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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제 목

고온초전도션재개발에 관한연구

ll.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액체칠소의 비등점인 77 K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고온 초전

도체가개발된 후 이를이용한신에너자 기술및 산업 응용기술이 전세계적

으로연구의초점아되어왔으며근래에는실용화가가능한 결과들이 발표

되고있다.

초전도재료는발전기，송전케이블，전기저장등의 전력 시스댐과핵융합，

MHD 발전등지존에너지 체동의 효율을 획기적으로높일 수 없는기술의 핵

심적인소재이며 이외에도 자기부상열차，핵자기 단층촬영，주자원회수용

자기분리 장치， 초고속 연산 컴퓨터 무접촉 베어링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그용도가접접 확장되고있다.

초전도 채료를 이와같은산업분야에 활용하기 워해서눈 재료의 초전도전

이온도，엄체전류밀도등의특성을 향상λI격야 하며， 각각의 용도에 척합한

형태인 션재나 박막등의 형태로 가공동}는 기술。l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분야 및 산업전반에 혁신적인 변화을 가져올수 있는 고

온초전도재료의제조기술및실용화기술의개발이시급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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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YBaCuO 산화물초전도체의 임체전류밀도， 기계적， 자71

적 특성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확립과 제 2 상 첨가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또한， powder-in-tube 공정 요로 제조되는 Bi-초전도체 션재의 가공 및 열

처리 기술확립을위하여，피복재료로 A}-용되논픈과초전도체간의 상호반응，

단십 및 다십션재 가공기술， 후 열처리 공정을 통한초전도업자의 일방향성

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ll. 연구의 내용

상기목적을수행하거위하여 다음과같은연구를수행하였다.

-준용융법에 의한고자력 YBaCuO 제초

. 액상공정을이용한고자력초전도제조기술개발

. 액상공정으로제조한시편의 기쩨적 성질과자가적 특성

. 산화물 및 화합물 첨가에 따른 미세초직 변화

-' CeOz 을 첨가한 YBaCuO초전도체의 상전이 연구

. YBaCuO에 대한 Ce 의 용해도 및 반응

.Ce02 첨가에 따른사방정-정방정 상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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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초전도션재화가초연구

· BiPbSrCaCuO 에서 Ag/Ag20 첨가에 따른 상호 반응

.소결시간및 분위기에따른초전도상생성

- Powder-in-tube 공정에 의한 Bi-쩨 초전도단심 및 다심 션채 제작

‘ 인발， 압출등의 소성가공이론

.초전도입자배열에 따른 임체전류밀도특성

.윤관을이용한초전도단심선재 제작

.단심선채의 가공조전 및 열처리 공정

.단십션재를 이용한다심션재 가공기술

IV. 연구개발결과및 활용

금속은과은산화물을첨가한 BiPbSrCaCuO 산화물에서 고옴초전도상인

2223상의 생성에 대한소결분위기의 영향을조사하였다. 소결분위기는순수

산소，공기중과낮은산소분위기 (OJAr=1/13)이었으며，모든 분위기에서 첨가

불과초전도상간의 심각한 반응운 판찰되지 않는다. 고온 초전도상인 2223

상의 쟁성윤공기중보다O/Ar=1/13에서 촉진되나， 순수산소분위기에서는

저온초전도상인 2212상이 안정화된다. 첨가된 금속운운첨가물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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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산화물운금속은으로환원되어 초전도상내부에 불산된 업자형태로존재

한다.

지체적특성을 향상시키고자 YBaCuO초전도체에 여러종류의 급속산화

물을 첨가하여 이에 따른 초전도성， 미세조직， 미세경도의 변화를 관찰하였

다. 시편은 하소된 123 분말과 첨가물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준용융법으로

쩨초하였다. Cr203를 채외 한 모든 금속 산화물 첨가는 YBaCuO 초전도쩨 의

초전도성을심각하게손상시커지 않는다. 이들첨가물의 대부분은 123 초전

도상과반응하지 않으며제 2 상의 형태로초전도입자내에분산된다. CdO ,

Cr20 3 와 Sb20 3 첨가의 경우는 초전도 입자의 성장을 억제하는 반면 t Ce02’
Nd，.°3 와강O2가첨가된시연에서는 3-6mm 의 커다란 123 업자의 성장이 관

찰펀다‘또한금속산화물첨가얘 의하여 생성된 제 2 상틀은초전도체의 미세

경도를상승시커는데，이는(초전도+제 2 상) 의 복합체 형성에 따른것으

로판단된다.

준용융법 열처리 공정을적용하여높운자기적 특성을가지는초전도체

를제조하였다. BaSn0 3 분말을 123 분말에 섞어서 준용해법으로 열처리한

결과초전도시편의 자기적 특성이 증가하는 경향을보였으며 이는 첨가된

BaSn0 3 입자가자기속박효과률준때문￡로생각된다.그러나 Sn0 2를첨

가한시편에서는시료의 자기적 특성이 깝소하였으며 이는 S002 의 첨가에

의하여생성되는 BaSn0 3 업자의 코기가크고 반응과정에서 가지의 특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으로분석되었다. 초기에 첨가하는분말의 조성어I 관쩨없

이 준용융 열처려 이후에 시편에는 BaSn03 만이 존재하였으며 S002 는관찰

되지 않았다.

-v-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YBaCuO에서 Ceoz첨가에 따른 사방정-정방정

상전이와이에 따흔미셔l조직 및 초전도성을관찰하였다. 첨가된 CeOz의 대

부분은 소결과하소중에 BaCe03를형성하며， 이틀중의 일부는 123 초전도

상내로주입되어 사방정-정방정 상전어를유발한다. Y1.2Ce)3~lα~.10)' 의

상전이는 x=0.2 와 0.3 사이에서 관찰되며 미째조직어l서 123입자내의 쌓정의

소멸로잘구별된다. 상전이에도불구하고 Tc의 감소눈미약한데， 이는 Ce

첨가에의한 상전이가산소결핍에의한것이라기 보다는첨가물과 Cu 간의

원자가나배위수차이에 따른것입을 의미한다.

주4유법으로제초한 YBaCuO초전도체에서 BaTi0 3 첨가에 따른초전도

성과 flux pinning 효과를 관찰하였다. BaTi03 첨가에 따라Tc는 약간 감소하

나20% 첨가에도불구하고 90K 가량의높은값을보이며， 이는천이금속을

첨가하여 고상 반응법￡로 채초한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첨가된

BaTi03는 포석싼응중 대부분분해되며 다른제 2 상을 형성한다. BaTi0 3의

대부분은 123상이 나 211 상과 반응하지 않고 초전도상내어l 분산된 제 2상형

태로 존재하는데， 이로 인하여 초전도체의 내자장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BaTi03나 Ti는액상공정으로제조되는후막이나선재의 기판이나 cladding 재

료로의 활용이 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은을피복금속으로사용하는고온초전도혜 션재를 냉깐 인발 및 냉간 압

연하는공정운 powder-피-tube 방법에서의 주된 소성가공과정으로서 이에 대

한 전반적 사항을 서술하였다. 고옹 초전도체 선재는 은과 산화물의 복합체

로서 지금까지 굽속만을이용한소성 해석보다는복잡한결과가 얻어질 것으

로 기대된다. 본보고서에서는 slab method를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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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해석 결과와실쩨 쩨작과정애서 발생하는여러 현상의 발생원인 및 해

결방법을 제시하였다. 위와 갈은 소성해석을 근거로 초전도 단십션채를

powder-in-tube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단십 초전도선재의 제조공정으로

swa웰19-인발-냉간압연/가압공정을사용하여 테이프형의 초전도 션째를

쩨작하였다. 가공된 초전도션재는77 K, OT에서 약 2，000 짜'cm2의 임계전류

값을나타내었다. 초전도체의 입체전류밀도는반복가공에의하여상승하는

대， 이는은관내에서의초전도입자들의 방향성배열과밀접한관계가었음

을의미한다. 또한이와같윤소성가공이론과함께본연구에서는 powder-

II패be 방법으로 108개의 filament를 갖는 다섬선재를 drawing.으로 제조하였

다. 각 fIlament들은다심션재내에서 안정된 위치에 건전하게그형태를유지

하고있었다. 가공경화를풀기위해 650°C ， 1시간풀렴열처리하여소성흐

름을 좋게하여 작업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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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i힐l-Tc Supercondueting Wire

n.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Hi화1 -Tc superconducting materials, which has a potential for energy innovation,

has been developed in a partial success and then it becomes necess하y that domestic

progress shoud be made in development of the superconducting materials and its

application techniques. If the materials can be made to c따ry electric current levels

needed for most applications and can be fabricated into usable shapes ( e. g. b띠k，

wire and film), energy related and microelectrical applications such as generator,

σ따lsmission cable, energy storage system, nuclear fussion reactor, MHD generator

supercomputer, NMR-CT and SQUID could be operated with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In addition, the magnetic force generated from superconducting system

may enable the magnetically levitated σain system and the magnetic separator as well

as for indusσialization of the high-Tc superconductor. For these application fields,

it is inevitable to improve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such as transition

temperature(Tc) and critical current density(Jc) as well as to develop the fabrication

techniques of ceramic superconductor into desires shape such as bulf, wire and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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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For that, the efforts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plastic flow

properties needed for the fabrication of superconductor-metal composite are also

important as well as superconducting properties.

In the present study, the establishment of preparation condition and additive

effects of second elements were examined to improve the various properties of

YBaCuO superconductor such as electrical surrent density and other mechanical and

magnetic charateristics The interaction between Bi-superconductor and silver which

used as a sheath material for wire fabrication, fabrication techniques for single and

multi-filament wire development, alignment of superconducting particles by post

annealing, were also studied for establishing the fabrication condition of Bi-baring

superconductor using powder-in-tube method.

m. Scope and Content of the Pr이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summurized as follows

- Preparation of hi양I-magnetization YBaCuO by partial melt processing

. Preparation condition of the hi혈I-magnetization YBaCuO

.Mech빼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partial-melted YBaCuO

. Effects of additives on superconductivity and microstructure of YBaC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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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transition induced by CeOz addition in YBaCuO

· Solubility of Ce in YBaCuO and its reaction

· Tetragonal-to-orthorhombic phase σ따lsition

- Reaction of Ag or Ag20 with BiPbSrCaCuO superconductor

· Fonnation reaction of 2223 phase in BiPbSrCaCuO/Ag or AgzO

· Effects of sintering time and atmosphers

- Preparation of single and multifilament superconducting wire by the powder

in-tube method

. πleory of plasticity in wiring process

· Preparation of single filament using silver sheath

· Critical current density vs. grain alignment

· Fabrication techniqu않 for multifilament wire using single filament wire.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Effects of sintering atmosphere on the fonnation of the 2223 phase in Ag-doped

X



and Ag20-doped PbBiSrCaCuO system were investigated in three different

atmospheres (pure oxygen. air and 02/Ar=1/1 3). The volume fraction of the 2223

phase increased with incresing sintering time in air and the low oxygen p따tial

pressure. Tc of the samples also increased with sintering마net irrespective of the

type and contents of the doping elements and up to 20 wt% Ag and 21 .17 wt%

Ag20. A considerable interaction among superconducting phases and Ag and Ag20

was not observed in all the atmospheres. ’The doped Ag was presented as isolated

particles in a superconducting rnaσix. whereas the doped Ag20 was reduced to Ag

metal phase and 외so presented as is이ated particles in the rnaσix.

Effects ofthe MeO addition( MeO::: CdO. Ce02•Cr20 3, Nd20 3•Sbz0 3, DOz and

Zr02) on superconductivity and microhardness were investigated in YBaCuO

superconductor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 All the samples except the Cr2°3

added one showed a zero resistance temperature(87-89 K) at above 77 K‘ 맘le

retaining of the high Tc appe따s to be owing to the separation of the added element

from 123 phase. The CdO. Cr20 3 and Sb 20 3 addition in YBaCuO suppressed

grain growth of the 123 phase while the Ce02• Nd20 3 and 강02 addition did not

hinder the grain growth of 123" phase and resulted in the grain size of 3-6 mm. ’The

metal oxide additions we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microhardness of the oxide

superconductor. The enhancement of the hardness was thought to be due to the

fonning a superconductor-inclusion composite.

High magnetization YBaCuO supercoductor were prepared with additions of

BaSn03• SnO z and SiC by partial melt processing. Addition of BaSn03 increase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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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netic property of YBaCuO by flux pinning action of finely dirpersed

BaSn03 patic1es, while addition of Sn02 decreased the magnetic property, because

the size of was larger than that of BaSn03 added case and the interaction of Sn02

with 123 rna떠x. Doped SnOz and BaSn03 are both existed in the fonn of BaSn03

but the size of the fonned BaSnO) in the 123 matrix was much smaller when

BaSn03 was ~dded.

The phase σansition by CeOz addition in YBaCuO superconductor was

investigated with optical microscope, R-T curve and X-ray powder diffraction

method. Almost of the added Ce02 was converted to the form of BaCe03 during

calcination 때d sintering, but small amount was inσoduced into 123 superconducting

phase resulting in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The phase

change was observed to occur at CeO 2 content between x= 0.2 and 0.3 in Y 1. 2

Ce:lBCiz. l CU3. 1Oy system. The phase change was easily identified by the

disappearance of twin structure in the 123 grains. But the decrease of the Tc with

the increasing of Ce02 content was not drastic inspite of the phase transition.

The effect of BaTiO) addition( 0-20 wt% ) on the superconductivity of YBaCuO

was investigated in samples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Tc sligh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BaTi03 content but the values of Tc ( about 90 K )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at of YBaCuO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method with transition metals. πle BaTi0 3 was decomposed and forms another

second phase during the peritectic reaction. Almost none of Ti in BaTi03 was

introduced into the 123 superconducting rnaσix or 211 phase but into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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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The separation ofTi from the 123 matrix resulted in a good supercondueting

property of Tc about 90 K. Thus BaTi03 or Ti may be used as a substrate or

cladding material for YBaCuO superconducting film or wire fabrication using melt

processmg.

The general functions of drawing and rolling used in powder-in-tube method

were described. This method is known as a good fabrication process of high Tc

super，εonducting wire. The slab method for obtainning the elementary approximate

solution used effectively in engineering was introduced ‘ And plasticity of materials

defonned by rolling 없ld drawing was studied broadly. Based on this state of the art

report for metal process, the further deep analysis will be performed. Up to now, the

objective materals to be studied have been limited to metal. But because the

superconducting wire is composite material composed of outer silver and the inner

ceramic, the different results of analysis will be resulted comparing with

conventional plasticity analysis on simple metal case.

BiPbSrCaCuO superconducting tape of single filament was prepared by powder

in-tube method using silver as a shearth material. The fabrication techniques

involves powder packing, swaging, drawin and cold rolling/pressing method. The

fmal demension of wire after drawing is 1. 2 mm in diametrer. The wire was

pressed into a tape fonn with a thickness of 70 micron and a width of 3 mm. The

ob떠ined σitical current density of the prepared tape was 2000 Ncm2 at 77 K and 0

T. It was observed that a repeated thermo-mechanical σeatment which resulted in

grain alignment and dense microstructure,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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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density. In this present study, the multifilament wire having 108 filaments

was fabricated by powder-in-tube method, which outdiameter was 1.2 rom. The

annealing at 650°C for 1 h was perfonned to prevent the work hardening of wire

due to plastic defomation. The flow of superconducting material in multifilament

wire was unstable comparing with that of low Tc superconducing wire. To prevent

this unstability, the metal process are to be developed in order that the unifonn force

can be impelled in the cross section of the wire. ’The design parameters such as

alignment of monofilament and optimum dimension of initial silver tube will be

studied. Furthermore, the varification of process par없neters which affect the Ic also

will be perfo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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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초전도체를 상업적 용도얘 활용하거 위해서는 초전도체 전아용도의

상숭 이외에 임쩨전류밀도와기쩨적 성질등의 제반물성을 향상시켜야 한

다. 초전도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전류를 흘렬 수 있어야하고 고자장하

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활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운특성을갖는초전

도체는그 활용용도에 따라제조되는 형태가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초전

도체를 전자기 device.로 용용할 경우에는 밟은 박막 형태로， 전기저장，

송전션，초전도자석등에 응용하고자할 경우에는 가느다란션재형태로 가

공되어야 한다. 따라서고온초전도에대한연구는초전도재료의특성을향

상시키기 위한분야와우수한 특성의 초전도체를적당한형태로만드는 가

공기술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각체의 초전도체는고유의 초전도전이온도

를가지묘로( YBaCuO: 95 K [l], BiSrCaCuO: 110 K[2] , TlBaCaCuO: 125 K[3])

초전도전이온도를상승시키기위해서는새로운초전도물질을발견하여야

한다. 산화물초전도체단결정의 임체전류멀도는상당히높지만적당한형

태로가공되어사용되는다결정시편에서는입체의 weak. link한성질과같운

산화물초전도체의단점으로인하여 박막을제외한분야에서는아직까지 상

업적으로응용할 만큼의 높은 임계전류밀도를얻지 뭇하고 있다. 특허 산화

물초전도체의 임7홉전류밀도는재료의미세조직에대단히만감하므로초전

도체 합성방법여나가공공정에따라 많은 차이를보인다. Bulk 형 초전도체

에서 현쩨까지 기록된 임체전류밀도는 104 Ncm 2
정도로 초전도체의 응용

기준치인 lOS Ncm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체전류및도와더불어 중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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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연구되고있는분야는 초전도체의 기체적 특성향상이다. 현재까지 발

견된 고폰초전도쩨는산화물형태이기 때문에 원하는형태로가공이용이

하지 않을뿐아니라가공한후에도취급하기가어렵다. 따라서초전도체를

션재로가공하기위해서는 다른금속과의복합체로만틀거나초전도체를금

속물잘로 펴복하여 가함}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산화물

초전도체의 물성향상과 연구현황애 대하여 기술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논의하였다.

제 1 절. 산화물초전도체의 제조

산화물 초전도체의 입체전류 밀도는 제초하눈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나， 고유의 입체전류 밀도는 응용을 고려하더라도 그다지 낮은값운 아

니다. 다만초전도 업자간의 weak-link한성질이나불균일한조성풍으로 인하

여 초전도체내에서의 전류의 흐름이 방해받게 된 다. 또한， 초전도체의 결

정구조에서 초전도흐름을 결정하는구리-산소결합은 다른구성원소틀어 위

치한층사어에 층상요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내에서의 전류의 흐름

이 각결정 방위에 대해 일정하지 않다. 이려한 임채전류밀도의 이방성 거동

도낮은입체전류밀도의현인중의하나아다. 따라서， 초전도체를 bulk나

선재형태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초전도 입자들을 전류와 흐름이 용이

한결정방향요로 배열하여야 하눈문제점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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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YBaCuO초전도체

일반적으로산화물초전도체는 분말을 원료로사용하는고상 반응법(solid

st댔 reaction method)으로 제초되는데， 이 경우 Ie는 10-1000 Ncrrr로 대단히

낮다. 이라한 낮은 Je는 초전도 입자간의 weak-link 한성질과 업자내의 전류

이방성 뿐만아니라조성 불균알， 산소 열처리 시의 사방정·단사정 상전이어l

의한 업자내의 미세균열등에 기인하는 것요로 알려져 있다. A15 채의 고전

적인 화합물 초전도체는 산화물 초전도체 와 달라 초전도입자간의 weak link

한거동을보이지 않을뿐만아니라가공경화에의한 stra피， 업자의 미세화，

적층결합둥에의하여 임쩨전류밀도가향상되는것요로 알려져 있다[4， 5]. 산

화물고옴초전도체에있어서는중성자초사에의한결정내 결합생성，상전

이에 의한 적층결함생성과비 초전도물질과초전도체간의복합체 형성등의

방법에 의해 고온산화물초전도채의입체전류밀도가향상되는것으로보고

되고 없다[6， 7]. 초전도체의 임쩨전류밀도는 재료를 제조효}는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이논 Je가재료의 미세조직에 의해 결정되겨 때문이다. 최

근에 YBaCuO초전도체의 임쩨전류별도를향상시키기위한여러공정이개

발된 바 있는데， 그중에 가장효과적언 방법은 액상공정을이용하여초전도

체를제조하는기술로 알려져 있다[8-1이. 액상공정에 의한초전도제조기술

은 Jin 등[8]에 의하여 처음보고된 바 있는데， 이 melt growth 방법을 이용하면

초전도 입자들을 일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전

도 입자를 일방향으로성장시키게 되면 전류의 흐름을한쪽 방향으로제어가

가능하기 때푼에 고상반응법으로제조한 다결정체에 벼하여 초전도체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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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류를 흘려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높은임체전류밀

도를갖는시편을 균일하게제조하기 어렵기때문에 이공정을직접선재공

정에 적용하기는용어하지 않다. 이 공정으로제조된 초전도체는 1 Tesla의

차장하에서 약 1만 Ncrrt 의 전류밀도를 나타낸다. 또 다른 제조공정은

YBaCuO시편을이 쩨의 포석변태 온도인 1000°C 이상에서 열처리 한후초

전도 입자가생성되는980°C부근으로서냉하는방법으로[9]， 압자성장의 구

동력을증대시켜 수 mm코기의 초전도 입자를 성장시키게 된다. Fig. 1은

123상과 211상과의 관체를 보여주는 상태도이다. Figure에서 알 수 있듯이 ,

초전도체는 1000 °C 이상에서는 211 상과액상으로분해된다. 1000°C 이상에

서가열후다시그온도이하로냉각하게되면 액상과 211 상의 반음으로 초

전도상이 생성되는데， 이 때 냉각속도를제어하께되면 생성되는초전도 입자

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즉 가능한 냉각속도를작게하고(3 。α'min)

초전도상을생성시키는 옹도를높게하면(980°C) 반응하는물질의 확산속도

는 빠료채， 초전도상의 핵생성 수는 최소화활수 있기 때문애 커다란초전도

입자가생성되는것으로생각된다.반응이 진행되면액상과 211상간의 반응

속도와 생성된 123 입자의 성장속도 차이로 인하여 123상 내에 미 반응된

211 상이 σap 되는데， 비 초전도상인 211 업자를이 초전도 업자내 어l 분산된

초전도체는 자장에대한저항성을가지므로자장하에서도높은임체전류멀

도를보인다. Murakami 등[1 0]은 YBaCuO 의 조성을 변화를 통하여 211상의

$딸초절한후이 211 양에 따른입체전류밀도의 변화를조사하였다. 그결

과 211상의 양이증가할수록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가상승함을보였다.

