com
pacting pressure. Nature of the grain shape of the high
τ phase is crucial in making the tex.tur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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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aCuO films were prepared on MgO(100) single crystal

substrates at 850°C under various pressures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The films showed superconductivity above

liquid nitrogen temperature( Te.o = 81 ..... 84K ). A faster growth of the

films that accompanied the formation of porous microstructure was

observed as the pressure wa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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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discovery of high Tc oxide superconductor by Bednarz and

Muelle r£1] , many intensive studies were made to find a new superconductor

with higher Tc. Thereby, new high Tc superconductors of YBaCuOI21(

Tc=90K ), BiSrCaCuO[3](Tc=10SK ) and TIBaCaCuO[4]( Tc=120K ) have

been found. On the other hand, the preparation techniques of the films of

those superconductors have been of great interest to researchers.

Recently, A very promising technique for the preparation of the

supercondu~ing thin films has developed in YBaCuO system by Yamane et

ailS] and Berry et al[6] and in BiSrCaCuO system by Ihara at all꺼. Very

recently, Watanabe et al [8] succeeded in preparing YBaCu。

superconducting thin films with a Tc of 91 K and'a high Jc of 10SAlcm2(

77K ) even under high magnetic field of 27 Tesla by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 LPCVD ) method. However, the pressure dependence

of the formation of YBaCuO films has not been reported yet.

In this work, the effects of pressure on the formation of YBaCuO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by observ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 and

X-ray diffraction( XRD ) and by measuring the electrical resistance of the

films.

Used source materials were beta-diketone chelates of Y(thd) , Ba(thd)

and Cu(thd} ( thd= 2,2,6,6-tetramethyl-3, 5-heptanedionate) ( Strem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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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chelates were evaporated at 137-2640C. -The source vapors of V,

Ba and Cu were transported into hot zone by using Ar gas( 100ml/min,

respectively) and 02 gas( 300ml/min) was introduced separately. The

CVD reactor was a hot wall type. Fig.1 shows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CVD system.

Deposition of VBaCuO films were pe야armed on MgO(100) substrates

placed noemal to gas stream at 850°C at the reduced pressures of 5, 10

and 20torr. Deposition time was 1h. After deposition, the films were cooled

to 5000C with a cooling rate of 15°C/min and held for 30 min.

X-ray diffraction (XRD) data were obtained to examine the structure of

the films. The microstructures of the films were observed by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 Electrical resistance was measured by using

ac four probe method.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resistance of the films , which were

prepared at the pressures of 5, 10 and 201orr, is revealed in Fig.2.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superconducting transition starts at a nearly same

onset of 88K irrespective of pressure change. Zero resistivity was

obtained at 81 K for the film prepared at 2010rr and 84K for 5 and 10torr.

Fig.3 shows the XRD pattern of the VBaCuO film prepared at 5torr. It can

be seen that a orthorhombic V1Ba2Cu307-x structure was formed with n。

preferred orientation. XRD peaks from CuO second phase and MgO

substrate were also detected.Very similar XRD patterns were observed from

the films prepared at 10 and 20torr. It means that the crystall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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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d texture formation of the films prepared arehardly affected by

the pressure change.

Fig.4 shows the surface SEM micrographs of the films. It can be seen

that the grain size increases as the pressure is reduced and also that a

porous film is developed when the total pressure is as low as 5 torr and a

relatively dense structure at the pressures of 10 torr and 20 torr.

Fig.5 shows the SEM micrographs 야 the fractured cross section of the

films prepared at 5. 10 and 20torr. It can be noticed tnat the film thickness

increases about as triple as the pressure is reduced from 20 torr to 5 torr.

Based on the observations of Fig.4 and Fig.5, it can be said that the

YBaCuO film deposited on MgO substrate grows faster as a lower pressure

is applied. It should be also noticed that a rapid growth of the films

accompained a porous microstructure which may be partially responsible

for low critical current density. Rapid growth of the films at lower pressure is

of advantage to apply CVD method for mass production but the porous

structure may result in a low Jc of the film. Therefore, further work is clearly

needed to optimize the preparation condition satisfying the fast growth and

dense microstructure of the YBaCuO superconducting thin films by CVD

method.