그러나 이 재료에서 어떤 물질이 flux pinning center 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 7 -



1673

•- Y203 + L L

~ 1473 t--------

」낌
1
l
4

-
띠μ
디
μm
μ
띠
αE

띠
μ‘

•- 211 + L

I-

‘ll·--u
,

L+m

211 + 123

1073 I-

5Y00')
+ 2BaO

211 끄3 3Ba:CuO r)

+ 2euO •

Fig. 1. Pseudo-binary phase diagram in Y-Ba-Cu-O system[ Ref.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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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실치 않다. 초전도체는 대부분 자장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자장과 업

체전류밀도의 관쩨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부분

에 대한괄목할만한진전은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나· Bi-책초전도체

Bi 체 초전도체에는 80K와 110 K에서 초전도성을 갖는서로 다른 두 개의

초전도상이 존재하는데 [2] ， 두상을 서로 분리해서 합성하기는 대단히 어 렵

다. 초전도체를액체질소온도에서사용할경우， 80K상보다는 IIOK상이 열

적 안정성 변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이 상을 단일 상으로 합성하기 위해서 는

Pb 첨가와 200시간이상의 장시간 열처리가요구된다[1 1]. YBaCuO와는 달

리， Bi-채 초전도체는 850°C 이하의 옴도에서 상전이 없이 상옴까지 안정화

되므로상전이에의한며서l균열 밥생과같은단점이 없다. 또한， YBaCuO 초

전도체는 장기간 공기 중에 노출시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하여 초전도성을

상실하지만， Bi 채초전도체는습기에 대한저항성을보인다. 초기에 보고된

Bi 쩨 고옹초전도체의 임잭전류밀도는 1-10 Ncm 2
정도의 낮은값이었다[12].

이 쩨에서의 낮은입계전류밀도의주펀 원인은업체의 weak link어l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와더불어 Bi초전도를소결할경우compact swelling[13]

야 발생하여소결밀도가저하되는관체로높윤업계전류밀도를얻을수없는

원인이 된다. 소결 시 초전도상의 생성이 완료되면 더 이상 compact swelling

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러한문제점은소결한분말을분쇄한후다시소결하

거나 특정 결정방향으로 입자성장을유도함으로서해결될 수 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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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멀하고일방향 성장시킨 초전도소결체라할'AI 라도임쩨전류밀도는 1000

Ncm2으로 낮기 때문에 좀 더 임.체전류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화물

초전도체의 특성인 weak link성질을개선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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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본론

제 1 절 연구내용

가· BiPbSrCaCuO 초전도체의 초전도성에 미치는 AgjAgi。 첨가효과

액체질소온도 이상에서 초전도성을 갖는 산화물 초전도혜의 발견[1-3]

이래 이 재료의 엄체전류빌도 향상과 더불어 선재로서의 활용 시 고려

되는 가공성과 관련된 제반 기체적 특성을 향상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14-20]. 최근에 BiSrCaCuO 산화물 초전도체를 사용하

여 선째나 테이프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1 4， 15, 19]. 이 공

정은 초전도 분말을 금속관내에 충진한 후 인발， 압출 및 압연으로 가

느다란 션으로 가공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It powder-in-tube meth여” 로

불리워 전다. 이 공정에는 은으로 된 금속관이 사용되는데 이는 운이

다량의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우수한 가공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공 후 분쇄된 초전도 업자들을 후 열처려 공정

을 통하여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 공정중윤과 초전도체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 장점이 었다. 초전도체의 조성변화와 후 열처리공정에

와한 미세초직 제어기술을 통하여 얻게 되는 초전도선재의 임체전류밀도

는 현채까져 4.2 K, 10 Tesla의 자장하에서 104 Ncnr 이상[9]으로 고온

산화물 초전도션째를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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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은(Ag)은 초전도션재가공시의 금속관으로의 사용뿐만 아니라

운-초전도체의 복합체로 제초할 경우 초전도체의 임체전류멀도와 기채

적인 성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 22]. 은을 초전도체에

첨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임쩨전류밀도의 향상운 고옹초전도체의 단점 인

초전도 입자간의 weak-link한 성질을 개선하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22]. 최근의 또 다른 연구 보고[23]에 따르면 은을 초전도 분말에 첨가

하여 공기중에서 소결할 경우 은과 초전도체가 서로 반응하여 초전도

성질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 때 은은 BiSrCaCuO체의 고온

초전도 상언 Bi2SrZC웰~OlO (2223 상)의 생성울 억제하는 동시에 저온

초전도상인 B~Sr2CalCUz0s (2212 상)의 생성을 촉진한다 하였다. 초전도

상과 운과의 반웅관체는 어떤 분위기에서 열처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

논데， 특허 분위기 중의 산소압에 민감하다. 초전도혜를 션재화한 후에

는 필 연적으로 초전도 업자를 접합하기 위한 후 열처라 공정이 수반되

고 이 공정에 따라 초전도 션재의 제반성질이 결정되므로 선재제조조건

을 확립하기 위한 체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실험에서는 납을 첨가한 BiSrCaCuO 초전도체어l 금속 운과 운 산

화물을 첨가하여 이에 따른 초전도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두 물질

의 첨가량을 0 에서 20 wt%까지 변화시키서 저 산소압， 공기， 순수산소

중에서 소결하여 각 시편에서의 고온 초전도상의 생성과정과 이에 따른

초전도성의 판체를 고찰하였다.

1) 실험 방법

- 12 -



시편은 99.9 % 순도의 Biz03' PbO, srC03와 Cuo 분말을 사용한 일반

적인 고상 반응법을 여용하여 제조하였다. 저울에서 정량한 분말은 알루

미나 박자사발에서 혼합하였다. 재료의 조성윤고온 초전도상을 생성하

기 용이한 것요로 알려진 Bi:Pb:Sr:Ca:Cu=1.84:0.34:1.91 :2.03:3.06 을 션택하

였다. 혼합된 분말은 알루마나 도가니에 장입한 후 공기 중 810°C에서

24.시간 하소하였다. 하소된 분말은 알루미나 막자사발에서 분쇄한 후 5

20 wt% 운(Ag) 분말과 5.35-21.17 wt% 윤 산화물 (Ag20 )분말과 함께

혼합한 후 원판형 사편으로 만들었다. 이 시편틀은830-850°C에서 산소분

위거，공기중， 0zlAr= 1/13의 분위기에서 20사간의 간격으로최대 120시간까

지 소결하였다.시편의미세초직은미세연마한표변에대하여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마경으로관찰하였다.하소와소결후에 생성된 상은구라 target

을사용한 x-션회절 분말시험으로 확인하였다. 각 시편의 온도-저항곡선은

silver paste로시펀과단자사이를 연결한후 4 단자법으로측정하였다.

2) 소결시간에 따른초전도성

Fig.2는공기중840 °C에서소결한(a) 운첨가시편과(b) 운산화물첨가시

편의 소결시간에따른zero저항이 되논온도(Tc)의 변화를보여준다. Fig.2

(떠에서 알수 있듯이，은이나은산화물을첨까하지 않은시편의 Tc는 소결

시간에 따라 접진적으로 상승하여 소결시간이 100시간에서는사편의 Tc는

103 K가 현다. 운을 첩가한 시편에서도 Tc가증가하는 경향운유사하나 일 정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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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zero-resistance temperature(Tc) with sintering time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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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시간에서 첨가하지 않운 시편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갖는다.

첨가된은함량에따라약간의차이는었지만， 약 100시간소결한시편의 Tc

는 94-98 K이다. Fig.2(b)는 은산화물을 첨가한시편의 소결시간에 따룬

Tc의 변화인데， Tc의소결시간의존성이은첨가한시편에서와유사하다.Tc

의 소결시간의 의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납을첨가한BiSrCaCuO 체에서 다

수보고[11. 12, 24}된 바 있는데， 이는고온초전도상의 생성이 시간 의존성을

갖기 때문이다[24}. 따라서，위의 실험결과는 첨가된 음이나운산화물이 공기

중， 소결옹도에서 고온초전도상과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읍을의미 한다.

3) 소결 분위기에 따른초전도성

첨가된 원소들어 소결 분위기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알아보고자

깥윤 첨가함량의 시 편틀을 O.jAr=1/13의 낮은 산소분위기 에서 소결하였다.

Fig.3의 (떼와 (b)는각각은첨가시편과윤산화물첨가시편의 소결시간에 따

른Tc의 변화를 나타낸다. 은 첨가한시편을 낮은 산소분압에서 소결하면 20

시간후에 Tc는 85-90 K로，공거중에서소결한시편의것(75-85 K)보다 상대

적으로높으며 약 80 시간 소결후 lOOK가량이 펀다. Fig.3(b)는은산화물

을첨가하여낮은산소압에서소결한시면의소결시간에따른Tc의 변화로 전

반적인 Tc의 소결시간의좀성은앞의 결과들과유사하지만짧은소결시간

에서 상대적으로높운 Tc를나타낸 접이 특이하다. 시변들을낮운산소분압

에서소결한경우소결초기에높운Tc를보이는이유는낮은산소분위기에서

고온초전도상의생성이 촉진[25}되기 때문인 것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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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초직

소결온도에 따른 Tc의 변화로부터 첨가된 원소와 초전도상의 반응을 간

접적으로유추할수 있었다. 두물질간의 상호반응을정량화하고자각서편

얘 대한 x-션 분말희철분석을설시하여시면에생성된 각상의 부픽분율을

구하였다. BiPbSrCaCuO 초전도체에서 2201( Tc=20 K ), 2212( Tc=85K) ,

2223( Tc=110 K) 의 서로다른초전도상이 생성될 수 있을뿐만아니라，그 생

성과정도 기존의 초전도상과 PbC~04' CaC~Ox' (Sr，Ca)3Cu20S 등의 제 2 상

간의 복잡한 반응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정확한 생성과정을 밝히기 어렵다.

고온초전도상인 2223상의 생성응 하소 및 소결초기 에 생성되는 2212상과 다

·른제 2 상간의 반응으로생성되므로，본 연구에서는생성된 고옴초전도상

의 부피분율을 2212상과 2223상의 상대적 회절강도버로표시하여 나타내었

다. 각시편의 x-션회절션중두상의 (115) 회절션이다른화절션과중복되

지 않으므로 2223상의부피분율을이 회절선강도의 상대적 비로비교하였다.

Fig.4는 낮은 산소분위기와공기중에서 소결한은첨가시편의 소결시간에

따른회절강도비의 변화를보여준다. Figure에서 알수 었듯이， 2223상의 부

피분율은 소결시간에 따라증가한다. 공기중에서 보다는 낮은 산소분위기 에

서 2223상의 생성이 촉진펀다. 이 상의 생성특성은운첨가나그 함량에 거의

영향을받지 않논다. 이러한소결시간에 따른 2223상의 생성과정은 Figs.2 와

3에서 보여준 Tc의 변화와 잘 일치 한다.

은산화물을첨가한시편에서 소결시칸애 따른 2223상의 부피분율을Fi g.

- 18 -



l

nl

口

A
uen

F
O

T
dnu

。

2.5

g
g

口，_ Ag-doped,~n 02/Ar=1I13
2.0뉴[ 6.," Ag-doped, in air -

..J

-“Lt)

-
-‘

)

~

-

-A

‘i
A

틸
。

•口

1.5r-

1.0~

\
I(
m
F
F
)
{

-‘i~。

*
0.5 •-

4
100

.L
60

L
40 120

Fig. 4. Variation of the {115} intensity ratio with sintering time for Ag-디oped

BiPbSrCaCuO composite treated in 02/Ar=1/13 and in air. 口.• denote the
samples treated in 0 I Ar=1113 with Ag content of 10 wt% and 20 wt% Ag and ~.

‘ the samples treated in air, respectively.

- 19 -

80
‘”I

l‘TimeSintenng

20o



( b)
- 100.=. I 。

... ‘i。

￥￥
” 95 ~a:

- 。 5 . 3 wt% A920

~ .10.6 wt(% A9
2
0

90 ~
口 1 5.9 wt% A920

T
• 21.1 wt% A920

o 20 40 60 80 100 120

Sintering Time(h)

- 20 -



5에나타내었다.전반적인상생성 특성은은을첨가한시편과유사한정향을

보인다. 공기중에서 소결한경우t 2223상의 부피분율은소결시간에 따라 증

가한다. 낮운산소분위기에서는 2223상의 생성이 촉진된다‘은산화물첨가

도 2223상의 생성에 별다른 영향을주지 않는다.

은이나 은산화물과 초전도상과의 반응을 살펴 보고자 하소한 시편과

소결시편애 대한 X-션회절 pattern을 분석하였다. 하소분말의 주 생성상은

Tc가 85 K인 2212상이며 소량의 PbCa20 4t CaCu20 llt (SrtCa)3C~OS 와 소량의

2223상도생성된다. Fig. 6은공기중 840°C에서 60시간소결한(찌운첨가시

편과 (b) 운산화물 첨가 시편의 XRD 회절선이다. 악 회철선은운이나응산

화물을첨가하지 않은시편의 회절션과별다른차이점을보이지않는다. 두

시편에서 주 회절션은 2223상의 것이며 소량의 2212상의 회절선도관찰된

다.60시간의 소결사간에서2212상의 회절선이 관찰되는것음 단상의 2223

상을생성시키기에는소결서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기대하기는

은첨가시변에서는윤의 회절션，은산화붙 첨가시변에서는은산회물의 회절

션이 관찰되어야하나， 두시펀모두에서 금속은의 회절선[ (1 11)과 (200) ]이

관찰된다. 이는 공기중소결과정에서 은산화물이 금속은으로환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유사한 결과가운산화물을 첨가한 YBaCuO[26] 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 결과는 은산화물 첨가시 편에 대하여 SEMWDS 겁사로 재차 확

인할수있었다.

Fig.7은공기중에서소결한 (a) 은첨가시편과 (b) 은산화물첨가시변의 광

학 현미경 사진이다. 두시편 모두 판상형의 초전도상이 성장한부분과그 내

부에 고립된 금속운업자들을 포함하눈 미세죠직을보인다. 시편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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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Optical poralized micrographs of (a) the sample with 20 wr% Ag and (b)

the sample with 21. 17 wt% A9 20 treated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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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내에고립된운 업자의 코기는 20-30 IDD 으로， 분말혼합시 첨가된

은분말의 원래 코기와같은데，이는첨가펀 은분말이 초전도체와거의 반웅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5) 고찰

금속 운이나 은산화물을 첨가한 BiPbSrCaCuO산화물에서 고온 초전도

2223상의 생성을 산소， 낮은산소분압과공기중에서관찰하였다. 이러한 관

찰로부터 공기중과낮은산소압에서2223상의 생성야 소결시간얘의존함을

알수 있었다‘최근에 Dou등[23]은 윤 첨가시편을공기중에서 소결하면 2223

상의 생성이 억제된다고보고하였다. 그들은 첨가된 은이 운산화물(AgzO)로

환원되어 Ag20-PbO-CuO의 고용체를우선적으로 형성함으로써 2223상생성

의 장애로 작용한다고 제안하였다. 결과적요로 이 고용체의 형성운 시변의

나머지 부푼의 조성을 구리가결핍된 조성으로 남겨 놓게 되므로 2223상의

생성이 억제될 것여라보고 있다. 이러한 2223상의 생성억제는 첨가된 운함

량에따라 Tc가감소하는형태로나타난다. 그러나우리의 실험결과에따르

면， 은첨가시편을공기중에서 소결할지 라도고온초전도상인 2223상을 원활

하게 생성시킬 뿐만아니라 1 ()() K정도의 높은 Tc플보인다. 또한， x-선회절

분석과미세조직 관찰결과는첨가된금속윤은첨가된그대로의 형태로존재

하며，은산화물은금속운으로환원되어초전도상내에분산됨을보였다. 따

라서， 첨가된 운의 산화로 언하여 초전도체내에서 Ag20-PbO-Cu。고용혜를

형성할것야라는제안은고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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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상과첨가물사이의 반응의 또다른증거로저온초전도상인 2212

상애서의 격자상수의 변화가 채시되었다‘ 정방정 결정구조( 않tragonal

symmeσy; a=b ;C c) 에서 윤 첨가로인한격자상수의 변화는 a, c축모두에서

보고되는데，은이 28.08 wt% 첨가된 시편에서 c 와 a축은 각각 3.095 nrn 와

0.545 nm 애서 3.0175 nm와 0.530nm로 감소한다[23]. 격자상수의 감소는

첨가된은함량의 함수로나타난다. 본실험에서도은과운산화물함량에 따

른 2212 상과 2223상에서의 격자상수를 x-션회 절 분석으로부터 체산하였

다. 공기중에서 소결한 (a) 은첨가시변과 (b) 운산화물 첨가시편의 첨가량에

따른격자상수를 Fig.8 어l 나타내었다. 일정소결시간에서 2212강의 a 값운

첨가한은합량과관쩨없이 0.54nm 정도로거의 일정한반면， c 값은 3.10nm

에서 3.08 nrn로감소한다.그러나이정도의 변화는 DOll둥이 보고한것에 비

하면 대단히 적다. Fig.8(b)운운산화물을첨가한시변에서의 격자상수의 변

화인데， 이 역시 첨가량이나소결시간에 따른두드라진 변화를보이지 않는

다.

은이나은산화물을 첨가한시편을순수한공기중에서 소결할경우에는

2223상의생성이 억제되고 2212상이 안정화됩을알수있는데，이 겸우첨가

물질들운 산화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낮운 산소압과공기중에서 소결한 결과

와마한가지로，금속은 형태로존재한다. 이 결과로부터 2223상생성억제

가 첨가된 핸소와 초전도상과의 상호싼응보다 소결분위기(분위기 중의 산소

푼압)에 좌우된다는 것을확인할수 있었다.

초전도체를윤관에충진하여 powder-in-tube 법으로선채화하면 기계적 공

정에 의하여초전도입자들이분쇄되묘로분쇄된초전도입자들을접합 λl 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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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위하여 후 열처리 공정( post annealing)이 요구된다.후열처리는 일반적으

로공기종이나낮은산소분압에서실시한다[19， 27]. 열처리후의 션재는 106

K의 Tc와 77 K에서 let Ncm2
정도의 입체전류밀도를갖는다하였다. 본설

험에서도BiPbSrCaCuO tape를 냉간압연법으로가공하여 공기중에서 소결한

결과， 100 K의 Tc를 보였다. 만약，초전도체를 공기중에서 소결시 초전도상

과은이 반응하여 2223상의 생생을 억제한다면，은을 sheath로.A}-용하여 가공

한션재에서 높은Tc 와 Ie를 얻을수없었을 것이다. 따라서，윤이나은산화

물은BiPbSrCaCuO계 산화물초전도체와 반응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된다.

나. 준용융법으로 제조한 YBaCuO에서 금속 산화물(MeO=CdO， Ce0 2’
Cr20 3, N<40 3' Sb20 3’ U02와 Zr°2) 첨가효과

일반적으로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YBaCuO 초전도산화물의 입체전류

밀도는 100-1000 Nem2정도로 실용화에 요구되는 값인 l04-1OS Ncm2
에 비하

여 매우 낮을뿐만 아니라 세라믹 자체의 빈약한기쩨적 성질로 인하여 션재

로의 가공이 용이하지 않다[28-30]. 산화물초전도체의 기쩨적인 특성은초

전도체-금속이나 초전도-제 2상-금속등의 복합체 합성 및 액상공정과 갈운

새로운 합성방법 개발을 통해서 개선되고 았다[8-10]. 세라믹에 백금， 금과

은과 같은금속물질을 첨가할 경우， 초전도 복합체씌 flexibility 를 향상시키 며

산화물초전도체의 단점 중의 하나인 입체의 weak-link 한성질을제거하여 임

체전류밀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powde야f-I피n-tu빼lb야e법을 이용하여 선재로 가공

시 푼말의 d야efonn빼il퍼lity를 향상시커는 효과도 있다. 초전도-세라믹의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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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재료의 인성 및 파괴강도를증진시키는목적으로서도되고있으며， 초전

도체와혼합펀 세라믹윤채료 합성시 제 2 상을형성하여 제반기체적성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나아련복합체를제조시고려하여야할 사항은초전도혜

와첨가불간의 반응을억쩨해야한다는점이다.특히 천이 듬속류를 첨가할

경우이 첨자불이초전도헤의 구리원자와상호치환되어 소량의 첨가시에도

재료의 초전도성을급격히 손상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고려하여 첨가

물질을션택하여야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31-36] ， 몇몇의 첨가물

운 YBaCuO 초전도체의 초전도성을손상시킴 없이 기쩨적 성질을 향상시

킨다고보고되었다. 이들중은이나운산화물은전류흐름의 장애가되는입

체성칠을개션하여 임계전류밀도를 향상시커며， Zr°z 첨가의 경우는초전도

체내에서 미세한 Ba강03의 머세 업자들을 형성하여 재료의 기쩨적 특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35， 36]. 따라서， 초천도에 첨가시 초전도상과

반응하지 않는물질을찾을수 있다면이는초전도선재의 제반특성을 향상

시킬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본 연구에서는현재까지 보고된 바없는금속

산화물(MeO=CdO ， Ce0 2 , CrZ0 3, Ndz0)’ Sb Z0 3, DOz와 Zr°z)을션택하여 준용

융법으로제조한 YBaCuO 에서 이들의 첨가효과를 연구하였다.

1) 실험방법

123초전도 분말을 Yz03 , BaC03와 Cuo 분딸을혼합과하소의 공정을포

함하는고상반응법으로제초하였다.저울에서 정향한분말을알루미나막자

사발에서균일하게 혼합， 공기중 910-930°C에서 24시간 하소한후로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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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소분말은분쇄하여 75 삐로채질한후 금속산화물분말과무게바로 5

%씩 첨가，혼합하였다. 혼합분말을 직경 20 rom steel die에서 원판형A로 성

형한후 940-950°C 공기중에서 24 시간소결하였다. 소결이 완료된 시편은

S외뻐la 퉁이 보고한액상공정 [9]에 따라 1050°C에서 30분간유지 후， 50°C/h

의 냉각속도로 1000 °C 로냉각서켰다. 이 옴도에서는하소및소결에의하여

생성된 123 상이 액상과 211상으로분해된다. 1000 DC에서유지한시편을 3

°C/h의 속도로 980°C 까지 냉각시켜서 10시간정도유져하면 액상과 211상이

peritectic reaction에 의하여 123상이 형성된다. 이 때 냉각속도를제어하면 성

장하는 123상의 업자크기를 제어활수있는데， 느런냉각숙도에서 커다란

123 업자블 얻을수 있다. 이 후의 공정은생성된 정방정 123상을초전도상인

사방정상으로 변태시키기 위한작업으로가능한서서히 냉각하여야만열응

력과상변태에의한균열생성을 억제할수 있다.본실험에서는 980°C에서 50

°C/h의 냉각속도로 450°C로서냉한후산소의 충분한확산을위해공기중에

서 24시간유지후로냉하였다. 하소，소결 및 액상공정 후생성된 상은구리

target을사용한 x-선회절법으로 확인하였다. 미세초직운시편의 미세연마된

표면에 대하여 펀광광학 현미경으로 조사하였다. 시펀의 저항·온도곡선은

silver paste 접점을 연결하여 4 단자법으로 액체질소온도까지 측정하였다. 금

속산화물 첨가에 따른 기체적 성질운 epoxy resin으로 mount한 시편에 대 한

Vickers hardness 측정법으로 평가하였다. Indentation은 미세연마한표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이 때의 접촉하중은 100 g, peak-load 접촉시간은 10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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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전도성 및 미세초직

Fig.9는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춘용융법으로 제조한 YBaCuO의 옴도-저

항콕션이다. er203를첨가한시편을제외한모든사편이 액체질소온도( 77

K) 이상에서초전도특성을，Cr203를 첨가한시편운 77K 까지 반도성 특성을

보인다. 이 시 편들의 zero저항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급속 산화물을 첨가

하지 않은시편의 Te 는 90K인 반면，금속산화물을 첨가한시편의 Te는 87-89

K 정도로약간감소한다. 그러나이는금속산화물를첨가하여고상반응법으

로제조한시편의 Te[37]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값이다. 금속산화물 첨

가에 의한 Te의 감소로부터， 첨가물과 초전도체간의 반응운 심각하지 않

지만제한된 량의 첨가불야 액상공정중 123 상내로주입됨을알수있었다.

제조된시편의초전도성과생성상간의 관체를이해하고자 x-션회절분석

을통하여 각시판의 생성상을초사하였다. Fig. 10응 Ce0 2， Cr20 3, N~03 와

강°2를첨가한시편의 x-션 회절 pattern 이다. 각시편의 분석결과， Cr203를 첨

가한시편을 제외한모두 시편에서 123 사방정상이 생성됨을 알수 있었다.

er203를첨가한시편에서는 123 사방정상대신 정방정상아 안정화된다. 123

상의 생성과더불어， Ce0 2와 Zr°2 첨가는 각각 BaCe0 3와 Ba감°3를생성 한

다. 유사한 결과가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YBaCuO 계에서 보고된 바 있다

[36, 38]. 반면， Ndz°3를첨가한시변에서는 123 상과 211상을제외한 다른 제

2상의 생성은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Nd이 Y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휘토류

원소로 211상어나 123상의 Y과 전율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r2o)를 첨가

한시편은 77K 까지 초전도성을보이지 않는 이유는， x-선 회절분석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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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ickers hardness of the MeO-added YBaCuO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Added element unadded YBCO CdO Ce02 Cr20 3 N<4°3 Sb20 3 V02 Zr° 2

Average hardness 620 750 665 680 555 790 640 725
(Kg/m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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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바와 같이， 초전도상인 정방정상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YBaCuO에 CrZ03 첨가가저옴 열처리시의 산소확산을 억제하거나 Cr자채가

초전도상의 Cu 원자들에 대체되어초전도성을손상시컸기 때문인것으로판

단된다.

YBaCuO 초전도체에 많은전류를흘려보내기 위해서는초전도입자를크

게 성장시킬수록유려하다[9]. 또한， 초전도상내에 미세한 비 초전도 입자를

분산서킬 경우 자장하에서도 많은 전류를 흘려 보낼 수 있다[l0]. Fig. 11은

(a) SbZ0 3, (b) N따03 와 (c) Zr0z 를 첨가한시편의 미세조직야다. Figure에서

알수 있듯이，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미세초직이 변한다. Sb20 3 첨가사편의

미세조직은고상반응볍으로 제조한 YBaCuO와 같이 작운 123 업자틀야 생 성

되며 생성업자의 선단(tψ)이나입자사이에 미반응액상이 관찰된다'. Figure

에나타내지 않았지만， CdO나 Cr203를첨가한시편의 미세조작도 Sb203를

첨가한시편의 것과유사하다. 반면， Ce02,Ndz03 와 Zroz를첨가한시편의 업

자크기는 3-6mm 정도로대단히 크며，성장된 123 업자내에는미세한제 2 상

이 σap된 것이 관찰된다. 또한시편(비와 (c) 에서는 123 업자내에산소원자

의 규칙배열에 기인한짱정구조가잘나타난다. 첨가원소에 따른성장된 123

입자의 코기는 Zr0z>Ce02>Ndz03>UOz>Sbz°3>CdO순이 다.

3) 미세겸도

금속산화물첨가에 따른 YBaCuO의 기채적 특성변화를조사하고자 100 g

의 하중으로 Vickers h없dness 시험을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 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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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ptical polarized microstructures of the (a) Sb 2°3-' (b) Nd20 3- and (c)

Zr02-added YBaCuO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 39 -



다· Nd 20 3, Zr°2 와 Sb203 를첨가한시편의 명균 hardness 값은각각 555 kg/

αn2( 5.44 GPa), 725 kg/cm2
( 7.10 GPa) 790 kg/cm2

( 7.74 GPa)로， 이는 첨가물

없이 액상공정으로 저l초한 YBaCuO의 harness 값인 620 kg/cm2
( 6.07 GPa )과

고상반응법으로제초한시편에 대하여보고된 550 kg/cur( 5.40 GPa )[39] 보

다상대적으로높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harness는 작용응력( applied stress )의

함수로 나타나지 않지 만， 고상반응법으로 저l초한 YBaCuO 의 hardness 값은

작용응력에 반벼례한다고보고되었다[391. 이 러한 현상음 123초전도 입자간

의 weak link한성질에 겨 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더，) ,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편

에서는 indentation region이 업체를포함활 반콤 123 업자가 작지 않으므로 업

체의 weak-link 에 의한효과는고려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시편에서 측정된

hardness값도 YBaCuO단결정의 값인 8.7 GPa[4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낮윤 hardness 값은 커다란 123 초전도 입자내부에 발달한 미세균열

(소결온도에서사편을냉각시 열 충격이나정방정-사방정 상정이에 의해 발

생)에 기언하는것으로사료된다. 강1나 U 이 YBaCuO의 Cu 위치에 대체될

경우에는 대치원소함량에 따라 hardness 가 증가한다[39]. 이 때의 hardness의

증가는 Cu와 대치된 강1나 Li의 원자반경 차이에 따른 고용강화 ( solid

solution hardening )효과로 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YBaCuO 초

전도체의기쩨적특성울향상서킬수는었지만， 상대적으로첨가원소의 합

량에 따라 Tc가 급격히 캅소하게 된다[41]. 본 실험에서는 금속산화물을 첨

가하더라도 Tc의 감소정도가 대단히 며 약하고， 첨가원소에 따라생성되는 제

2 상의종류가다르지만，대부분의 첨가물질야초전도상에포함되지 않고제

2상형태로초전도상내에 σap됨을보였다. 따라서， 이시편들에서 첨가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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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hardness의 증가는 고용강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 초전도상 + 제 2

상)의복합체애 형성에의한것이라할수있다.

다.준용융법에 의한 고자체 YBaCuO 초전도체의 제초에 미치는화합물

(BaSn03, Sn02 ’
SiC) 첨가영향

산화물계 초전도체의 개발이래 이들 재료의 특성을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수행되었으며 bulk형태， 박막형태， 선재등을만들기 위한여러가지

제조방법이 개발되어 발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 임쩨 전류밀도와자화

특성이 우수한 YBaCuO 초전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중요한 결과들윤 Jin 등의 Melt texture

growth법 [8] , Murakami 둥의 Melt-powder-Melt-Quench 법 [10] , Salama 등의

Liq띠d process 법 [9]둥이다. 이련 방법들로 제조된 초전도체는자기장내에서

부상능력이 룰뿐만아니라차지속박효과에의하여 자석에 초전도체가매달

리는 suspension effect를보이며 자화특성과업계전류밀도가커서(15000 AI

cm2
) 무접촉빼어링，플라이휠등의 여러분야에 응용이가능할것으로기

대되고있다. 이 들제조방법의 공동접은모두 (211 + L • 123 phase) 의 포

정반응(peritectic reaction)을 이용하여 액상과 고상이 혼재하는 온도영역에서

시료를서냉하여 초전도 123 상의 결정렵을크게 성장사키는 방법으로서， 이

때생성되는결정립의코기와 배열그려고 123 결정립내부에 자가속박효

과를주는 비초전도 제 2 상의 크기 및 분포상태가 제초된 초전도체의 성 질

을결정효}는중요한 변수가된다. 이때 비초전도제 2 상이 나타내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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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박효과(flux pinning effect)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

략적으로는제 2 상의 크기가미세하고분포상태가 균일할수록 좋은결과

를나타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자기속박효과를줄수있는제 2

상으로논 초기에는 211 phase가 유력한 것으로 발표되 었으나 최근애는 211

phase 이외에 야효과를보일수있는 여러가지 제 3 의 원소를첨가시키는 연

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42-44]. 이 때 첨가되는원소가가져야할초건으로

는 입자의 크기가적고 이졸이 미세하게 분산될 수 있어야하며 될 수 있는한

123 가지상과 싼응성이 적어서 123 초전도 결정립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결정립자체의초전도특성을저하시커지 않을것둥이요구된다. 또한제 3

원소의 첨가효과는초전도혜의 기계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선재 가공시

피복째료로사용할재료를선정할때에도중요한자료가되므로이런관점에

서 많윤연구가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3원소가첨가펀 YBaCuO초전도체 를준용융법으로 제

조하여 이들의 초전도 특성올 관찰합요로서 초전도체의 자기속박효과에

미치는이들첨가원소의 역할， 123 기지상과첨가원소의 반융등을연구하여

우수한특성을가지는초전도체 제초의 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1) 시편의 저l조

본 실협에 사용된 초전도체는 Y203' BaC0 3, CuO 를 초기분말로하여

Quasi-Melt-Process (QMP, 준용융법)을 사용하여 저l조하였으며， 첨가원소로

는 BaSn0 3， Sn02, SiC 등을 션택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순서는 먼저 원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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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양이온몰비자 Y: Ba : Cu =1 : 2 : 3 이 되도록섞은다음 이를공기중에

서 920°C로 24 시간하소하였다. 하소한분말을막자사발에서 분쇄하여 #200

mesh 의 sieve를통과시켜 초기분말을 준비 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초기분말

에 첨가원소를 0.15 mole 잔action 까지 첨가하였다. 첨가원소로사용된 분말중

Sn02와 SiC는 상용분딸을 사용하였고 BaSn0 3는 Sn02와 Bae03 를 mole 비

로 1 : 1로혼합하여 이를 96<re에서 24시간동안 반응시킨 화합물울분쇄하

여 사용하였다. 첨가원소가혼합된 초기분말은 압축성형법으로 직겸 2Omm,

높이 10mm의 원반형태로가공한후전기로에 넣어 공기분위기에서 940°C

로 24시간동안소결하였다.소결이 끝난 초전도체는두개썩포개어높이를

높인후 압축성형한 MgO 판위에서준용융법에의하여열처리를수행하였

다. 본실험에서사용한열처리 과정은우선 시료의온도를 10400C로 가열

하여 10 분정도유지한후 101°C 까지 시간당4β°e의 속도로내린다. 이 옹도

에서 부터 980°C 까지눈 123 결정럽의 성장을위하여 시간당 2°C로서냉하며

980°C 에서 5-10시간동안유지한다.서냉후에는시편의온물를450°C까지

시간당20°C정도의 속도로냉각하였으며 450°C 에서 24-48시간동안 장시 간

유지하였다. 열처리 후시료의 직경은 약 17 mm 정도로감소하였으며시료

표면은 사각형의 123 결정립이 자라서 요철이 있는 상돼였다. 결정립의 코

기는 3-5 mm로서 육안으로 쉽게 관찰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만들어

진시료들응표면을 평탄하게 연마하고 아래쪽을 절단하여 높이 7mm로 균

일하게하여 액체질소온도어i서 영구자석과의 인력(attractiveforce)을측정하

여 자기적 특성의 비교값으로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SQUID 를 이용하여

M-H curve를측정하여시료의자기적 특성을조사하였다.자화율과 영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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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의 인력측정과는 별도로시료의 초전도 전이온도를교류사단자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광학현 01경과주사전자현미경으로시료의 미세초직을겁사

하였고 SEMEDS와 X-ray diffractometer를사용하여 첨가원소와 YBaCuO 기

지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2) 초전도쩨와 영구자석과의 인력측정방법

Fig.12와같은장치를사용하여Sm-Co게 영구자석의 자기장에서초전도

책가 받는힘을측정하여 이값을 사용하여 시료의 자화특성을비교하었다.

Figure 에서보는바와같이，초전도체를구려판에접착한상태로 액체질소

속에넣은상태에서 직경 7mm， 두께 3 mm , A}-속밀도 0.25 T 의 Sm-Co채

영구자석을 길이 240mm의 zircalloy 외팔보에 접착시킨 상태로 접근시켰다

가 멀리하는 과정에서 초전도체와자석간의 상호작용에 의 하여 외팔보가

휘는 정도를측정하여 인력의 크기를 정하였다. 외팔보의 휘는 정도는 외 팔

보의 다른쪽 끝에 부착시킨 sσain gauge 의 변형율 값을 측정하여 수치화 하

였으며 초전도해와 영구자석간의 거리를 laser sensor 로 측정하여 X-y

그래프로힘과거리의관잭를나타내었다. Fig.13 은이와같이 측정한그래

표의 대표적인모%￥을 나타낸 것이다.

3) 결과및토의

첨가원소를 넣어서 제조한 초전도체의 임체전이온도를측정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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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애서 나타낸 것과같이 대체로 92K 에서 93.5 K 정도로나타났으며

첨가원소의종류나 양과별다른상관관계를보이지 않는결과를나타내었으

며 첨가원소를 넣지않은 시료의 입쩨전이온도값과 비슷한 경향을보였다.

이러한결과로 부터 본 실험에 사용된 첨가원소눈 YBaCuO 기지와 별다른

상호작용을하지 않는다고생각할수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첨가원

소의 양이 아주미량이어서 첨가원소와 반융한 YBaCuO 기지의 체적분율

이 임체전이온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코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 할

수 있다. 만응부분이 적어서 반응하지 않운 123 기지가 서로 연결되 어

임쩨전이옹도는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BaSn03 와 Sn0 2 를 첨가하여 제조한 123 초전도체와 영구자석과의

인력을 측정 한 결과는 Fig. 14와 같다. 인력측정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aSn03 를 첨가한 시편의 경우 영구자석과의 인력이 첨가원소를

넣지 않응 123 초전도체 의 경우보다 증가하는 경향으로서 0.09 mole

fraction을 첨가했을 때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Sn02 를 첨가한 시

편의 경우에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인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시편중에서 대표적인 시편에 대한 M-H curve측정결과를 Fig. 15

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초전도체와 영구자석과의 인력의

상대값과 자화율 값은 서로 대응 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BaSnO)를 0.09

mole 첨가한 시편의 M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오며 Sn0 2를 0.15 mole 첨가

한 시편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이 때 M-H curve 측정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장이 낮운 상태에서는 첨가원소가 없는 시편의 M 값이

코께 나타나지만 시료에 가해지는 자장이 커짐에 따라 M 값이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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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additive elements on the Tc of Y8aCuO
prepared be Quasi-Melt-Process

( Unit: K )

Element BaSn03 Sn02 SiC
mole fraction

0.03 93.5 93.6

0.06(0.04)* 92.6 92 94.5

0.09(0.06)* 92.5 91.6 92.5

0.12(0.08)* 92.6 92.5 92.6

0.15(0.10)* 92 92 93.5

.. The mole fraction in the bracket () is for SiC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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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 BaSn0 3가 첨가된 경우가 적게 나타나서 자장이 큰경우에는 이

를첨가하는것이 더욱유리한결과를보일 것으로생각된다. BaSn0 3 첨가에

의한자화율증가는 첨가펀 BaSn03 입자에 의한자기속박효과에 의한것으

로생각되며， 이들첨가입자가 시편내에 어떤 형태로존재하는가블알기 위

하여 이틀시편의 미세초직을광학현미경과주사전자현미경으로관찰하였

다.

Fig. 16운 BaSo0 3가첨가된 시편을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결과로서

처음에 준비한 BaSnO]분말의 모양도 함께 나타내었다. Fig. 16 (a) 와 (d) 에

서관찰되는 작은사각형의 입자를 EDS 로분석한결과， Fig. 17 에서나타낸

것과 같이， 이 입자들에서 Ba 과 Sn peak 의 강도가높게 나타녔으요로 이

입자들이 BaSn03 인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에서 길쭉하게 보이는 커다란

입자는 211 상이며 미세한 줄무늬가보이는 밑부분야 123 기지상이다. 사

진에서 관찰되는 초전도체내의 BaSnO] 입자의 코기는 0.1 pm 에서부터 1

때 정도로서 처음에 첨가된 입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깨 나타낮다. 처

음에 사용펀 BaSn0 3 입자의 모%딴 Fig. 16 (c) 에서 보는 바와 같아 10-50

#DI1 정도의 코기이나 입 자에 많윤균열이 관찰되며， 따라서 준용융법에

의한 열처랴 과정 중 액상의 침투에 의하여 잘게 갈라져서 아주 적은사각의

입자로나누어 진다고생각된다. 그러나 S002를첨가하는경우에는， Fig. 18

에서와같이， BaSnO] 입자의 코기가 BaSnO]분말을첨가한경우보다코며

업자들아 뭉쳐서 분포하고 있다. 여기서 관찰되는 입자뜰도그성분은 EDS

로분석한결과 Fig.19에서 보이는바와같이 BaSnO] 로분석되었으며 Sn02

로는존재하지 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 때 관찰되는 BaSn0 3 업자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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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M microsturctures of the 8aSn03-doped YBaCuO specimens

prepared by Quasi-Melt-Process and initial BaSn03 power used. (a) 0.06 mole

BaSn03 doped, 1000 X, (b) 0.09 mole BaSn03 doped, 1000 X, (c) initial

BaSn03 power added and (d) 0.06 mole BaSn03 doped, 500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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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result of EDX analysis for 0.06 m이e BaSn03-doped YBaCu。

specimen prepared by Quasi-MAlt~Process. (a) SEM image. 5000 X, (b)

concentration profile of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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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EM microstructures of the 0.15 mole Sn02-doped YBaCu。

specimens prepared by Quasi-Melt-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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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he result of EDX analysis for Sn02-doped YBaCuO specimens

prepared by Quasi-Melt-Process. (a) SEM image. 5000 X and (b) X-ray

Intensities of Y. Ba. Cu and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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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큰것은 Sn02를첨가하는경우에는 BaSn03가 준용융 열처리 과정중에

형성되므로 액상의 침투에 의하여 입자가 미세하게 나누어 지고 분산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힘들가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SnOi를

첨가하는 경우에 초전도 시료의 자기척 특성어 저하되는 이유는 생성되는

BaSn03 입자의 크기가 코며 첨가된 Sn02가 123 기지내의 Ba과 반음하여

BaSn03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123 기지의 초전도 특성을 저챔l키기 때푼으

로생각된다.

Fig.20은 BaSn03분말을첨가한시료와첨가하지 않은 123 초전도체의 광

학 현며경 관찰결과로서 대체로 주사전자현미경 관창결과와 비슷하게 나타

났다. Figure에서 보는 바와 깥이 BaSn03가 첨가된 시편의 211 입자들의 코

기가 첨가하지 않은시료예서 관찰되는 211 보다 작으며 미세한 BaSn0 3 입

자도 함께 관찰되고 있다.

Fig.21은 BaSn0 3와 8n02를첨가한시변의 x-션 회절분석 결과로서 거의

같은 x-선 회절 peak 이 관찰되었요며 5n02에 의한 회절 peak는 관찰되지 않

었다. 이러한결과로부타 위의 두가지 분말의 경우에는 첨가핸분말에 관

체없이 123 초전도체에는 BaSn03 의 형태로 저:J 3의 결정립이 첨가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으며 첨가되는 Sn02는모두 123 기지상과 반응하여 BaSn03

로 형성되는 것을 알수 있다.