In conclusion, the YBaCuO superconducting thin film with a Tc of 81 K

has been successf비Iy prepared on (100) MgO substrate by CVD. The

structure and R-T characteristics were hardly afftected by total pressure

change. However. the microstructure of the films was greatly influ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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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thickness was increased to triple when the pressure was reduced

from 20 torr to 5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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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aptions

Fig.1 Schematic diagram of CVD system.

Fig.2 Temperature vs electrical resistance for the films prepared at

pressures ~f 5, 10 and 20 torr.

Fig.3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film prepared at 5 torr.

Fig.4 Surface SEM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apred at (a) 20 torr, (b)

10 torr, and (c) 5-torr.

Fig.5 Cross sectional SEM micrographs of the ,fims preapred at (a) 20·

torr, (b) 10 torr, and (c) 5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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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of YBaCuO films on various substrates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by

H.G'. Lee, J.S. Park·’ C.J. Kim, J.C. lee G~W. Hong,
loS. Chang and D.Y. W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O.Box 7, Daeduk Science Town

Daejun 302-353, KOREA

The formation of YBaCuO films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was

investigated by using various substrates. The films on MgO(100),

YSZ(100) , SrTi03(100) single crystal substrates showed superconductivity

above liquid nitrogen temperature( TConset = 87-89K, Tc,O= 8S....86K ) and

an epitaxial growth with a crystallographic relationship of (100)YBaCuOII

(100)MgO,YSZ , (001 )YBaCuOII (1 OO)MgO, YSZ for MgO and YSZ substrates and

two crystallographic relationships of (1 00)yBacuOIl(1 00)SrTi03 , [011 ]YBaCuOII

<100>SrTi03 and (001) YBaCuO II (1 00)SrTi03 and [1 00] Y8aCuO// <1 OO>SrTi03for

SrTi03 substrate. Zero resistivity did not appear down to 77K for a film on a

polycrystalline SrTi03 substrate( TConset = 88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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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discovery of high Tc oxide superconductor by Bednorz and

Muelle r£1] , many intensive studies were made to find a new superconductor

with higher Tc. Thereby, new high Tc superconductors of YBaCuO[2](

Tc=90K ), BiSrCaCuO[3](Tc=105K ) and TIBaCaCuO[씨( Tc=120K ) have

been found. On the other hand, the preparation techniques of the films of

those superconductors have·been of great interest to researchers.

Recently, A very promising technique for the preparation of the

supercondueting thin films has d.eveloped in YBa~uO system by Yamane et

ailS] and by Berry et a1l6] and in BiSrCaCuO syste'm· by Ihara et al(7). Very

recently , Watanabe et al [8] succeeded in preparing YBaCuO

superconducting thin films with a Tc of 91 K and a high Jc of 105A/cm2(

77K ) even under high magnetic field of 27 Tesla by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 LPCVD ) method. In the previous work[9] , we reported a

faster growth of YBaCuO superconducting thin films on MgO substrate as

the pressure is reduced in LPCVD.

In this work, the effects of substrate on the formation of YBaCuO film by

CVD were investigated by observing the microstructure and the

crystallographic orientaion and by measuring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electrical resistance.

Source materiaJs used to synthesize the YBaCuO superconduct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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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beta-diketone chelates of Y(thd) , Ba(thd) and Cu(thd) ( thd=

2,2,6.6-tetramethyl-3, 5-heptanedionate) ( Strem Co.• Ltd). These chelates

were evaporated at 137-2640 C. The source vapors of V. Ba and Cu were

transported into hot zone by using Ar gas( 100mllmin ) and 02 gas(

300mllmin) was introduced separately. The CVD reactor was a hot wall

type.

Deposition of YBaCuO' films was carried out on various substrates

placed normal to the direction of gas stream at 900°C at a reduced pressure

-of 15 torr. MgO(100), YSZ(100), and SrTi03(100) single crystals 'and

polycrystalline SrTi03 substrates were used for the experiment.

Polycrystalline SrTi03 substrate was prepared by liquid phase sintering

method at 14500 C. Deposition time 'of CVD was 30 min. After deposition,

the films were cooled down to 500 0 C with a cooling rate of 15°C/min and

held for 30 min.