라. Y1 2Baz. lC~.lOy 초전도체에서 Ce02 첨가에 의한상전이

산화물고온초전도체의 발견이래[45] ， 고온초전도기구를규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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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YBaCuO 산화불에서 초전도의 흐름은 Cu-O 어l

의하여주도되묘로 Cu 와유사한특성을갖는천이급속원소로 Cu 를대치하

는 연구는 이 체의 초전도성을 이해하는데 많문 정보를 저l공해 준다. 예를

들면， Co, Fe나 Ga가 Cu 위치에소량 대체되면첨가원소함량에따라Tc가

직선적으로감소하며 첨가원소에 따른사방정-정방정 상전이가관찰된다

[46-50]. 반면， Gd, Ho, Nd, Eu, Sm, Yb등과 같은휘토류 원소들은 Y위치 를

전량대체하더라도 90 K이상의 Tc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사방정 초전도상을

안정화한다[51-53]. 그러나 같은휘토류원소라 할지라도 Pc, Ce 과 Pm를 Y위

치에 대치하면 고온초전도도를 얻을수 없다. 이들중PrBa:iαl)Oy 는사방정

123 상을 형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초전도체가 되지 못한다‘ Y을 pr 로

소량대체한 YιxPrxB딴~~OyC x=0.2 )경우에는초전도체의 Tc는 80K 정도

로감소되지만 초전도헤의 flux pinning energy를 상승시키는효과를준다[54].

이 때의 flux pinning eoer앓의 증가는 pr 원자들이 위치한버초전도격자위치

에기인하는것으로생가되고있다. Ce이 Y위치에소량대체될경우에눈초

전도체의 Tc를 감소시키는데[55] ， 아직까지 이 체에서 초전도성과 관련된 Ce

의 역활이나 생성상간의 체책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

는YCeBaCuO 쩨에서 Ce 첨가에 따른 사방정‘정방정 상전이와 이에 따른 미

세조직을관찰하였다.

1) 시편의 제초

Y2;03' BaC03, CuO와 Ce0 1 분말을 혼합，하소， 소결공정을포함}는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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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웅법요로 Yue농)3~1 0 .13.1 Oy (0 < x < 0.5) 시편을제초하였다. 정량한분

말을 알루미나박자사발에서혼합한후， 공기중 910-930 DC에서 24시간 하

소하였다. 하소분말은분쇄한후 steel mold에서 300MPa의 압력을가하여 원

판형의 시편으로 만들었다. 성형한시편을 공기중 940-950°C 에서 24시간

소결후 450°C 까지 서냉하여 24 시간유지하였다. 하소및소결후의 생성상

윤 Cu target을사용하여 분말 x-선 회절법으로확얀 하였다.시편의 미세조직

은미세연마한단변에 대하여 연광광학현미경￡로조사하였다. Ce 첨가에

따른초전도성 (Tc) 은 4 단자법을사용하여 액체질소온도까지 측정하여 얻

은올도-저항욕선오로구하였다.

2) 결과및고찰

Fig.22는소결한 Y1.2(농:xBa낀다l:3. 1Oy ( 0 < X < 0.5 ) 의 온도-저항곡션이다.

모든시편은 77 K 이상얘서 저항이 0 이 된다. Ce을첨가하지 않운 YBaCuO

는 약 90K의 Tc를 보이는 반면， Ce 함량이 증가할수록 Tc는 점진적으로 감소

한다. 또한정상상태에서초전도상태로의 전이온도폭도 Ce합량이증가할수

록 넓어진다‘ 첨가량에 따른 Tc는 x=0.1 ， 0.2, 0.3, 0.4 와 0.5에 대하여 각각 82 ，

81.5, 79, 78.5와 78 K이었다.Ce합량에 따른 Tc의 감소정도는 YBaCuO 에 천

이금속을 첨가한경우[37)에 비하여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Y1. 2CeXB~ lC~.l Oy ( x=0.1 , 0.2, 0.3과 0.4 ) 의 분말 x-선회절션을 Fig‘ 23에

나타내었다. x=O.1과 0.2 시편에서는사방정 123 상， 211상과 BaCe03의 회절

션이 관찰된다. Ce함량이 증가할수록 Ce첨가에 의하여 생성된 BaCe03 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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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높아진다. 또한 Ce첨가에 따라 x=0.2에서 사방정에서 정방정으로 상

전이가 관찰된다. 이는 첨가된 Ce의 대부분은 BaCe03를 형성하며， 일부는

123 상내로주입되어상전이를유발합을의며한다. 위결과를은 x=0.5 시연

에서도 77K 이상의 Tc 를보이는 Fig.22 의 결과률잘설명해준다. Ce 첨가

에 의한상전이는 2(J =320 와 58°부근에서의 인접회절션간 회절강도의 역전

으로 잘 나타난다. 사방정상에서는 각각 32。와 58° 어} 위치 한 (1 1이/(103) 과

(1 16)/(123)회절션의 강도가 (031)과 (213) 회절성의 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높다.그러나상전이가유발되어 정방정상이 안정화되면이들인접회절섣

간의 회철강도의 역전이 관찰된다. 이러한상전야는 YB 화(CuI_x Fell.)307_y 체에

서 Fe 첨가에 따른 사방정-정방정 상전이특성 [48]과유사하다.

Fig.24 는 (a) Y1. 2 Ceo.2B~ 1며.IOy 와 (b) Y 12힘3B~1며 lOy 의 미세연마

한표면의 연광현미경사진이다.시펀 (a)에서는 123 결정 립내에 산소원자의

규칙배열에 따른 쌍정 초직이 관찰된다. 반면， 시편 (b)에서는 이러한쌍정 이

관찰되지 않는다. Fig.22의 x-선회절분석에서시편 (a)와 (b)는각각사방정

과정 방정 결정구조를 보였 었다. 다른 연구결과[56]에 따르면， 123 초전도혜

에서 쌓정의 형성은 1 차원 Cu-。결합에서의 산소원자의 규칙배열에 기인하

는것으로 밝혀졌다. 쌓정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2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었는데，그첫번 째는 123 상에서 산소가결핍되어 Cu-。결합에서 산소원자가

푸질서하게 배열되거나전혀 없는경우야데， 이 때의 정방정 123 구조는 산

소결핍에 의해초전도성을갖지 못하채 된다. 두번째는 Cu 원자와배위수나

전하가다른원소들이 Cu 위치에 대치되어 Cu-O의 1차원 규칙결합을 방해하

는경우로 정 방정 123 구조일지 라도 초전도성을 유지한다[48 ， 50]. 본실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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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Optical p이arized micrographs of (a) Y ,. 2CeO. 2Ba 2. ,Cu3. ,Oy and (b)

Y,. 2Ce O. 3Ba2. ,Cu3.,Oy showing the dissappea떠nce of the optical twins in grains

by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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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e 첨가에 의하여 발생한사방정-정방정상전이도위의 2 가지 원인중의

하나로설명될 수 있는데， Ce 첨가된 시편은 정방정구조를 갖더라도 77K 이

상에서초전도성을유지하는것으로미루어보아그원인이후자얘 해당한다

활수 있다. 이 상전이의 정확한원인을규명하기위해서눈 123 초전도상내

에주입된 Ce훤자의 배위수，전하와123상의구성완소중의어떤원소와대

체되는지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요로생각된다.

마. 준용융법으로 제초펀 YBaCuO 초전도체의 전자기적 특성에 대한

BaTi03 첨가효과

초선도체를 산업에 활용하는 기숨은초전도체의 어떤성질을이용하는냐

에 따라 2가지 분야로구분되는데， 첫 번째는저항없이 많은 전류를 흘려 수

있는성질을이용한전력 및송전분야이고 또다른하나는 초전도도선에

전류가흐를때 발생하는강한자력을이용한초전도자석 분야이다. 기존의

전자쩍은구리선이 도선으로사용되는관채로 전류가도선에 호를시 발생

하는저항으로인하여많은전류를흘려보낼수없게된다. 구리션으로강력

한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상대적으로 자석의 부꽤가커져야 한다. 반면，

초전도체를도선으로사용할경우에는구리선을 사용한경우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저 항

이 발생하지 않기 때푼에 적윤부피로도강력한자석을 만들 수 있다. 고전

적인 급속간화합물초전도체는 재료자체의 임계전류 밀도는높지만 초전

도전이옴도가낮기 때문에 고가인 액채 헬륨에서 사용하여야하므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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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확보하기 어렵지만，고온산화물초전도체는초전도전이온도( YBaCuO

: 95 K, BiSrCaCuO : 110 K, 11BaCaCuO: 125 K)가 액체질소온도이상이므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산화물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는， 점진적으

로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04
Nem2 이하로실용화하기는 낮은수준이

다. 또한 자장하에서의 입체전류밀도는이 값이하로떨어진다. 전류흐름

에의해초전도체내에서 발생하는자장이 입체값을초과하면 초전도체내

에서의 flux line 의 이동으로 인하여 초전도체에 더 이상의 전류를흐려 보낼

수없게된다. 이러한단점은초전도체의 가공공정 변화를통한미세조작 제

어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화합물 초전도체에서는 점 결합( point

defect ), 전위( dislocation ), 적층결합( s tacking fault ), 결정의 변위( residual

sσain ), 업자내의 석출물( precipitation ), 업자 미세화 ( grain refinement )등이

따 motion을 저지하는 역활을하는 것요로 알려져 있다. 산화물초전도체 에

서도이와유사한방법을이용하여 재료의 암쩨전류밀도를향상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없다. 최근에 발표된 주목할만 한 연구결과 중의 하나[10]는

미세한벼초전도물질을초전도체내에분산시켜 재료의 임쩨전류밀도를 향

상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전도체에 다른 제 2 의 물질올 혼합하여 고상

반응법으로제조하면 이 물질과 초전도상간의 상호반응에 의하여 재료의 초

전도성을손상시커게 된다. 그러나 액상공정을이용하게 되면고상반응법과

는달리 초전도상내에 제 2 상 업자틀을 반응 없이 성공적으로분산시킬 수

있다[8]. 예를 틀면， il, Ta, Ti, Rh 과 Re 같은원소를초전도상과혼합하여 고

상반응법으로 제초하면 재료의 초전도성이 손상되지만 이 손상된 재료를 다

시 액상이 생성되는1000°C 이상의 온도에서처리한후，그이하의 온도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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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초전도상을 생성시키는공정을 거치게 되면 재료의 초전도성이 완전

히 회복된다[57]. 이러한초전도성의 회복은 123 초전도상내에 주입되었먼

이물질들이 액상공정에 의하여 초전도상 밖으로 분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되고있다. 분리펀제 2 상입자틀은그대부분이초전도입자내에 미세하

게 분산되기 때문에 분산입자에 의한 기체적 특성향상은 물론아고 flux

pinning centeT.로서의 가능성도 기대된다. 초전도체와 반응하지 않는 물질은

액상공정으로제조되는초전도체의후막모재나초전도선재의 cladding 째로

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준 용융법으로 저l조된 초전도체에서

BaTi03 첨가에 따른 며세촉직 및 초전도성과 mag netization을 초사하였다.

BaTi03의 flux pinn뺑 center나 후막공정의 모재로서의 가능성을미세조직과

초전도성의 관찰을통하여 논의하였다.

1) 실험 방법

Y203' BaC03와CuO분말을 혼합하여 고상 반응법으로 123분말을제조하

였다. 정량한분말을 알루미나도가냐에 넣은후 공기중 910 DC에서 24시 간

하소하였다. 하소한분말은 알루미나 막자사발에서 분쇄한후무게비로 5-20

%의 BaTi03 분말« 1 pm 입도)과 혼합하였다. 이 분말을 직경 20mm，두께

10mm의 원판형시편으로성형하였다.성형한시편운공기 중 950 DC에서 24

시간동안소겸한후서랭하였다. 소결펀 시편을 YBaCuO의 포석온도이상

인 1050-1100 °C으로가열한후30-60분간유지하여소결시 생성된 123상을

액상과 211상으로 분해시커고자 하였다. 시편을 1000°C까지 40
D
Cβ1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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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냉각시킨후 123 상을생성하기위하여 3°C/h의속도로 980°C까지 다시

서냉한후 10 시간유지하였다. 이 공정에서는 액상과 211상이 반응하여

123 상이 생성 되는데， 980°C로의 냉각속도가 느렬수록 커다란 123 입자를

얻을수있다. 이때생성되는 123 상운산소가결핍된정방정상이되는데 이

123상이 초전도성을 갖기 위해서는산소원 자의 123 상내로의 확산이 펼요하

채 된다. 이 과정을 위하여 시편을 450°C까지 서냉한 다음 이 옴도에서 24 시

간유지하였다. 하소를비롯한각공정에서 생성된 상은 Cu target을사용하여

x-션 분말회철로 확인하였다. 시편의 미세조직윤 미셰언마한표변에 대하여

면광 광학 현미경， 주사전자 현미경과 ( SEM EDX: scanning elecσon

microscope energy dispersive X-ray anaysis), 투과 전자 현미경( ’!EM :

transmission elecσon microscope )으로 조사하였다.TEM 용시편운 준용융법으

로 쩨초된 시편을 에틸 알코올에서 분쇄하여 용액 상부로 부유하는 박편을

micro웰d로 채취한 것이 었다. 시 편의 초전도 온도(Tc)는 액체질소온도까지

의온도에 대한시편의 저항을 4 단자법으로측정하여구하였다. BaTi0 3 첨

가에 따른 flux pinning 효과는 SQUID를 사용하여 2 Tesla의 자장에서의 M

H곡선(magnetic hysteresis curve)으로부터 구하였다. 시편의 크기논 3x3x5

m이었다.

2) 초전도성 과magnetization 특성

Fig.25논 BaTi03 를 첨가하여 준용융법으로제조한시편의 온도-저항곡션

이다. BaTi0 3 를첨가하지 않은 YBaCu엠 Tc는 92K로，이는고상반응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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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초한시편의 Te[l]와비슷한값이다. BaTi03 를첨가한시편의 Te는 2,

10, 15, 20 wt% BaTi0 3 대하여 각각 90.5 , 90, 88.5, 89.5 K로 BaTi0 3 첨가량이

증가할수록감소한다. 그러나 이값들은 Fe， Ni, AI, zn 뜸의 천이금속을첨가

하여 고상 반응법으로제조한 YBaCuO의 Te[58， 59]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

다. 이는 YBaCuO에 BaTi0 3 를 첨가한 시편을 준용융법으로 제초할 경우에

는，고상반응법에서와는탈리， 첨가물과초전도상간의 반응을 억제할수 있

음을의미한다.

Fig. 26운 (a) YBaCuO 와 (b) 5 wt% BaTi0 3를 첨가한 시 편의 M-

H( magnetization hysteresis )곡선이다. 시펀 (a)와 (b)의 소결밀도는 각각 5.59

와 5.08 g/ent- 이 었다. Bean의 모델[60 ， 61] 에 의하면 자장하에서의 초전도체

의 입체전류밀도는 M-H 곡션의 시펀에 가해주는자장과그 반대의 자장에

대한자화차이(，6M)에 비례하며，이때의 입체전류밀도는 Je=20 x .6.M/d 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d는측정시편의 두께나균일한미세조직을갖논시편에

있어서는초전도상의 결정립 크기가된다. Figure에서 알수 있등이，전체적

인 M-H 곡선의 코기논 BaTi0 3를첨가하지 않윤 YBaCuO가 BaTi0 3를첨가한

시펀보다상대적으로크다. 이는 전혀자장이 걸리지 않았을경우에는시

편 (에 가 (b) 보다 높은 임체전류빌도를가짐을 와미한다. 본 실험에서시 편

에가하여준자장은최대 2T 이었는데，자장여클수록시편의 입체전류밀도

는점차적으로낮아진다. BaTi0 3를첨가하지 않은 YBaCuO는차장이 증가 할

수록 .6.M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BaTi0 3를 첨가한 시편에서는 0.3 T의 자

장까지는.6M이 급격히 감소하지만이 후에는자장에 관계 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보인다.2T의 자장에서는두시편이 동일한 .6.M값을갖는다.실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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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입체전류 밀도논 앞에서 구한 밀도치로 AM값을보정해 주어야하므로，

시편 (a)의 임계전류 밀도가 (b) 보다 약간높을 것이나 AM의 자장에 대한 의

존성을고려할경우 2T 이상에서는시편 (b)의 입쩨전류밀도가(히의 값을상

회할것이라혜상된다. 이는자장에 대한입체전류빌도의 의폰성야 BaTi03

를첨가하지 않은YBaCuO가 BaTi0 3 를 첨가한시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을의미한다. 즉 YBaCuO에 BaTi03의 첨가는초전도체의 내자장성을

향상사켜 주는효과가 있융울 알수 있다.

3) 미세초적

초전도체의 입체전류밀도논초전도체의 미세조직과 밀접한관쩨가 있으

므로첨가물에 따른미세조직의 변화를알고자x-션회절분석을하였으며，

그결과를 Fig.27에 나타내었다.모든시면에서 123 사방정상의 회절선이 관

찰되며， 이와더불어 211 상의 회절션도관찰된다. 반면， BaTi0 3를첨가한시

편에서는 위의 두 상의 회절선이외에 다른 개재물의 회절션이 관찰되며

BaTi0 3 첨가량야 증가할수록이 개재물의 회절강도가증가한다. 각시편에

서의 123 상의 회절션으로부터 격자상수를 채산한 결과 BaTi03 첨가에 따른

격자상수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었다. 이는 첨 가된 BaTi0 3 의 대부분이 123

상내로주입되기 보다개재물형성하는데 소모되었옴을 의미한다.

Fig.28은(떠 YBaCuO와 (b)-(d) BaTi0 3를 첨가한시편의 미셔l연마한표면

을 1% 질산용액( 1% RN03 + 50% ethanol + 50% H20 )으로 etching한 미세초

직이다. 시변 에 에서는 성장한 123 업자내에 막대형상 업자들이 분산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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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a) unadded, (b) 10 wt% and (c) 20
wtO/o 8aTi03-added Y8aCuO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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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Optical micrographs for etched surfaces of BaTi0
3
-added YBaCu。

prepared by pa야ial melt processing; (a) 0 wt%, (b) 5 wto.lo, (c) 10 wt% and (d)15
wr>.Io of BaTi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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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관찰된다. 또한 123 기지에는정방정-사방정 상전이애 의한미세균열이

관찰된다. 이 시펀에서의 성장한 123 입자의 코기는 대략 3-5mm 이다. 반면，

BaTi03를 첨가한시변에서는 막대형 업자와더불어 초전도기지에 문산된 구

형의 업자들이 관찰되며 BaTi03 첨가량이 증가할수록분산된 구형업자의

부픽분율도 증가한다. 이 제 2 상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 EDX

로분석하였으며，그 결과가 Fig.29이다. EDX 분석은 초전도 71지 , 막대 형

업자와구형업자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초전도기지와 막대형 업자에서논

Y， Ba 과 Cu가겁출되나막대형 입자에서 Y이 다량검출되는것으로보아 °1
입자틀은 211 상인 것오로판단된다. 구형 입자에서는 Y과 Cu는 검출되지

않었으며 단지 Ba과 Ti 만이 검출되었 다. 따라서， 이 상운 첨가된 BaTi0 3에

의하여 생성된 상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와 앞서 관찰된 x-선회절 결과로

부터， 첨가된 BaTi0 3의 대부분운 123상과 반응하지 않고 제 2상을 형성합을

확인할수 있으며， 이는 BaTiO]ol 첨가된시편에서 90K가량의 높은 Tc를 얻

을수있눈이유를셜명할수있다.

Fig.30운 (a) YBaCuO와(야 15 % BaTi03 첨가시편의 투과전자 현미경 사

진아다. 두시변 모두에서 정방정-사방정 상전이에 의한쌍정이 관찰된다.

시펀 (a)의 경우의 A상정의 간격은 대략 60-80 nm인 반면 (b)에서의 쌍정간격은

30-40 nm로좁아진다. YBaCuO의 쌍정간격은결정구초내의 1차원 Cu-o 결

합에서의 산소함량이나 구려위치에 대체된 다른천이금속에의하여 Cu-O

규칠배열이 방해펼 경우 변한다고 알려져 있다[62]. 결정내에산소함량이 적

을수록，구라원자와치환된천이급속원자량이증가할수록쌓정간격은좁아

진다. 따라서본결과에서관찰된BaTi03 첨가에의한쌍정간격야좁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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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 (a) SEM surface micrographs of 15 wt% BaTi03-added YBaCuO and (b)

dot mapping of Ti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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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TEM images of (a) unadded and (b) 15 wto/o BaTi03-added YBaCuO

prepared by partial j'nel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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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치환되는함량은작을지라도， 쩨한된 량의 Ti원자가 123 상내로주입되

었음을의미한다.

Fig.28 과 29 에서 관찰된 바와같이 , 초전도상내에 분산펀 제 2 상용그 크

기가 flux pinning center 로 작용하기어l는너무 커서 푼산된 압자자쩨에 의 한

fluxpinn꽤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BaTi03를 첨가한시편의 M-H

곡선운 BaTi03 첨가가자장에 대한저항성융부여함을보여주었다. 만약 초

전도상에 분산되는 Ba’I퍼3 업자코기를 submicron 으로 제어할수 있다면

YBaCuO의 입체전류밀도를 향상시킬수 있을것으로기대펀다. 앞으로제 2

상 업자분산에 따른초전도채의 flux pinning 효과에 대한 연구가요망된다.

바. 션재가공공정

외력을 사용하여 고체금속을 변형시격 유용한 모양 및 성질을 부여하

는 가공을 소성가공이라고 한다. 금속의 탄성변형은 기체의 부째를 설

체하는 자료를 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나 이 변형운 힘을 제거하면 소멸

되므로 가공을 위한 폭적에는 적당치 않다. 따라서，가공시 고체가 외력

에 의하여 영구적요로 모%￥을 바꾸는 소성이라는 성질이 필요하다. 상옴

에서 소성변형을 받는 금속의 대부분은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저항

도 증가한다. 소성역에서의 변형율과 응력과의 관채는 부해負빼의 형식

에는 관책가 없으며 금속은 냉간에서 받은 소성일에 따라 변형저항이

증가한다. 이 가공경 화눈 소성 가공에서 재료의 항북점을 높이므로써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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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으로 소생역학에 관한 exact s이ution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많은 app때mate 방법들이 있고 그 해석결과는 많은 가정때문에

완전하지 않요나 공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그중 slab method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slab method는 자유물체 - 평형해석법이라고도 하며

그방법은 변형영역내에 미소체적 요소를 취하여 야를 자유물체로 보고

이애 대한 평형방정식을 얻는것이다. 이때 한방향의 미소치수에 대해서

만 응력변화를 고려하고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균일한 응력분포를 가정

한다. 관련된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평형 방정식을 적분하면 해석해의 꿀

로 해를 얻을수 있다[64-65]. 본장에서는 고온초전도체 선재 제조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owder-ir패lbe method에서 주로사용되고 있는 인발 (drawing)

및 압연 (rolling) 대한 process와 역학적 인 면을서술하였다.

1) 인발(drawing)

이 방법은 일정한 단변의 곧은 신채({!빼f)를 능률좋게 제조하는데 적

당하며， 특히 션째는 인발에 의한 제품의 대표적인 젓이다. 또한 tube 및

형째의 제조에도 매우 중요하다. 원기풍 형태의 작업물을 conicaldie로

통과시키며 팔어 잡아 당기는process로서 그 단연의 코기는 작아지고 길

이는 늘어나게된다. 해석방법은 압출과 거의 같은 식을 사용활수 있으며

단지 인발은 인장 load, 압출은 압축 load가 작용되고 있다논 것이다‘

션째 인발은 보통 냉간 작업으로 행해지며， 정확한 치수， 양호한 표면

상태를 얻을수 있는 장점이 었다. 인발에서는 션재또는 소봉(素蘭의 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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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리 die의 구멍을 톰과시킬 필요가 있다. 아 부분을 가능케하는 예벼

가공에는 회전단조기에 의한것과 테이혜 홈을 가진 roller에 의한것이 았

다. 이 작업을 pointing이라고한다. Die는 내구성을 펼요로 하며 변형저

항이 높고 가는 션을 인발할때는 다이아몬드 die 또는 초경합금 die를 사

용한다.

Die의구죠는 Fig.31과같다. 입구작(entrance angle) 부푼은 다야에 부착하

고 있는 윤활재가 충분히 공급될수 있도록 넓 게 되 어 있으며， 접근각

(approach angle)부분은 실저l지름의 강축이 일어나는 단면이며， bearing면은

die로 부터 나갈때 rod 나 WIfe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그 이후는 출구

인 도피각이다. 접근각은 알루미늄 및 은의 겸우 8°~ 90
정도이며 동의

경우 6°~8。 정도이다.be때ng 면이 너무 길변 인발력이 증가하고 션재

내의 응력도 높아지묘로 되도록 짧게하는 방식을 취한다[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신선의 경우 표변에 부착된 유지를 제

거하고 30%의 질산용액 중 상용에서 약 10.-....15분 산셰척한다. 신선용

die논 발열이 심하므로 냉각되어야 한다. 윤활제로는 종유또는 실린더

유와 종유의 혼합물을 die 업구에서 선재의 표변에 직접 분사한다.

인발재료 내부에 내적결합이 존재하는경우 신선도중에 국부 수축에

의해서 선이 절단되었을때 첩모양이나 원추형의 따연으로 나타난다. 션

의 중심부 파손은 큰 die 각과흔 마찰때에 많이 일어난다. 표면 균열은

불안전 윤활에 원인이 있으며 길이방향의 긁힌 홈(scratch)윤 die어l 결합

이 있거나 불안전 윤활이나 또는 션과 합꺼I 혼입한 경질업자에 기인한

다. 표변에 균열조착이나 겹친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압연재의 가포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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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언한다[66].

션을 인발하는데 팔요한 힘운 소재의 A)룸을 감소시키는 험과 die 입

구로부터 출구까지의 표면층에서 불균일 전단변형을 하는데 필요한 힘

과 션과 die 벽 사이의 마찰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협틀의 합이다. Fig.32

와갈이 일정한 직경감축애 대하여 전단변형량은 die 반각의 증가와 더불

어 증가하며， 주위부분에서 큼 전단변형융 하려면 중섬부분에서는 파단

응력이상이 작용하채 된다. 일정 die에 대해서는 전단변형은 감축율에는

코게 관계하지 않는다. 불균일 전반변형은 die 각이 적을수록 적어지나 die

벽과 채료사이의 마찰은뎌높아진다. 인발력은다아각， 갑축률， 유동응력，

마찰동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어진 압축률에 대하여 인발력

을 최소로하논최적 die 각을찾을수있다.

관을 인발하는경우에 심봉을사용하면 지륨이 갑소하며 동시어l 관의 벽

두께는도리어 증가하나，중공관을 인발할때눈 지름과 벽두께가모두 감소

한다. 인발은보통상옴에서 행하나 변형이 심하므로상당한온도상숭아 얼

어난다.

2) 인발이론

인발의 겨본형태는 원형단변의 작업물을 환추변을 갖는 die로 인발하

는 경우이다. 명변단면의 명면유지이론은 die의 원추부에서 소성변형을

받는 재료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균일 변형을 전제로 하고 있으

므로 변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응력의 평형과 항복조건만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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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혜를 구한다[63].

가정 (1) i1 r' i1 ,, i1 Z는 주응력성분

(2) die 면의 마찰은 Coulomb법칙에 따료고재료눈균질변형을 한다.

(3) 응력운 z 만의 합수이다.

Fig.33 으로부터 힘의 평형식은다음과같이 표현된다.

2 (J z dD + D di1 Z + 2P dD (1 + p cot a ) = 0

한편 단축 변형애 대하여

i1 r= - P이변 항복조건은다음과같다.

gz+P=\13 k

B.C. 을 이용하여 풀면

Sz= 됩k ( 1쏠
$D

-no
패

a+
$D

-nb

p=됩 k -됩k (
R n m D

HB ) [ 1- (L) ] - K( 걷-)
Db Lu U

여기서 B= 까 cot a

후방장력이 없는 경우축방향의응력은다음식으로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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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quilibrium of stresses on an element of infinitesmal thickness during

wir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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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z ::: V k ( 뽑) [1- (품)쟁]

따라서 다이출구애서의 인장강도는다음과갈다.

l1 za =~격-k

단연감소율은

2B
f폭 [ 1- (모프-) ]

B Db

q= (A b 꺼 a ) = 1- (줬 )
r ‘ b ‘ b

로 나타낼수 있으며 q 가 커지면 die 를 통과한 채료는 단축적인 인장응력

에 의해 소성변형을 하패된다. 이 상태를 가공한체라고생각하여야한다.

이때 하중 P는다음과갈다.

p= (
π D;

4
)~도 k 1 kl: die출구에서의 채료의 전단응력

재료가 비경화성이먼 k1 =k로 생각하여 다음과같이 한체단면감소율을계

산할수있다.

B = p cot a = 1.0 이면 q=0.5

B= 0 이면 q =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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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션기의 속도와 변형율 속도와의 관쩨는다음과감다.

A=πZ2 때n 2« (V : 유속， A : 면적)

(연속방정식)A.v. =AV =" Vb

V= (Z.찌2V.

--
7‘

.
t
-

2
11 V 2Z ft

= - v
‘ a

liZ Z"

εr =ε (J = -Vrz. =-
2z

2

3z
v a

Db에서 Da까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재료의 흐름방향을 바꾸기 위한 일이

필요하다. 이것운 a 가 커질수록 커진다.

Sb에서 훨판이 받논 전단열량은

했 = 강 ZZdSbkj。a 쐐 d때， =

,‘
-’
J

ktancr A L dSb ~....

b

출구얘서 받는 전단일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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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WSa =

3
ktana A a dS a

따라서 결국전단일량은다음식으로표현된다.

dW.. = dW "L + dW。‘ -Sb _ .. sa

4
-3 ktana A _ dSa a

이것에 기인하는 인발응력 증가는마음식과같다.

(1 =
sa

4

3
ktana =

4
-3 ka

따라서 최종 z 방향의 응력은다음식A로표현된다.

1- r I+B _ . D ~ 2B 4
g a ’ = a a + 싫 =\13k [ ~.~ (1- (•.!..) )+:-수二 a ]

‘’ B DL j ,13
‘ b - 'I “

같은 단면 감소율에 대하여 후방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발응력은후방장력

보다 적은 양증가한다. 후방장력을증가시키 면 소요되는 일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die 압이 감소하므로 후방장력을 가하므로써 나타나는 이점은 die의

수명이 연장되고시간손실이 감소한다. 한편 가능한최대 단연 감소율에 대

하여 후방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발장력은후방장력보다적운 양증가한다.

재료의 1회 통과마다 1% 이하의 단연 감소량에 대해서는 길이방향의

잔류응력은 표면에서눈 압축응력， 중심축에서는 인장응력이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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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상 반지름방향에서는 중십축에서 인장잔류응력이 나타나고 점차

감소되어 표면에서는 0이 된다. 또 원주방향에 대하여는 길이방향과 같

운 잔류응력이 존재한다. 른 감소량에 대하여는 반대로 길이방향에서

는 봉표면애 인장응력이 중심촉에서는 압축 잔류웅력이 있으며， 반지름

방향으로는 중심에 압축 응력이 잔류하고 표면에서는 0이 된다. 원주방

향에서는 걸이방향과 같다‘

3) 압연(rolling)

회전하는 2개의 roll 사이에 소재를 통과시켜 야것을 압축하여 단면적

또는 두쩨를 줄이고 바라는 단면형을 가지는 전신재를 제초하는 가공법

을 압연이라고 한다. 압연의 일반적인 주 목적은 재료의 두께를 감소시

키고 길야를 늘이는 것과 동시얘 주촉조직을 파괴하고 기포를 압착하여

균질하고 우량한 생질을 얻는데 있다 압연성형을한다는것은급속을roll

사이로냉간통과시켜복잡한형상을얻는가공법이라고할수있으며일정한

단변형의 길이가긴봉상의제품을얻는것아다.

압연은양산적이고제품치수포비교적정확하다. Roll사이에서소성변형

하는급속은roll 의 압력작용에의한고압축응력과。1 roll 과 금속사이의 마

찰에 의한표면전단응력을받는다. 마찰력은 roll사이로금속을팔어틀이는

역활도한다. 열간압연으로판，박판， rod , bar, pipe, 레일，구조용형강등을 제

초하며 냉간압연으로는 박팔， sπip， foil 등을생산한다. 냉간압연은 면야 깨끗

하고 기체강도가 증대되며 제품의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킬 수 있다. 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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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작동 roll의 원주속도로 지정된다. 속도는 생산 능률에 영홍t을 미 칠

뿐아니라 압연 작업조건에 대하여 전면적인 영향을주며 압연압력，제품의

질 등에 현저한차를준다.

압연기는빼어링， roll, housing으로구성되어 있으며，기본적인 2단압연기

를비롯하여 Fig.34와같은다단 roll 압연기가었다. 압연기는 roll 갯수가 2

단압연기는 간단하나 융통성이 없으며 roll이 많은 다단 압연기 (cluster mill)

로는변형저항이큰 금속박을 압연하는데쏟인다. 또한 연속 압연을위 해

연속적으로 압연활수 있는 Fig. 35와 같운 연속압연방식을 사용하는데 각

stand 마다 압축량이 달라속도가다르게 되므로각쌓의 roll의 속도는 앞 roll

에서나오는strip 의속도와 같은원주속도를얻도록조정되어야한다. 압연

작업은 열간 및 냉간 작업을 할수 있다. 냉간압연은 열간압연에 비해 표면

이 깨끗하고 정확한칫수를 얻을수 있다. 또한 냉간가공에서 오는가공경

화는 재료의 강도를 증가시키며， 주로 비철 금속재료의 완성 압연방법으로

사용된다. 냉간가공을 받는 재료는 내부조직이 강제적으로변형되어 내부응

력이 작용하며 취성을가지게 되어 이들채료로다음소성 가공을수행하기

곤란하게 된다[66]. 따라서 냉간 압연 후 풀림 열처리를하여 내부응력을 저l

거하고 연화시격 가공성을향상시켜야 한다.

봉채 또논 형강을 압연하기 위해서 한쌓의 roll 동체에 선삭한 홈을 groove

라고 한다. 형식에 따라 open pass와 close pass 2종류로분류된다. Groove의

사용목적은 roughing pass 와 fonning pass로 대멸되는데， roughing pass논 임의

의 소단면으로 압연하거나 또는 제품으로 압연하는데 필요한단연을얻기

위한 groove로서 거의 전부가 open pass이다. 또한 fonning pass는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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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Milling machine with various types of r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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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Milling machine for continuou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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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완성 pass로서보통동형상의 것을수개 배열하여 groove 마모에 대비한

다. 강째압연에 있어 가장중요한것어 groove 설계이다. 봉강이나션재등은

빨리 연신하여 소정의 단면치수로성행할 펼요가 있다. 이 경우여러모양의

groove 를조합하여 동-과회수를 적게하면서 압하율을코게하여 빠르게 원하

는 형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압연속도는 점차 고속화 되고 있으며， 따라

서 roll의 옹도가증가하고이의 냉각을위한장치가사용되고 있다. 압력의

분포는 입구로부터접차증가하여종렵점에서 최대이며 이후는또다시 감

소한다.

압연에 의한 변형은 2차원 변형이며 박판 압연야 좋은 예이다. 두께의 갑

축은거의가길이의증가로변환되며， 폭의 증가량은미소하다. 조질압연과

같은적은갑축을받은판의 경우소성변형어 깊은 영역까지 미치지못하기

때문에표면층에는길이 방향의 압축잔류응력어존재하고중앙면에는인장

잔류응력이 존재한다. 큰 감축 압연을 한 판에서는소성 유동이 완전히 전 두

께에 미쳐서표면층에눈길이방향인장잔류응력이，내부에는압축응력이 존

재한다. 압연판표면의 압축응력의 크기는 roll.지름， 판두께，감축량풍에 의

해 결정되며 최후의 잔류응력은 최후통과 groove의 초건에 의해 크게 좌우된

다.

압연제품은 보통높은표면 용적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압연과정의 모든

단쩨에서의표면조전이 매우중요하다. 따라서 재료표면의 결함을선삭， 절

삭， 산소절단등에 와해 제거해야 한다. 압연판의 압연방향의 두께 변화는 겨

의 압연속도와판의 인장에기인한다. 폭방향의두께 변화는로울의국부적

변형에관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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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판 압연에서의균일 변형이론

판두째얘 1:11 해 판의나비가 10배이상， roll반지름에 대하여 판두께가 1/100이

하，접촉호의 길이가판두쩨이상이 되면 압연하중이나회전력을구하기위

해서는불균일변형을가정할필요가없다.즉명단연의평면유지 이론[64]을

적용할수었다.

가정 (1) 접촉호는원호이고탄성변형을하지 않는다.

(2) 마찰쩨수는접촉호위 모픈점에서 일정하다.

(3) 증폭은 없으며 압연윤 명연 변형 문제로취급

(4) 수직 단면은 명변을유지 한다.

(5) 로울의 원주속도는일정하다.

Fig.36 과 같은기하학적 정의를 이용하여 Fig.37에서 평형방정식을유도

하연다음과같다.

( ’ al1 z + 파출 d Z )( t+dt ) +2빽鋼 ± 따뼈뼈 -11 Z t=O

d(6zI)+2P좋 + 2p P 따 =0

위식을 K빠nan 압연 방정식이라하며 ±는로울에 대한재료의 상대속도에

의해결정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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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Schematic diagram of strip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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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Schematic rolling stresses under the arc of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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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점을경체로하여 입구쪽에서는(-)，출구쪽에서는(+)가된다. 명연변형

항복죠건식에 의한항복조건윤

P+6i=2K

최종적으로다융해를얻을수 었다.

입구쪽

P -쟁 a &P j@&W= e' [( 1- -포 ) e ·2 e tanW dp
2k 2k

출구쪽

P = e ?-,a’ [( 1+~‘ +2ι(tf e-2a9쩌 빼F 때 1
2k 2k

{
쁨- , = 빼 -1 ~펠

9' '= tan-I ~한 = 빼-1많

여기서 R' 는 탄성적으로 변형한 roll의 곡률 반지륨이다.

Hitchcock의 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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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1 P

R’ CL 2

R 변형되지 않운 roll 반지콤

R' : 단성적으로명단해진 roll 표면의곡률반지륨

P: 단위 너벼 마다의 압연하중

c: π E I {16 (1 -11 Z)}

L: 접촉호의길이

E: 종탄성체수

II : Poisson'’s ratio

위식에서 R’를처음부터 구하기는불가능하며초기 R’ =R 로가정하여 P를

구하고근사치 R’를다시 윗식에서 쩨산하여 결과를수정하는방법을취한

다. 실쩨 K때nan 실용식으로너무복잡하여 근사해로서 Tselikov의 근사식，

Nadai의 해법등을이용한다[64].

5) BiPbSrCaCuO 단섭선째 제작

현재까지 발견된고온초전도체의대부분은산화물셰라막으로서그자체

로의 가공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보완하기 위하여 가공성이 용이

한금속관에 초전도분말을충진하여 가공효}는 powder-in-tube me야1여가개 발

되어 왔다. 이 공정에 사용되는금속관의 채질운운으로， 가꽁후 열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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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과초전도체간의 반응이 거의 없고높은전기전도도를가지므로 초전도

션재의 피복재로 널려 사용되고 없다. 은관에 충진된 초전도는 swaging， 인발

(따awing)， 압출(extrusion) ， 압연(rolling)과까압(pressing)등의 방법중 몇가지를

죠합한 공정으로 제작된다. Fig. 38은초전도 선재제작 공정도로 본 연구에

서는 분말충전-swaging- 인발- 냉간압연/가압의 공정을 션택하였다. 충진에

사용된 분말은 Bi:Pb:Sr:Ca:Cu=1.84:0 .34:1.91:2.03:3.06 조성의 분말을 공기 중

810°C에서 24 시간하소한 것으로 분말중의 주된 상은 80K 의 2212 상이다.

이 분말을내경 3mm, 외경 5mm, 길이 15 mm의 운관에 충진한후 swagmg 으

로 외경을 3 mrn로 감소시켰다. Swaging한 관은 인밥공정을 반복 실시하여

최종와경이 1. 2mm인 션재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rod 형태의 션재는 내부

의 초전도분말이 불규칙하게 배 열되 어 있기 때문에 높은 암체전류밀도를 얼

기 어렵다. 관내부에 충진된 초전도 분말을 일방향으로 배열하고자 냉간 압

연과 냉간가압으로 전체 두께가 약 200 IJIII 의 테이프로 만들었다. 초전도 테

이표는길이를 35mm 로절단하여 box 로에서공기중， 300 시간열처리한후

200 °C/h로상온까지 냉각하였다. 초전도체의 임체전류밀도는시편을액체

질소에 담근후， 자장이 없는상태에서 1뻐fern 기준으로측정하였다.초전도

체의 미세조직운은sheath를벌겨 낸시면에 대하여 X一선회절 및 SEM으로관

찰하였다.

Fig.39는 (잉인발 - 냉 간압연과 (b) 인발 - 냉간가압으로 제작한 초전도 시

편을보여준다. 냉간압연시에는 너버 방향보다는길이방향으로가공이 우

션적이나냉간가압에서는길이와너바 방향모두에서 가공이 이루어짐을보

인다. Fig.40은이들공정으로만틀어진초전도선재를열처리한후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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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Block diagram of powder-in-tube method using silver sh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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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Photographs of superconducting tapes prepared by (a) drawing

rolling and (b) drawing-press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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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0. Cross section of silver-sheathed BiPbSrCaCuO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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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Figure에서 알수있는것처럼， 은테이프와두께는초전도체 두쩨의

약 2 배 가량아 된다. 초전도션째를 열처리하게 되연초전도물질의 확산으

로 인하여 초전도체와은이 치밀하게 결합하게 됨을보인다. Bi一체 초전도체

의 임체전류멀도를좌우하는중요한인자는초전도체의치밀화와입자의 일

방향배열로알려져 었다[67 ， 68]. Bi-쩨초전도체를소결활경우 2212상의 분

해와 2223상의 이 방성성장으로 인하여 소결채 밀도가 감소하는 pellet

expansion 현상[1 3]어 일어나， 이로 안하여 1-20Ncm
1
의 낮은 업계전류밀도

[12]를나타낸다. 그러나 반복 냉간가공방법으로초전도션재를 제조할경우

에는 소결밀도를 높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2223 상을 일방향으로

배열할수 있는장점이 있다. Figure에서 관찰펀 바와같이 냉간가압법으로

제작한초전도션재의 단연은거의 기공야 거의 없는치밀한초직을보인다.