X-ray diffraction (XRD) data were obtained to examine the

crystallographic structure and orientaion of the films. The microstructures of

the films were observed by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

Electrical resistance was measured by using ac four probe method.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resistance of the films. which were

prepared on MgO(1 DO). YSZ(100) , SrTi03(100) and polycrystalline SrTi03

substrates. is shown in Fig.1.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superconducting transitions start at a nearly’ same temperature( TC,on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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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 ) regardless of the type of substrates. Zero resistivity appeared at

8SK, aSK and aSK for MgO(100), YSZ(100) and 8rTi03(100) single crystal

substrates , respectively and no zero resistivity to 77K for a polycrystalline

substrate. It is noticeable that the film deposited on 8rTi03(100) single

crystal substrate has a sharp superconducting transition of T =1 K and

relatively broad transition T= 3K for MgO(100) and YSZ(100) substrates.

It is considered that the wide transition width with no zero resistivity to 77k

for a polycrystalline SrTi03 substrate may be due to the poor grain

boundary properties of the substrate which was prepapred by liquid phase

sintering.

Fig.2 shows the XRD patterns of the films prepared on various

substrates. It can be seen that a «100) + (001)) preferred orientation is

clearly formed for the films deposited on single crystal substrates and a

randomly oriented film appears for a polycrystalline SrTi03 substrate.

Fig.3 shows the 8EM micrographs of the films deposited on various

substrates. It can be seen that a two dimensional arrangement of the needle

like grains are ‘ developed for 8rTi03(100) ,and (100) and (001) oriented

grains( Fig.2 and Fig.3 ) are randomlyoriented around the plane normal to

MgO(100), YSZ(10이 substrates. It can be also recognized that the films

have many pores ~nd , especially, large pores( -10um ) are formed for a

polycrystalline SrTi03 substrate.

Fig.4 shows a cross sectional SEM micrograph of the film deposited on

SrTi03(100) single crystal substrate( Fig.4-(a)) and, a high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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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micrograph of the film deposjt~d on YSZ(100) substrate(Fig.4-(b». It

can be seen that the needle-like grains in Fig.3-(c) turn out pi하e-like ones.

From the p’anar shape of grains( Fig.4-(a)), it is considered that the needle

like grains in Fig.3-(c) have (100) crystallographic plane orientation and a

long side of lateral direction has [001] direction. Chan et a1l10) reported

epitaxial growth behaviors with two crystallographic relationships of

(100)Y8aCuoll(100)SrTi03 , [011]YBaCuOIl <100>SrTi03 for (100) oriented

grains and (001) YBaCuol( 100)SrTi03 , [10이 YBaCuoll <100>SrTi03 for (001)

. oriented grains.
“

In Fig.4-(b) , it can be seen that two

dimensionally-epitaxial grown grains are groupped even on YSZ(100)

single crystal substrate from place to place.

Based on the above observations, this work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formation of YBaCuO films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was

investigated by using various substrates. The films on MgO(100).

YSZ(100), SrTi03(100) single crystal substrates showed superconductivity

above liquid nitrogen temperature( TConset = 87-89K, Tc,O= 8S....a6K ) and

a epitaxial growth with a crystallog raphic relationship of with a

crystallographic relationship of (100)YBaCuO// (1 00)MgO. YSZ , (001 )YBaCuoll

(100)MgO, YSZ for MgO and YSZ substrates and two crystallographic

relationships of (1 00)YBaCuoll(1 OO)SrTI03 , [011 ]YBacuo!l <100>SrTi03 and

(001) YBaCuO II (100)SrTi03 and [10이 YBaCuOl1 <100>SrTi03for SrTi03

substrate. Zero resistivity did not appear down to 77K for a film on

polycrystalline SrTi03 substrate( TConset = aaK). It is very interesting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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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dimensional epitaxial growth , enen though it is observed from place to

place, occurs for the film deposited on YSZ(100) single crystal substrate

by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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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aptions

Fig.1 Temperature vs electrical resistance for the films prepared on

various substrates: (a) MgO(100), (b) Y8Z(100), (c) SrTi03(100),

and (d) polycrystalline SrTi03.

Fig.2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films prepared on varioLis

substrates: (a) MgO(100), (b) YSZ(100), (e) SrTi03(10며， and (d)

polycrystalline SrTi03.

Fig.3 Surface SEM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pared on various

substrates: (a) MgO(100), (b) YSZ(100). (e) SrTi03(100), and (d)

polycrystalline 8rTi03.

Fig.4 (a) cross sectional SEM micrographs of Fig.3-(c) and' (b) high

magnification micrograph of Fig.3-(b). Arrow indicates a

needle-like grain in Fig.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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