Bi-채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를높이고자초전도입자들을일방향으로

배열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69 ， 70]. y-쩨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초전도체의 성장서 열척구배를부여합으로서 얼방향응고를유도하고있는

반면， Bi-쩨초전도체에 있어서는기체적인 방법으로초전도입자의 배열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그원인은가공시의 판상의 이방성 형상을 갖고있는

초전도 입자와 음력을 가하는 매질간의 전단응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

고 있으며， 작용응력과 초전도 업자의 배열과는 밀접한 관체가 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9]. 이러한 성험 결과틀은 Bi-책 초전도 션째의 효과적인 가

공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Powder-in-tube 공정에사용되는

초전도분말운 2212상이 주된 상인 하소분말이다. 아 분말을 λF용하여 초전

도션재를 만틀어 열처리하게 되면 가공에의하여 일방향배열된 2212 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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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푼해되고훤하는초전도물질인 2223 업자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

에서 2223상이 일방향 배열되어 성장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설치 않

다. 따라서， 초기 어느정도의 열처리 후다사 가공을통하여 생성된 2223 업

자들의성장방향을제어해 주어야한다. 본실험에서는초전도선재를열처

리한후다시 반복가공하논방법으로초전도입자의 방향성 배열을유도하였

다. Fig.41운 열처리 중간과최종 열처리 후의 초전도체의 x-션 회절 결과

이다. 열처려 중간에서는 2212 상과 2223 상이 공존함을 알수 있는데， 두 상

모두 c-축으로배열되어 있다. 최종 열처리 후에는 2212 상의 회절션은보이

지 않는 반면， c-축오로 배열된 2223 상의 회철선 만이 관찰된다. 이러한실협

을통하여 초전도체의 임체전류밀도와초전도 입자배열과의 관련성을추론

할수 었다. Fig. 42 (a)는 BiPbSrCaCuOlAg초전도선채를 200 시간 열처리 후

다시 냉간가압한시편의 77 K에서의 임계전류밀도이다. 초전도상태에서 션

째에 흘려보낸전류는 1.85 A로이 값을초전도혜의단면적인 3mmx 100

때으로나누어 주변 초전도체의 입쩨전류밀도는 약 1200 Ncm2
가 된다. 이

시편을다시 냉간가공한후공기중 835°C에서 24 시간 열처리한시편의 입쩨

전류밀도 값이 Fig.40 (b)에 나타나있다. 초전도체에흘린 전류량은 약 4.20

A 로， 이 값을 초전도체의 단면적 언 3 mm x 70 1111로 나누어 주면 초전도체

의 입체전류밀도는 약 2000 Ncm2
이 된다. 이와같이 초전도선째를가공/열처

려를 반복 실시하면 초전도의 임계전류밀도를 상승시킬 수 었는데， 이는 가

공에의하여초전도입자틀의 일방향배열을증진시켜주었기 때문으로사료

된다.

Fig.43 운초전도선재의 (a) 표면과 (b)단면에 대한주사전자현마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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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SEM fractographs of BiPbSrCaCuO superconducting tape pickled the

silver sheath; (a) a surface and (b) a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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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다. 소결공정으로생성되는 2223 상의 입자형태가 두째가 수 빼，너비

가수십 때인 판상형임을고려하연， Fi맑Ie으로부터 초전도입자들이 C-축과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되었음을 알수 있다. 향후에는초전도입자의 일방향

배열과 업계전류밀도와의 관쩨， 초전도 선재의 길이에 따른 업쩨전류밀도

와 원료분말의 조성제어를 통한 입쩨전류 밀도의 향상에 관련한 연구가 요

망된다.

6) 다심선재제조

고온초전도체를전기에너지 저장， 무손실 송전， 발전 등에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션재형태로의가공이 필수적아다. 그러나고올초전도체는취성이

큰세라믹이므로기존의 금속잭 저옹초전도체에 비해 긴 선째형태로의 가

공 및 flexibil ity를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극복하기 위해 많

은가공 process 가 제시되고 있다. 이런 여러 process의 공통점은초전도체

만으로는 선채가어려우므로 이에 강성을주기위한물질을피복혹은혼합시

키는 방법을 취하고 었는것이다[70， 71]. 다십선재는 quenching 안정화눈물

론 변동자기장에드러나도안정하게 작동하는초전도자석에대한각종응용

에 부응하도록개발되었다. 이때 입체전류를높이기 위해서는 단심선을고

밀도로넣어야하며이를위한여러가공기술이개발되고있다.

다성션재의물성운초전도체재료의 물성향상과 소성가공기술의수준에

의해 결정펀다. Pacific superconductors 에서는다섬선채로 1000m 정도를R

Ba-Cu-O쩨 (R: rare-e따닙1 element)로서 100 Ncm2 (0 η 이하의 Ic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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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심션재의 Ie는 단심에 비해 현저하재 낮은 Ie를 나타내고 았다.

Rik없a 등의 논문에 의하면[72]t 단심의 갯수가 It 36t 762로 늘어날수록 Ie가

2.5x104t 7.0x1 03, 4.3x1 03Nem2으로 낮아지논 것을 볼수 있으며 측정 길이 에

의해서도 Ie가 코채 변하는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섬션재의 경우 제조

공정 및 선재의 설계방법에 의해 그물성이 코채 변하는 것으로생각할수 있

다[72).

일반적으로사용되는제조공정은윤 tube에 초전도체 물질을충진하고 이

를적은직경의 단심으로인발한후이것을다시 여러개모아 다시큰 tube 안

얘넣은후 인발하는과정을되풀이한다. 현재고옴초전도체를야용한다십

션채의 경우 약 1 ，000개 정도의 단심을강는실험실 수준의 션재로셔 실채 사

용하기 위 해서는 Ie 향상 및 가공기술의 확립 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는

다심제조에 필요한 셜체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1087fl

의 ilame

가) 단십선재제작

Powder-in-tube method 방법에 의해 BSCCO를 외경 4mm,두께 0.5의 응

tube에충진시키고 650°C 에서 1시간풀럼 열처라를한후 Fig.44와같은 직

겸 1.2mm의 단심으로 drawing 하였요며 pointing 작업은 swa양19으로하였다.

drawing작업윤 die를 점차줄이며 단째적으로수행하였다.

나) Cluster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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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ross section of drawed monofilament (0.0.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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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 1‘ 2mm의 단삼션째 18개를모아외경 8mm두쩨 lmm의 은 tube얘 넣

은후， Fig. 45와 갈이 단체적으로 drawing 하였으며， 풀림열처리눈 펼요애

따라2-3회 수행하였다.

다)다심션재제초

18개 fIlament로 구성된 1.0mm의 WIre를 6개를모아외경 4nun두쩨 0.5 nun

의 은 tube에 넣어 Fig.46와 같이 최종 1087"의 filament를갖는 외경 1.2mm

의 다심션째를draw피g하였다. Fi맑re의 최종 다심션재의 단면에서보듯이 ,

m때lent 와 ilament사이의 윤 두째는 cluster와 cluster사이의 은 두깨에 벼 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펼요한 filament의 갯수 및 단면적 그리고 은

tube의 칫수션정이 매우중요한 변수임을 알수 있다. 최종 filament 내의 초전

도체부의 단면직경운 약 40-50 때 정도로서 초기의 단변에 벼해 단면적이

4，400배 정도감소펀 것을 알수 있다.

Drawing 작업에 의해 은이 가공경화됩요로써 다음 drawing 작업시 많온

drawing force가 들게 되어， pining한 부위에서 선재가 절단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 따라서 가공중 650°C에서 1시간정도풀림 열처리를 하모로써 가공경

화를해소하여 작업성을 향상시켰다. 앞으로풀렴 열처리가필요한가공조

전 및 재료의 물성의 상태에 대한 연구가수행 될것이다. 여기서의 가공조건

은주로 소성 변형 량이 될 것이며 재료와 물성 확인운경도값으로 많이 표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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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ross section of the 18 filament BiPbSrCaCuO superconducting wire

(0.0.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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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6. Cross section of the 108 filament 8iPbSrCaCuO superconducting wire

(0.0. =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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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는 18개의 m빠lent 를갖는외경 l.Omm의 션재이다. 야 사진의 경우

각 filament들은안정된 위치에 배열되어 있는 것윷볼수 았으며， 각 filament

의 단면은저온초전도체인 경우얘 벼해 불균일한 형태를갖고 있다. 이것은

사용된 푼말형태의 초전도체 불질이 피복째로사용된 은의 소성흐륨에 대해

충분한내압요로 견디어 주지 뭇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단면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swaging 작업을 한 결과， Fig.47 과 같이 tube가 파손되어 초전도

물질이 단면 전체에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것을볼수 있다. 즉，다심션

재를제조하는경우되도록안정되고균일한소성흐름을줄수있는소성가공

방법윷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보고서에서는아죄 Ie 측정등전기적인 특성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앞으로 이에대한 여러 공정변수 및 선재의 설계변수들이 조사될 것이

며， 이와 합꺼11 modeling 방법을 통해 선재셜계에 필요한 code 개발이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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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ross section of the 18 filament wire fabricated by swaging (0.0 = 1.2

mm).

- 116 -



제 3 장 결 론

1. 금속 은과운산화물을 첨가한 BiPbSrCaCuO 산화물에서 고용초전도상인

2223상의 생성에 대한소결분위기의 영횡t을조사하였다. 소결분위기는순수

산소，공기중과 낮은산소분위기 (oJAr=l/13)이었으며， 모든분위기에서 첨

가물과 초전도상 간의 심각한 반응은 관찰되지 않는다. 고온 초전도상인

2223상의 생성운 공기중 보다 0JAr= 11l 3에서 촉진되나， 순수산소분위기 에

서는 저온 초전도상인 2212상이 안정화된다. 첨가된 급속 운운 첨가물질 그

대로， 은 산화물은 금속 은으로 환원되어 초전도상내에 분산된 입자형태로

존재한다.

2. 기체적특성을 향상시키고자 YBaCuO 초전도체에 여러종류의 금속산화

물을 첨가하여 어에 따른 초전도성， 미세죠직， 미세경도의 변화를 관찰하였

다. 시편은 하소된 123 분말과 첨가물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준용-융법으로

제조하였다. CrZ03를 제외 한 모든 금속 산화물 첨가는 YBaCuO 초전도체의

초전도성을심각하게손상시커지 않는다. 이틀첨가물의 대부분은 123 초전

도상과 반응하지 않으며 제 2 상와 형태로초전도 입자내에 분산된다. CdO ,

CrZ0 3 와 Sb20 3 첨가의 경우는 초전도 입자의 성장을 억제하는 반면， Ce02,

Ndz°3 와강°2 가첨가된 시편에서는 3-6mm 의 커다란 123 입자의 성장이 관

찰된다. 또한금속산화물 첨가애 의하여 생성된 제 2상들운초전도체의 미 째

경도를상승시키는데，이는(초전도+제 2 상) 의 복합체 형생에 따른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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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단된다.

3. 준용융법 열처라공정을적용하여높은자기적특성을가지는초전도체를

쩨조하였다. BaSn0 3 분말을 123 분말에 섞어서준용해법으로열처리한결과

초전도 시편의 자기적 특성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첨가된

BaSn03 업자가자기속박효과를 준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Sn02를 첨

가한시편에서는시료의 자기적 특성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SnOz 의 첨가에

의하여생성되는 B aSn0 3 업자의 코기가르고 반응과정에서 기지의 특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으로분석되었다. 초기에 첨가하는분말의 초성에 관체없

이 준용융 열처리 이후에 시편에는 BaSn03 만이 존쩨하였흐며 SnOz는 관찰

되지 않았다.

4. 고상반응법으로제초한 YBaCuO 에서 Ceo z 첨가에 따른사방정-정방정

상전이와 이에 따른 미세조직 및 초전도성을 관찰하였다. 첨가펀 CeO z의

대부분은 소결과하소중에 BaCeO]를형성하며，이틀중의 일부는 123 초전

도상내로 주입되어 사방정-정 방정 상전이를 유발한다. Y1 2Ce)3~ 1C~. lOy

의 상전이는 x=0.2 와 0.3 사이에서 관찰되 며 미세조직 에서 123 입자내의 쌍

정의 소멸로 잘구별된다. 상전이 에도 불구하고 Tc의 감소는 미 약한데， 이

는 Ce 첨가에 의한 상전이가산소결핍에 의한것이라기 보다는첨가물과 Cu

간의 원자가나 배위수차이에따른것임을의미한다.

5. 준용융법으로제조한 YBaCuO 초전도체에서 BaTiO) 첨가에 따른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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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flux P뻐ring 효과를관찰하였다. BaTi0 3 첨가애 따라 Tc 는 약간감소

하나 20% 첨가에도불구하고 90K 가량의 높은값을보이며 이는천이금속

을첨가하여 고상반융법으로 제초한경우에 비하여상당히높다. 첨가된

BaTi03는 포정반응중 대부분분해되며 다른제 2 상을 형성한다. BaTi0 3의

대부분은 123상이나 211 상과 반응하지 않고초전도상내에 분산된 제 2 상

형태로폰재하는데， 어로 인하여 초전도체의 내자장성이 향상된다. 따라

서 BaTi03나 Ti는 액상공정으로 쩨조되는 후막이나 선채의 기판이나

cladding 재료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6. 운을피복금속으로사용하는고옴초전도체선재를냉간인발및냉간압

연핸공정은 powder-in-tube 방법에서의 주된 소성가공과정으로서 이에 대

한전반적 사항을서술하였다. 고온초전도체 선재는 운과산화물의 복합체

로서 지금까지 금속만을이용한소성 해석보다는복잡한결과가 얻어질 것으

로기대된다. 본보고서에서는slab method를이용하여공학적으로이용활수

있는해석 결과와설제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의 발생원인 및 해

결방법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소성해석을 근거로 초전도 단섬선재를

powder-in-tube공정으로 제작하였다. 단쉽 초전도체의 제조공정은 swaging

인발-냉간압연/가압공정으로，은관에 충진한 초전도체를테이표 형의 초전

도선으로가공하였다. 가공펀 초전도선재눈 77 K, OT에서 약 2000Ncm2

의 입체전류밀도를 보였다. 초전도체와 임체전류밀도는 반복가공에 의하여

상승하는데， 이는 운관내에서의 초전도 입자들의 방향성 배열과 밀접한 관

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공판 단심선채를 사용하여 powder-in-tube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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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87ij의 m짜lent를 갖는 다심션째를 drawing으로 제조하였다. 각

ftlament틀은다심션재내에서 안정된 위치에 건전하게 그 형태를유지하고 있

었다 가공경화를해소하기 위해 650°C ， 1시간풀렴 열처리하여소성흐름

을 좋게하여 작업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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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lO tenng atmosphere on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In the Ag-<1oped and the AgzO-doped PbBISrCaCuO
syslems were investigated In three different atmospheres (pure oxygen ,aIr and 0 21Ar=: 1/13) The formallon ofthe 2-2-2-3 phase
IS enhanced with ,"creasing smtenng lime 10 aIr and under low oxygen partial pressure , but suppressed m pure oxygen π also
Increases wIth increasing smtenng tIme, IrrespectIVe ofthe type ofdopmg element and IOdependenl 0꺼hel r content up to 20 ‘,1%
Ag and 21 17 wt% AgzO A consIderable interactIOn among superconducllng phases and the Ag or Ag10 IS no‘observed In a 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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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lOtenng atmosphere on the formallon of the 2-2-2-3 phase 10 the Ag-doped and the Ag:O-doped PbBISrCaCuO
syslems were IOvestlgaled In three different atmospheres (pure oxygen ,air and 0:1Ar~ 1/13) The formatIon oflhe 2-2-2-3 phase
IS enhanced wnh Increasmg slntenng t1me In air and under low ollygen pamal pressure, but suppressed 10 pure 0、ygen T,‘ also
Incrcases with In crξaSlng slntenng lime, IrrespectIve ofthe type of doping element and Independenl ofthelr COniξnt up to 20 "'1%
Ag and 21 17 wt% Ag20 Aconsiderable IOteraCllon among superconducung phases and the 생 or Ag20 IS not observed 10 allthe
atmospheres The doped Ag IS present as an Isolated panicle 10 the superconducllng matn 、 “ hereas the doped -\g:O IS reduced
to Ag metal phase and IS also present as an Isolated panl디e 10 the matnx

1. Introduction

Smce the dIscovery ofhlgh-깐 oXide superconduc
tors wtth tranSttton above hqU1 d-mtrogen tempera
ture (1-3] , many efforts have been focused on Im
provmg the fabncablhty of ceramic superconductors
( 4-6 J and IOcrξasmgthe cntlcal current density (Jc)
of the systems [7-10] Recently, several effective
methods, which could fabncate ceramic supercon
ductors Into a wife or a tape shape with high ie' have
been successfully developed for the BISrCaCuO sys
tern (4,5,9] These processes conSISt of drawmg,
rolltng, extrusIon and/or pressing methods of the Ag
sheathed superconductor and controlltng ItS mlcro
structure by heat-treatment and composition vana
tlon The superconductlng wIre and tape prepared
by these methods reveal a hIgh cntlcal Current den
slty (ie) above 104 A/cm at 4 2 K and 10 T [9)

Besides the sheathing matenal, the Ag or Ag20
doping In OXide superconductors was found to be ef
fectlve In mcreaslng i e as well as Improvmg the me
chamcal and electncal properttes of these systems
( 11 ,12] The Increase In Jc by Ag doping IS thought
LO be caused by the Improvement of the 、λeak hnk
property among the superconductlng grains (12 J.

A recent study on -\g-doped BIPbSrCaCuO how.
ever, has shown that the -\g doping Iξd to the deg
radauon ofthe superconducLmg properlJes b~ the In

teract lOn among Ag and superconductmg phases and
the suppressIon of the formatIOn of the hlgh- T< su
perconductlng phase (Bl~Sr2Ca2Cu30lψ the 2-2-2-3
phase) [13] The superconductivIty of this S~ stem
IS senSlttve to the Slntenng atmosphere especlall~ to
the oxygen parttal pressure Thus ‘ systematic 10、 es‘

tlgatlon on the tnteracllon between 욕g and super
conducting phase In BIPbSrCaCuO IS required 10 es、

tabhsh the prepara tJ on condItIons for the super·
conductmg composite as well as ImprovIng the re‘

lated properttes
The aim of thIs stud、 IS to understand the eπects

of Ag doping and Ag20 doping on the superconduc
t1 Vlty In the PbBISrCaCuO system The formallon
chatactenstlcs ofthe 2-2-2-3 phase were investigated
In the Ag‘ doped and In the Ag20-doped PbBtSr
CaCuO systems. The effect of smtenng atmosphere
on the formation of the superconduclmg phases was
also mvestlgated In ai r. under low o'\~ gen partial
pressure of O 2/ Ar;:::; I / 13 and 10 pure oxygen

0167-577x/91/$ 03 50 © 1991 -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North-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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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al

Samples were made by the conventIOnal solid-state
method US Ing 81203, PbO, SrC03, CaO and CuO
powders of99.9% purity. The powders were weighed
and well mixed In an agate mortar The molar ratIO
of the starting matenals was 1 84.0 34 ‘ 1.91203
3 06 for BI Pb Sr Ca Cu. The powder mixture was
calctned 10 an alumma crucible at 810°C for 24 h 10

aiL After gnndmg the calcined cake, the precursor
powder was mixed wIth 5-20 wt% Ag and 5 35-21.17
w‘% Ag20 powder of99 9% punty The powder mlX
tures were pressed mto pellets with diameter of ) 5
mm under 300 kg/cm2. The pellets were s lO tered at
830‘-850°C for vanous time penods up to 120 h 10

the three different atmospheres. The microstructure
was investigated by scanmng electron mlcroscopy
(SEM) and optical microscopy The phases formed
after calcmat lOn and slntenng were analysed by X
ray powder diffrac tIon (XRD) usmg Cu Ku. radla·
tlon The electncal reslstlvlty was measured on a dlsc
shaped sample using the four-point probe method
with silver pamt contacts.

3. Results

Fig. I shows the vanat lOn of the zero-reslstlvlty
temperature (τ) with smtenng lIme for the Ag
doped samples and the Ag20-doped samples treated
at 840°C In a‘r As seen 10 fig Ia, for the undoped
sample κ gradually mcreased with Increasmg SIO
tenng time The value ofπ reached 103 K after Sln
tenng for 100 h In the case of the Ag-doped samples,
Tc also mcreased with slntenng time but the values
of κ are slIghtly lower than those of the undoped
sample The κ reached 94-98 K after smtermg for
100 h As Illustrated 10 fig. Ib, smtenng time de
pendence of Tc was also observed 10 the Ag20-doped
sample The vanahons of Tc with smtering hme are
simIlar to those of the Ag-doped samples These re
suIts indicate that the heat treatment of the Ag-doped
and Ag20-doped BIPbSrCaCuO 10 air had lI ttle ef
fect on the π value of the systems.

Fig 2 shows the vanat lOn ofπ with stntenng time
for the Ag-doped samples and the Ag20-doped sam
pies treated JO the low oxygen partial pressure of02/
Ar= 1/13 As seen In fig 2a, the Tc valu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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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lh increasing smtenng time but the vallll' of Tc

(85-90 K) after short-time smtenng of 20 h t이l1gher

than those (75-85 K) of the samples treated In air.
The Tc reached near 100 K after slntenng for about
80 h. The V3nat lOn of ε of the Ag:O-dopl'd sam
pies, as Illustrated 10 fig 2b IS also dependent on sm
tenng time The Tc (about 95 K) ofthe Ag:O-doped
samples after slntenng for 20 h IS higher th ‘,111 those
of the Ag-doped samples The inItIal InCrc,\se and
hIgher values of π of the sample treated m O2/
Ar = 1/13, may be due to the fast formation ll'aCt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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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2-2-2-3 phase under low oxygen partlal pres

sure, as reported m another study [14]
In order to study the effect of the dopmg element

on the format tOn of the 2-2-2-3 phase, we compared

the vanat lOn of the relative amount of the 2-2-2-3
phase with s iOtenng ttme and smtenng atmosphere

The relatIve amount of the 2-2-2-3 phase was rep

resented by the (115) mtenslty ratio of the 2-2-1-2
phase and the 2-2-2-3 phase, because the peaks do
not overlap with other peaks. Fig 3 shows the van

at lOn of the Intensity ratio with smtenng time for the

Ag-doped sample treated m low oxygen partIal pres

sure and treated In air. As seen m fig 3, the relative

amount of the 2-2-2-3 phase mcreases for mcreasmg

smtenng time.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was more enhanced under low o x.ygen partial pres

sure than In air It was also found that the forma tIon

Fig 3 Varlal lOn of Ihe ( 115) intensIty rallo with slntenng lIme
forAg‘ doped BIPbSrCaCuO composites Ireated In OdAr= 1/13
and In air 口 • den01e 10 wt% and 20 wt% Agand 6. ‘ denote
106 wt% and 2I I wt% Ag20. respectIvely

2.5
。 Undoped 。

o • Ag20-doped In O,/Ar:1f13
2.0 4 ‘ Ag,O-doped ,n a" • •

...J 口 디

“-’ ‘---i 1.5 A

“‘ 융 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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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o 20 40 60 80 10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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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nallon of ( 115) Intensity rallO with smlenng lime for
Ag,O-<loped B,PbSrCaCuO composites Ireated In OdAr= 1/13
and In aIr 디 • denote IOwt% and 20 wt% Agand A, ‘ denote
10 6 wt% and 2I I wt% Ag,O. respecllvely

charactenstIcs of the 2-2-2-3 phase was not affected
by the Ag dopmg and Its content The relatIve amount

ofthe 2-2-2-3 phase tS closely related ‘。 the vanatlon
of π as demonstrated m figs I and 2

Fig 4 shows the vanat lOn of the relative amount
of the 2-2-2-3 phase with smtenng time for samples

with vanous Ag contents. In the case treated In aIr.

the amount of the 2-2-2-3 phase mcreased with ln
creasmg slntenng time When the sample was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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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t enough to prepare the 2-2-2-3 smgle phase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III) and (200) peaks
of Ag metal phase are observed at 28= 38 = and 44.4·
Contrarγ to normal expectation , the peaks of Ag
metal phase are also observed even 10 the Ag20 ‘

doped sample Instead of Ag20 peaks This result In

dlcates that the doped Ag20 was convened mto Ag
metal phase durmg sJn teflng. The reductIOn of Ag20
Into Ag 10 OXIde ceramics was reported In the Ag20
doped YBa2CU30y system [15 J ThIS fact was Iden
tlfted by careful Investigation of the mIcrostructure
and WDS analysIs for the Ag20-doped sample.

Optlcal polanzed micrographs of the Ag-doped
sample and the Ag20-doped sample treated In aIr are
shown In ftg 6 Both samples showed a sImilar ml-

MATERIALS LETTERS

In low oxygen partial pressure of O2/ Ar= 1/13,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was enhanced. Fur
thermore, the formation kmetlcs of the 2-2-2-3 phase
was not Influenced by Ag10 doping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those of Ag-doped sampl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actIOn between Ag or
AgzO and the superconductlng phases, powder X-ray
diffraction analysIs was earned out on the calcined
powder. The XRD patterns of the calcmed powder
showed that the low-Te phase (BI2Sr2Ca.Cu20g, 2-2
1-2 phase) was mainly formed , together with m Inor
phases such as Sr3Ca3CuSO..., CaCuO v and the 2-2-2
3 phase. Fig 5 shows the XRD patterns of the Ag
doped sample and the Ag20-doped sample treated 10

aIr at 840·C for 60 h. The XRD patterns of these
composites did not show marked dIfferences from
that of the undoped matenal The 2-2-2-3 phase JS
the mam phase In both samples but a small amount
ofthe 2-2-1-2 phase remamed, because stntenng time

Volume 11 ‘ number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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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tructure which contams a plate-lIke supercon
ductI ng phase (dark colour) and Isolated Ag partI
cles (bnght colour) In the matrix The particle size
。fthe Ag phase, 20-30 μm， agreed well with the ong
Inal particle size of the doped Ag The Ag metal phase
which IS present as an Isolated particle m the matrix,
was also observed 10 the Ag20-doped sample

4. Discussion

The formation characteristics ofthe 2-2-2-3 phase
and the related superconductIng property (간 ) of Ag
doped and Ag20-doped BIPbSrCaCuO were mves
tlgated 10 two different atmospheres ofalr and under
low oxygen partial pressure of O2/ Ar= 1/13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we mfer that the formatlon
ofthe 2-2-2-3 phase depends on smterlng time 10 both
atmospheres. Dou et al [13] reported that the for
mat lO n ofthe 2-2-2-3 phase was supprεssedwhen the
Ag-doped sample was treated In air. They proposed
that the major obstacle for the formatIOn of the 2-2
2-3 phase IS the IntroductIOn ofthe Ag20-PbO-CuO
solId solutIOn by the Ag dopmg The doped Ag was
converted to Ag그o In air or In pure oxygen, resultmg
In the preferentlal formatIOn ofthe Ag20-PbO-CuO
S이Id solutIOn As a result , the Cu-deficlent compo
sltlon led to the degradation ofκ by the suppression
of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The degra
datIOn of κ depended on the Ag content [13) In
our experiments , however, the Ag-doped samples
treated 10 air showed high Tc (about 100 K) as well
as sufficient formation of the 2-2-2-3 phase Fur
thermore, our XRD and microstructural mvestlga
tIOn for the Ag20-doped sample showed that the
doped Ag20 was converted to Ag metal phase 10 the
superconduct1Og matrix Thus, the POSSlbihty of the
In troduction of the Ag20-PbO-CuO sohd solutIOn
by the oXidatIOn of Ag Into Ag20 IS excluded 10 the
Ag-doped system

The vanatlon of the lattlce parameter of the 2-2
1-2 phase was proposed as other eVidence of the re
actIOn among the dopmg elements and the super
conductmg phases In the sample with 28 08 wt% Ag,
the c and a parameters were reduced from 3 095 and
0545 nm to 3 0175 and 0530 nm ‘ respectl vely [13].
The reductIOn of the lattice parameters was a func
tlon of the Ag content The lattice parameters of the

2-2-1-2 phase and the 2-2-2-3 phase for our samples
were calculated from the XRD patterns. The vana
t lOn of the lattice parameters of the Ag-doped sam
pies and the Ag20-doped samples trcated In air IS 11
lustrated 10 fig. 7. At constant slOtenng time, the a
parameter IS nearly constant at 0.54 nm Irrespectlve
of Ag content, while the c parameter reduced from
3 10 nm to 3.08 nm But ‘his vanatlon IS very small
as compared with those reported by Dou et a l. As
seen m fig 7b, a similar result was obtamed In the
Ag20-doped samples The vanatlOn ofthe lattice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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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eters lS not a funC lJon of Ag20 content or 510‘

tenng time.

As the Ag-doped and AgzO-doped samples were
treated In pure oxygen, It could be recogOlzed that
the 2-2·1-2 phase IS more stable than 2·2·2·3 The
XRD patterns for the samples showed that the mam
phase IS 2-2‘ 1-2 but the peaks ofthe Ag metal phase
ar，ε stili observed. Also the doped AgzO was con
verted to All. metal phase. This result confirms that
the suppressIOn of the formatIOn ofthe 2-2-2-3 phase
does not ongmate from the dopmg elements but from
the oxygen partial pressure

Ali‘er fabncatlon of metal-sheathed wire or tape,
a post-annealing process IS requlrεd to contac‘ “、e

superconductlng par‘Icle crushed by the mechanical
process The heat treatment IS usually performed 10
air or under low oxygen partial pressure f9,16]
These reports showed that the superconductmg WIre
prepared usmg Ag sheath had good superconductmg

propenles of 깐= 106 K and Jc above 104 A/cm2 at
77 K and 0 T We also prepared a Ag-sheathed
BIPbSrCaCuO ‘ape by cold rolhng and treated the
tape III air Thls wire showed a Tc above 100 K This
result confirms agam that there IS no severe mter
action between the Ag and superconductor In aIr

S. Conclusion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mtenng atmo
sphere on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In Ag
doped and Ag20-doped BIPbSrCaCuO No severe
reactIOn among the doped Ag or AgzO and the su
perconductlng phases (2-2-1-2 and 2-2-2-3) IS ob
served In the samples treated In pure oxygen, air and
the low oxygen partial pressure of Oz)Ar= 1/13. The
format lOn react10ns of the 2‘ 2-2-3 phase In the Ag
doped and the AgzO-doped samples are more en·
hanced under low oxygen partIal pressure than In air
while the 2-2-1-2 phase 1S stable In pure oxygen Thε

doped Ag IS present as an Isolated part1c1e In the su-

perconducting matnx but the doped Ag10 IS con
verted to Ag meta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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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m1crostructure and 1tS effects on magnet1zation
characteristics ~ere 1nvestigated for the YBaCuO bulk superconductor prepared
by quasi-melt process( QMP ). Samples with high magnetization have been prepared
successfully using the mater1als with the nominal compositions of Y1B32CU30x,
Y1Bal.aCU30y and Y1 ‘ 2Ba2.1Cu3.10~ as a starting material. Anomalous double-peaks in
M-H curve were observed for the samples with the nominal compositions of
Y1Ba l. sCU30y and Y1. 28a2 lCu3.10z as a start1ng materials. It was observed that the

nucleation of YBa2Cu307-x occurred around 980 0c and gra1n growth was nearly

completed around 950 0C.

KEYWORDS: YBaCuO bulk superconductor , hi 딩h magnetizat1on , anomalous
double-peaks , quas1'‘ melt process

INTRODUCTION

S1nCe the discovery of the high Tc YBaCuO superconductor(lJ , the enhancement of
the cr1tical current dens1ty( Jc ) 1n th1s system has been of great 1nterest to
scient1sts. It has been known that the h1gh Jc in the range of 105 - 10 6A/cm2 1S
obta1ned for s1ngle crystals(2] and epitax1ally grown thin film of
Y1Ba2Cu30x(3 , 4J whereas not for bulk samples.

Recently , several techniques to fabricate the bulk YBaCuO superconductor 찌ith

high Jc have been reported. J1n et al (5] firstly reported that directional
solidification method was very useful for obtain1ng h1gh Jc YBaCuO bulk sample(
17 , 000 A/cm2 at 77K , H = ° ). Salama et al( 6 J also developed slow cooling
method and obta1ned the Jc of 18 , 500 A/cm 2 at 77K , H = O. More recently ,
Murakami et al( 7 J controlled composition and the heat treatment cycle t。

1ntroduce fine Y2BaCuO particles as second phase and obtained the high Jc =
15 , 000 A/cm2 at 77K , 건= 1 T from the M一H curve US1ng Bean ‘ s crit~cal state
method. Kase et al[8J synthesized h1gh Jc bulk superconductor w1th Jc of 12, 000
A/cm2 at 77 K, H = 0.25 T and Jc = 4, 600 A/cm 2 at 77 K, H = 1 T by utiliz1ng
d1rectional so11d1fication method with the m1xture of Y1Ba2Cu30x and Y2BalCU10y
powders. Recently , we have been successfully prepared the h1gh magnet1zation
bulk superconductor uS1ng quas1-melt process for var10US compos1tions in YBaCuO
system.

In this study , the development of microstructure and 1tS effect on magnet1zation
characteristics were 1nvest1gated for the YBaCuO bulk superconductos prepared by
quasι-melt process. The effect of start1ng compos1t10n was also investigated
for the mater1als with the nom1nal compositions of Y1Ba2Cu30•• Y1Bal.8CU30y and

Yl.2Ba2.1CU3.10 z'

EXPERIMENTAL

YBaCuO bulk superconudctors used 1n th1S study were made by quasi-melt
process(QMP) US1ng Y203. Bae03 , and CuO powders as starting mater1als. P。싸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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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h compositions of YBa2Cu30x (123) , Y2BaCUOy (211 ) , and YBa l. 8CU30z were

prepared by calcining at 900 0c for 24h ~n air. Calcined powders of YBa2CU30x(
Specimen A ) , YBal.sCU30y( Specimen B ) , and the mixtures of 123 phase and 10
% 211 phase( Specimen C ) were pelletized and heat treated in air; held for
10min at 1050 0c , cooled to 1010 °C w~th a rate of 40 °C/h and then slowly
cooled to 900°C with a rate of 3°C/h. Samples were extracted at intermediate
stage of reaction for the observation of microstructure develpoment. Oxygenat~on

was done for 24h at 450 0c ~n air. The formation of 123 phase during OMP was
examined by X-ray diffraction ( XRD ) and m~crostructure. Field -dependent
magnetizat~on( M-H ) curve was taken at 77 K by using a sueprconduct1ng-quantum
~nterference-device( SQUID) magnetometer.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shows the XRD data for the spec1men C. Samples were extracted at
intermediate stages during heat treatment. It can be seen that the 123 phase 1S
completely decomposed into YBaO , CuO and 211 phase by hold~ng for 10 min at 1050
。C. XRD peaks from 123 phase are detected for the specimen extracted at 9800C
but much amount of l~quid phase present at th1s temperature. Formation of 123
phase via peritectic reaction was nearly completed at 9500c but the small amount
。 f liquid phase still rema1ned at th1s temperature. It ~S very 1nteresting that
the XRD peaks from 211 phase were weakened for the spec1men extracted at 950 0c
and strengthened for the spec1men extracted at 900 0C.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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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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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Z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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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10 20 30 40 50
DEG./29

60

Fig.1 XRD patterns of spec~men C. Samples were
extracted at 1050 ·C , (b) 980 ·C , (c) 950 ·C ,
and (d) 900 ·C. ., ., x , and 口 denote
211 phase , 123 phase , CuO , and YBaO ,
respectively_

Fig_ 2 reveals the microstructures for the speclmen C. Samples 찌ere extracted at
various stage of heat treatment. It can be seen that the 123 phase appear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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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Micr。양raphs with opt1cally polarized light. Samples were
extracted at 1050 ‘ C, (b) 980 ·C, (c) 950 ·C, and (d) 900 ·C.

980 0 C and covers nearly whole the specimen at 950 0C. These results are well
c01ncided with those obtained from XRD data. In Fig.2(d) , It can be also seen
that the 211 phase with a size of 5 - 10 μm are trapped 10 large grains of 123
phase. It is considered that the Y2BalCulOs part1cles might not take a role
。f flux pinning center due to its large Slze[9).

Fig.3 shows the M-H curve f。ε the spec1men A, speclmen B, and specimen C. It
can be seen that the shape of the CUrve appears differently 이epending on the
nomlnal composition of start1ng material. The magnetlzat10n 1S larger for the
spec1meos Band C than for specimen A ‘ It means that the starting compost1on is
very 1mportant factor in introducing the flux plnn1ng center for the bulk YBaCuO
superconductor wlth high magnetization. SEM observatio~s showed that Y2BalCulOS
particles ha~ a wide range of distribut10n from sub-mlcron to 10 micron[lO].
Therefore , it ‘s considered that the Y2BalCU10S particles with a siz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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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cron acted as p1nning center in the spec1mens prepared by QMP. It 1S als。

noticeable that the anomalous double peaks appears for the spec1men Band
specimen C. Kase et al ’ s results[8J sh。νed that the anomalous peak observed 10
th1S study( specimen B ) did not appeared for the directionally 5011d1fied
specimens using the m1xed powders of 123 phase and 211 phase as a starting
materials. Seuntjens et al(9) reported that the presence of the anomalous double
peaks dissapeared for the specimens prepared by melt process as oxygenation
proceeded. Therefore , 1t is considered that insufficient oxygenation heat
treatment for specimens Band C resulted in the anomalous double-peaks 1n M-H
curve.

Summarizing, the development of microstructure and its effects On magnet1zation
characteristics were 1nvestigated for the YBaCuO bulk superconductor prepared
by quasi-melt process( QMP ). Samples with high magnetization have been prepared
successfully using the materials with the nominal compositions of YIBa2Cu30x,
YIBa 1. 8CU30yand Y1. 2Ba2.1Cu3.10z as a starting materials. Anomalous double-peaks
in M-H curve were observed for the samples w1th the nominal compositions of
YIBa1. sCU30y and Y1.2Ba2.1Cu3.10z as a starting materials. It was observed that the

nucleation of YBa2Cu307-x occurred around 980 0C and grain growth was nearly

completed around 950 0C. Clearly further work 15 needed to find the optimum
composit1on for obta1ning h1gher magnet1zation in YBaCuO bulk super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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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YBaCuO Thick Film on (001)
MgO Single Crystal by the Peritectic Reaction

C.l. KIM, H.I. LEE, C.S. RIM, I.S. CHANG , H.G. LEE , G.W. HONG ,
and D.Y. WON 0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POBox 7 Dacduk DanJI , 305-353 Kored

ABSTRACT

YBaCuO thick fllms were prepared by the perltectlc reaction of liquld phase +
211 phase -~ 123 phase. polycrystalllne 123 graIns 싸ere grown on (001) MgO
single crystal substrates with a c-orlentatlon. The partIcle SIze and dlstri
bution of the 211 phase trapplng in the 123 matrlx could be controlled by
crushIng and unIform mixIng of starting materIals. The trapped amount of the
211 ~hase was also controlled by changI~g the Y content in Yl+xBa2Cu30y'
The formation of the 123 phase on the (001) MgO substrate was oiscussed In
thIS report.

KEY WORDS: YBaCuO thIck fl1m , c-orlentatlon , Y2BaCuOs partIcle. trappIng

INTRODUCTION

SInce the dIscovery of the YBaCuO superconductor wIth transItIon above lIquid
nitrogen temperature of 77 K, many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lncreas
lng the crItIcal current density(Jc) of thIS system for practIcal applIcatIon.
The bulk YBaCuO prepared by the convent!onal solId state reaction method USIng
powders , has a low jc of 10 - 1000 A/cm2 at 77 K and 0 T. In ord‘,er to apply
the oXIde superconductor to high current system such as transmlSS10n cables ,
a supercgnduct!ng magnet and the superconductlng energy storage system , high
Jc of 105 - lOb A/cm2 lS required even in a hlgh magnetIc fIeld. The low Jc of
the oxide superconductor has been found to be origInated from the weak lInk
propertIes of gralnboundary , poor connectlvlty among graIns , phase inhomogene ‘

lty. mIcrocracks caused by the tetragonal-to-orthorhomblc phase transItIon and
anlsotroplc current flow in a crystal. Thus. It IS thought that proper control
。fItS mlcrostruζture may solve the Jc problem In YBaCuO system.

Recently._several improved fabricatIon technIques such as MTG(melt-texture-
growth) [1] , llqu~d phase processIng method[2J: and MPMG(melt-powder-melt-.
gr。씨th) method(31 have been success~vely developed. All the methods control
theIr mIcrostructures by the 11qUld phase sloterlng wIth thermal gradIent or
varIation of cooling rate through the perltectlc temperature regIon. The obt
alned mIcrostructure by these processes IS characterIzed by the gro싸th of the
large YBa2Cu~Oy grains.~f a few mm SIze 찌here ~mall YBazCu30y(123 pha~e)
grains were dIrectIonally alIgned and an Introductlon of non~superconductlng

Y2RaCuOs(211 phase) partIcles 써hICh were un~formly distr}buted_In the 123
matrix.-These· samples exhiblt hlgh Jc value exceedIng 104 A/cm2 at 77 K and
1 T. Controlllng the parεIcle sIze of the 211 phase may contribute to the Jc
value , because the 211 phase 1S conSIdered to be the plnnlng center of YBaCuO
system.

It IS well known that the 211 phase can be formed through the two perItectIc
reactions of Y203 + lIqUld phase(1) -~ 211 phas~ at 1200 - l5000C and lIquid
phase(2) + 211 phase -’ 123'phase at 1100 -"980°C. By the second reaction , the
211 phase and 11quid phase react to form the 123 phase. Though th~ reaction
was completed. the 211 phase 찌as remaIned as a trapped form in 123 phase
because of fast gr。써th rate of the 123 phase. The trapped 211 phase ~s an
。b ， ect for Jc research when consIder the current carryIng capaclty in thIS
l:> 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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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s ~tudy ， _we report a preparation cond~tion of the YBaCuO th~ck film on
(001) MgO.~:ngle cry~tal by'the peritect~c reaction of liquid phase + 211
p~ase -~ 123 phase." Effects of particle SLze of LnLt~al m~terials and varia-
tion of Y content on the formation of the 211 phase and 123 phase 야ere Lnvest
19ated Ln Yl+xBa2Cu30y(x~0 ， 0.2 , 0.4 , 0.6) systems.

EXPERIMENTAL

Powder precusors were prepared by the convent~onal so11d state reaction method
u~Lng powd~rs of CuD , BaCD3 and Y203 w1th 99.9% purity. The content of the 211
I?has:. 1. n.. the precu:>or~ ~as vaned from .Yl. OBa2Cu30y to Yl. ~~a2eu3C? y. by cha f!g-
ing the Y content by 0.2 mole. The powder mixtures'were well mixed'by gr 1. nding
1. n an agate mortar , calcined 1. 0 an alumLnar crucible at 910 C for 48 h 1. 0 air
and then cooled to room temperature. The calcined powders were ball-m~lled
with ethanol of 99.9% pur~ty for 4 h and were dr~ed ~n an oven at 200°C for
5 h. In order to re~ove the- carbon pLck-up from the ethanol , the powders were
heat-treated at 700°C for 20 h ~n air and"cooled 1.n air. FLgure 1 shows the
X-ral powder diffract~on(XRD) patterns for the calcined powders. The peaks of
the 211 phase were denoted by closed circle. As illustrated in Fig. l(a) , the
XRD pattern of Y=l.O reveaved that the well
crystall 1. zed s~ngle orthorhomic 123 phase
싸 lth a=0.382 nm , b=0.389 nm anc c=1.i69 nm
was formed. However , in the sample of Y-rich
compositlon , the 211 phase was formed wLth
the 123 phase. The amount of the formed 211
phase increases when Y content increased.
The powder precusors were m~xed ‘ι 1. th sus-
pens 1. on medla of (ethylengrycol + ethanol)
and were spread on (001) MgO substrates.
The prepared f~lms were drLed at 200°C for
4 h to remove the suspension medla. These
samples were heated to 1000 - 1100 v C, maln
talned for 10 - 60 mins ‘ cooled do찌n t。

900 - 950°C with coollng rate of 1 - 3°C/h
and cooled agaln to 450 b C w1. th coollng
rate of 20 oe/h. The m1crostructure was in
vestlgated by an scann1ng electron m1cro
scope(SEM) and an optLcal polarlzed micro
scope. The fo~med phases were ~dentLfLed

by the XRD analysis uSlng Cu(K여)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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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We have observed the relation between fllm thickness and the c-orLen~e? grow~h
。 f l23 graln. The XRD pattern for the surface 。 f Yl. 6Ba2Ctl3Oy thlck fl1m WIth
a thlckness 。 f lo - 2O Inlcr 。ns. lS l11ustrated ln Fig. 5. In thls samp1e , the
s trong ( OOl ) peaks are al s 。 。bServed but Che lntens lCy 。 f the peaks ν'las con-
siderably reduced in comparlson c。 the samp1e sh。wn in Flg. 2. Wlth the
str。ng (OOI) peaks of orth。rh。mblC 123 phase , 。ther 123 peaks such as (013) ,
(110)/(103) , (026) peak and che peaks 。f che 2ll phase are 。bserved. I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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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 3. XRO pattern for Y1.6Ba2CU30v
tb.ck fLIm 찌ith a thickness'of-lO"-"
20 m~crons.

that the 123 phase could be formed with random or~entations as well as the c
。rientat~on in the sample with a th~ckness above 10 micron.

Figure.4 shows (a) an SEM micrograph and (b) an optical polar~zed m~crograph

for the surface of ~1~oBa2CU3~y th~ck f~~I"l •• !t can be seen that the large 123
gra~ns 찌ere grown 찌ith a round'surface. Small pores and second phases are als。

found to be trapped in the large 123 gra~n5. From the tl시 in morphology in Fig.
4(b). the gr。싸th direction of the 123 gra~ns could be determ~ned. Perpendicu-
lar crossing of tw~n dLrectlon ind~cates the the gr。ιth directlon of the film
~s the a-b plane of the un~t cell. Th~s observation ~s well agreed with the
XRD result of F~3. 2. However , these results does not mean that the 123
phase was ep~taxlal1y grown but means that was grown as a polycrystal11ne forn
wlth a spec~fic or~entatlon to the MgO substrate. It 1S thought that the poly
crystall~ne form m~ght due to the latt~ce I"l ismatch between 123 phase and the
(001) plane of the MgO single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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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process , the content of the 211 phase trapp~ng 1n a 123 matr~x and its
part~c1e size and d~str~butlon could be controlled by changlng the Y content
~n Yl+xBa2Cu30y and b~ ~all ~~~ll~g ~f ， the ， p~~~er .~r=~~s~=~ Th~ re~u~t~_~f ou~
process~ng areJpresented 1n Flg. 5. (a) and (b) are the opt~cal polarl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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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ogr~ph for a polished surface and and SEM m~crograph for the film surface
。 f ， Y~.6B~2c~~qy. As seen in F~g. 5(a). the 211 phase was uniformly d~str~bu
~~d ~~.the l23Jmatr~x. Thetrapped 211 phase has two d~fferent part~cl~-~h~p~s
The 211 P?ase w~th small particle size' 0elow 3 m~crons has a spher~cal shape
but the phase above 5 m~crons has a plate-l~ke shape. The origin of the par
t~~l~_~hape is thought to be relatedto a stra~n energy between the 211 phase
and 123 phase and further study ~S n。찌 ~n progress. Average particle s~ze of
the 211 phase in this sample is about 2 - 3 mlcrons. ThIs-value lS compared
to that prepared by the MP에G method 3 . HIgh magn~f~catlon of Fig. 5(a) shows
the_very f~ne 211 part~cles ln 123 matrlX. An average S12e of the particle
lS 0.1 m~cron. These small partIcle IS considered to act as an effectIve pinn
~ng center In thls system.

Fig. S(a).An optical poral~zed mlcr。

-graph of Yl.6Ba2CU30y sh。ωing the
211 phase trapped ln a" 123 matr u<.•

Flg. 5{b). An SEM hlgh magnlfication
。 f FIg. 5(a) shOWIng submIcron sized
211 partlc1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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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 ole

pressure Dependence of the Form ::l tion of YBaCuO Films by Chemicai Vapor Deposllion

Hee.Gjoun LEE ‘ Joung-Shik PARK' ‘ Hyung-ShlK S니 l t-. I ， Chun-Young K‘M1, C’:'an-JoOrlo KIM end DO :1 g-':'eon "w。、

Karta A lornlC εllU，y Resto"" Jllsl lHJle. P, 0 BOl( 7 DatauA SCICli" To ,"", DaψU Il JOl·JJJ, KOrla
’Dtparcnrr,,' oj Chmllcd ElIg/lItlN끼 g， Cllonb l/k "'ai/Ollar UIIIVt~lly， eh。끼j“ ， Chonouk J6ι7J6. XornJ

(Recelvee De::moer 20. 1990:ac:ep ‘t잉 (or p니bh Cll tlon Feo/uνy 16. 199 1)

YaaC~O fi ,ms were p’ :pared en νI~O(IOO) ‘In~le O( lY‘ tOI s~b ‘trates ot 850'ζ under vanOUI pr다sure ‘ by Ihe ehe안，cal

v.;;or ce~o“\10 1\ me‘hec 1h: ~.\I인‘ 11> 0"":(\ I‘IlllCOIIOUC‘”“Y‘~Qve lill，띠d tII tlOier. tempe:&tl:lC (i,‘ c"'81-~‘ KL
Fa‘;:: gro "，:~ or ~l :n s 11\011 a:CO"'lpanlec Ihc (ormation of I por。μ mIcros‘ rllζrun was 0。‘ervec as the prt.l‘ure VIμ

re킹 IIced.

KEYWORO~ ，

J ，‘ PA、(!: JOUPNh ‘ OF Ap"ll(O PI ’'t$I:S
、。‘ 3C. !'Io ~‘ S:PTr‘’U(R. 199 1, ;>;> COO-O(쩌

YBaCuO , thIn 씨F‘， pras‘UTa , "JIm th‘ckness. ol1em'cel \0 8?Or d4?os' t!on

~epa~ately. The CVD :eac~or 'h εs a hot· ..... all :~?e. Flgu:e
1 shows the sc:.ema:ic c;agram of :he CVD s)ste:n.

Deposillon of YBaCuO f: lms we:e ;Je:fo,med on
MgO(lOO) s닙bst:at~s ;l lacξco norπ~a! to a gas stream at
850°C at the redu:ed pressures of 5. 10 and 20 Tor r.
Deposltlon tlme was lh , Afte: dC;;OSltlon , the films were
cooled to 500°C at a coo\ln~ rate of 15°C/"IO and held
for 30 min.

X-ray diffractlOo (XRD) data were ot:‘a:ned to ~~

amine 이Ie Struc:-.:re of the fll r.1s. The n".‘ crost:uctu:es of
the nbs were ohsened by scanr.:ng elec::on microscopy
(SE“), Ele:::nζaf res ‘sea r:ce was meas~·섭 uSIng an ac
four·pr 。‘oe π'l ::hod

The temperature cepen성ence of <he r:s: >tance 0:' the
films , μoJen we:e pre;>a:ed ιt :he pressures of 5. 10 and
20 Torr, 15 rξveale c. in Fig. 2. It caπ be recos:u z.ed ‘hal.

r:s 2, Tem;>~rat \l le v‘ e1e:lllζal :e‘I.n a.:'\ce ro: ~r.t ~:J :n s ;::-cparcd ~l

;>rc“나 r: ‘ 。 (5.10 I"\C lO,o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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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e: the dls c:ove~y of the high T. o;.;.ide super::onduc
tor :,)' 3e::lnorz and y1 ιe!ler ，1I many intensive studles
Yo'ere conduct:닙 iO f.nd a new superconductor with higher
Teo T \'I ereoy. new mgh T, su;:er::onductors of YBaCu02l

(T:=90 K) , B:SrCaCuOI) (T,= 105 K) and TIBaCaCuO')
(T,=120 K) have oeen fo니 nd. On 'the oLl\er hand, the
p:e ;J a~ation techniques of the fllπIS of thosε superζ。nduc

ters r:ave been of great mterest to researchers.
Recent!Y’, a very pro :niSlng <e(:hmque :or the prepara

tlo:; of supercond l.lcting :hir. films has been developed
for the YBaCuO sys~em by Yamane el a/." and Berry el
al. &1 R'ld :or the 3~SrCaC니。 system by :hara and
hl :n ura.~) V~ry recently’, \,Vat a.nabe e{ a/. ll succ:e 성 ed In

;neparln& YBaCuO supercor.d니다ing thin films with a T,
。 i 91 K /lnd a high J, of 10‘ AIζmι (77 K) , ξveIl 니 n Cl er a
hIgh :nagnetl:: neld of '2.7 :esla, by t!'le low- pressure
chemJcal vapor deposition (LPCVD) method. More
recently , κanehon e( 01.’J reported that ~he texture and
the tnick:less of YBaCuO ::Jin film on a Sr7iOl(100)
s'J ostrate prepared by :he CVD method were strongly in·
:l.uξnζ응d by the reaction Dressurξ、

In :his study , the effects of pressure on the formatlon
。 f ':'BaCuO thm f11:인S ιe:e inve5tlgared by scanmng elec·
(ron t:".lcroscop~ (5드M) and X.ray d‘ffrac.:lon (XRD)
。 oser ....,mons and by;τeasur;r， g the e:ecuicaJ resi 앙ance of
the ~lms.

Scurce mater‘ais used were 'eta·diketone c::ela:es of
Y(:hd) , 3a(();0) and Ct.: (thc) (tha =2, 2, 6, 6·te::ame:hyj
3, 5‘f1 eptaneOlonate) (Strem Co. , L띠.). These cnelates
were evaporated at 13i-26t. ~C. The source vapors oi Y,
Ba ar‘ d C:.: were transported mto the hot z.one by At gas
( 1 잉a rr. l! m:n) and 0 1 gεs (300 ml/ mill) was Inu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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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r、。Ie

t~e S\J per:O :idu:::: :i g Ira ..sl:lon starts at r,:uly the s:!me
。r.;et of 8S K, regardless Of press;:;: ζna::gξ. Zero reSlS
llyn,was oota:o:'1 at gi K for ::i: film pr: ;lared ... t 20
To~r anc S4. K :or 5 and LO Torr ‘

Fig l.lre :: shews l-:e XRD ;:;~t:ern of the Y3aC아。 fi ~f:i

;::·~~a~ec z.: ~ TO:7. I~ :an ~e see감 :r.at ε:: or,horno ;,;,‘ 01::
y IBa~C ，-~O，-: 5:~U:(Ur~ was fo~mec wi~~ n:) ;J re:"e:r:d
or:e~Ca:\on Some XR;) peaks f~om the CuO s:::cnd
p:i 2Se ad :he :..1 £0 su‘。 strate we;-e also c::e::t 앙. Tile
strong Ir.te r.my 0: :he (104) c:Y Sta Il O lO ~ap~.lc plane lS c.l.: e
to t~e sc:~e:-lmpcs ‘ :Ion of X?.D ;leaks frc :n (lOt.)YI1c“。

a:ld (111 )C,O. Vcr}' S 1l7시 ar XRD oat:e:ns were cbse:ycd
from the f.! :ns ;:;:epared at 1C al'lc 20 To::. T::IS rr. eans
that :;"e ~rY.lallo~:a~( 'l\(: sm:c: ..m: a."1d tex:u:e :or~a:lon

。 r ~~: pre~εred ;;!::1s are hardly affected jy t~e ;lfe~S\.l:e

cha::ge ,

FJgi:re ~ snow S" t:le su::ace S三씨 ffiicro~rap:'5 0: t:'e
~;ms. I: can bξ see, t~a~ tne g:,a;n ~14e lnc:eas:s as the
p~:S5ure :s rξduee:; and t.,at a porous fiJ t:' :5 cevelop:d
w::εn :::e total ;:~essl.:': \5 as low as 5Tor~ r\ r:le::、"eh

de~se sr!~=‘t; rε is found at [he pressures of !O To:- e::c
20 Tor:.
F’ gur~ ~ shows [느~ SEM mlc:os:ap r. s c: the b.c: c: :e 성

::css se:~lcns of ::l~ fHms ~repared at 5, 10 a::c 20 7o~r.

1: ca:'! be lee:'! :::2.', l언 :'!rr. :hlC'~‘간ess 1 ε": :l rOx:;;:~:ξ~Y

:r:p'!es as ~，~ τr~$S:.:e tS re:.cc~d : roπ\ 20 lor- :0 5 :~::

Cun:r ..::::" Kan::lc:: e( al.~1 ::¥c::ed ::.a.t the :':\m
t:u: l< nes :s .:iξcreaseζ as the ?’eSS :..l fe was c~c:-:asξC -:-:"i e
a:-:.c';.m of evaoora:ξ':& Source :":"~a~e~:als ~r. c:e G.se-:' l~:-.eξtly

2S ::-.e ore~s ‘'.:r~ was :lecreased. The:e:ore , ~t" cars ’d·'·":
~~ξ‘ :::e l;'.c:ease cf yapor c::mcer. ::<':lon '.II::". :::ec·eas:::g
:J r~~su~eξSUlletl ::: faster b:。、，'I t !1. 0: t:.e Y3aC 'J O ~‘ .. ,“
ιn<:e: lowe; ?ress~ι••

Based en :ilε 。 cse:-、 at:ons of F:gs. 4 aπ:: 5I ~~ ~a:: :~

"'S ~‘ s.:r~ζ: SiO;I;i "l'\lc:Q!r~pnl for :h. ξiπa γ:;:a:e:: ~: (이 :0
C’ r“ b) lC j";m. ~nc ‘잉 :;Torr.

FI~ 5 Cr。‘’-It:.lontl SE:vI ~.Ic:o~allhs or I~c o:r s ;:rc;:ared 1: (1)
20. :or’, (0) 10 Torr ~nli (야 S Tor: ,

sa，강 tha: :::e Y9"Cι。t:lm CepO Slt e~ 0:; iπe NIg。

SU~st -at': g~ 。‘·\， 5 fas‘er 2.t ξ low:: ;>ress나re. It s ’hc~ld a!s。

0:: ~oted :ha: lhe :a~IC g:-owth of ~:t~ ~i r;’:5 IS a~:Om·

;ξ ;l le~ by a ~orc '.l S :r~~~::>St="파:u:~. \vhich ~~ay be C2. :::ε;

ly res i= c :,.;\ble :or low c::tical , c'..l r:e :l: de:1.Slty. Ra.ol닙

g'O “~~ cf t‘he f: l:::s a: I。、~:r ?ressu:e !s ad 、 2.:-'.tz;:O l:S for
a;;o:Y: :lg ::;e CVD r:le:::ua for :::as. ;:[OO:.:C(:O:: ‘ bμt :~e

pc ‘。 us S~~ 니ctuie may ·~S ’ult ‘n a jow J‘ 。 r :hs irT1.
The:-e~"or~ ， :l! :-:πer wor k: :s clearly ::ee섣 e= (0 op.: :'!'l :Z~ :he
jJ '"e7Ja"auon ::cn~:~ton :or 5at~s:ytng the:εs: h:OW~ -: a:-~C

ζ긍C' se :r. 1::ros :r닝crurξ of ::ie Y3aC t: O sι~~r':0 :1 =~::~ln5

:h:;". ~Ims by the ζVD meC :lo::l.
J:; co:-, c!l.:sJO:-.. :he Y3aCuO s tJ;，e:con깅닝;::mg t‘~:~ ::i~

1'1::0 a T, of 31 K ’has 'ce::'. success:uHy ~:~。 ε~::: Or' a
(~C까 ‘'l.gO s\.l os::a:e 0)' CVD , Th: H:uc:~-e ;;.nd
:~s:s: 2. :;ce ..t~w;:>eia t';:-: (R .. T) :，，"~a:'a~:~r )~::::3 ‘ 'er: :-, arcly
ξ:::::ed by t이 ...1 in~s;ι~e :::lCl rigξ H。“’e‘ e: I t:1C
rr: :~ost:-uζture of t':1: :::::-:.s was greatly iniiue;"':~:': ， :h~

f:.~ :r. t~knξS5 、、 as tr ’ ~eG 、，v~~::. th -e pr~ssu:~ was ::d ，; ;:~d

frO !T", 20 Tor: :0 5 ':"crr , and the e.r=: ou:.: of :va;:ora::d
SC''::-:ε ,.....ate:-Ia~s ~ncreε5~ 성 lt :1::arly as !ne p:ξSSU~: ‘λas

C:>Mξξs: 성 Tπ~=:"·vre ， :: .S conSl~:re c. that :ne iii::::eas: of
va~o: :onC~~t:2"...C:i“.'J~~.;\ c~~reas~~6 ?r':sS"Jre rξS ‘ l:ea ::-.
:;:e f," sie: g:-。ι:느 。:- ·.::e Y3aC~O ~.1::: ..!πde: !owe:
:""~SS_:~.

TrdS WO"κ was:: :t e-c ’ a;:~’ S:.l DPor:e::: 마 ::,e :--r.::,::::- of
s:’~-.:~ a:t~ ’ .. e':.:'. :i‘ C~Oi:·'’，:，orea 7~~ aUt.""ori wc_:c ‘서

:0 :.":a::~‘ Xl. :9 h: tr. ::l nc ~yυ::g S. L.;;l ;"or τe 4 p

t;:-C~~"C iJ: ~~e ~XDen;:.e 긴 :5 3.:i.성 '{eo r: K :<::n anc :Vfa '1

;( j:c낀 :0: :.，~ XR :J a꺼 :::SEM :n얘suSa:ions :::~~ ξ .•
ai~o b:a'.~f나! ‘。 the r~v:~wer fer ~:1~lC2! ’ e'lleW~ :>: :;;e
fY\ ~;-U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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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a(Cu, Fe)O계에서 철 첨가에 의한 사방정-정방정 저온 상전이

金讀中 · 金澤男* . 金基伯 · 權詳哲 • 李喜均 • 元東淵
한국훤차혁연구소 초전도 연구실

*호주 뉴 사우스 쩨일즈 대학교 재료공학과

Low Temperatur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by Fe一doping in YBa(Cu , Fe)O System

Chan-Joong Kim, Taik-Nam KIm* , KI-Baik KIm , Sang-Chul Kwon,

Hee김youn 냥e and Dong-Yeon Won

SuperconductiVi ty Research Department, Korea Atomtc Energy Research Iπsfltute，

P. O. Bar. 7, Daeduk Dan;l, Dae;un 305-353

• Department of Matenals SCience and Engmeenng, The Umverslty of Neψ South Wales,

P. O. Box 1, Kensmgton, N. S. W. 2033. Austraha

Abstract The low temperature phase transition of high - Tc superconductlng phase has been

mvestIgated 10 Fe -doped YBaCuO systems by X - ray diffractIOn analysIs, optical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electrical resistivity measuremen t. The phase transItion from

orthorhombic to tetragonal 10 YBa2(Cul- x Fex)307-y superconductor IS Induced by replacmg Cu with

Fe. A mixture of the orthorhombic and tetragonal phases eXists In specimens contamlng Fe of about

x = 0.03. In orthorhombiC platelike grams are observed stnatlOns which are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WinS In the grams. The phase transitIOn can be easily IdentIfied by the dIsappearance of the

striatIOns In platehke grains under polarized light. As Fe content Increases, the tWin spacmg In

orthorhombic phase becomes narrow. In the tetragonal phase at x>O.03. the fme tweed structure IS

observed Instead of the twm structure of the orthorhombic phase. The c parameter does not change

even though the phase chang occurs, Implymg that the tetragonal phase 10 Fe-doped specimen con

tains more oxygen than that In undoped specimen. The zero resistance temperature(Tc) and oxygen

content decrease with Fe conten t. Nevertheless, the specImen contam1Og Fe up to 2 at % shows high

Tc of 84K , suggesting that the super conductivity In YBa2(Cul-x Fe.)307-y IS more related to the

。xygen content tnan the crystal structure. (ReceIVed September 28 , 1990)

1. 서 론

Bednarz와 Muller의 La-Ba-Cu-O 계 산화울 초

전도체의 발견 I) 이래 다수의 고온 초전도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구리원자를 포함

하며 perovsklte 형 의 결정구조를 갖는다는 점 이

다. 이플 중 란타늄올 야트륨으로 대체한 YBa2Cu

301-y산화물은 초전도 임계온도 (Tc: 저항이 0야

되는 온도)가 90K이상으로서 2)， 액체질소 온도에

서의 응용가놓성을 채시할 뿐만 아니라 고온 초

전도기구 연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YBa2CU307-y계는 800·C 이상의 고온에서 정방

정 ( tetragonal) 구조를， 그 이 하의 온도에서는 사

방정 (orthorhombic) 구조를 보인다 3) 저온 사방정

구조는 2가지 형태의 구리-산소결합을 포함하는

데， 그 중 하나는 이트륨-산소충과 바륨-산소층

사이에 위치한 구려 (2)-산소결합으로 산소원자와

구리원자가 2차원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4) 다른

하냐는 두개의 바륨-산소층 사이에 위치한 구려

(1)-산소결합으로 산소원자와 구리원자가 1차원

척 규칙결합(ordermg)올 환다. 고온 정방정구조

는 단위포(umt cell)당 2개의 구리 (2)-산소결합을

소유하고 있으며 1 차원구려(l)-산소결합에서 산

소위치는 공공(vacancy)으로 되어 있다. 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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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방정구조는 2개의 구리 (2)-산소결합과 l 개

의 구리 (1)-산소결합을 포함한다. 구리 (1)-산소

결합에서 산소원자틀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사방

정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소가 결핍왼 정방정

구조는 초전도성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방정

구조에서 정방정구조로 상변태 시 단위포 중 c축

이 온도에 따라 직선으로 팽창하며 c축의 길이가

길어칠수록 초전도성은 감소한다 5) 즉， YBo.2CU30

7-y계의 초전도성은 구리-산소결합의 형태， 산소

합량 및 결정구조에 따라 화우된다.

구리-산소 결합과 초전도성의 관련성을 이해하

기 위하여 구리위쳐에 구리와 원자가와 원자반경

이 유사한 천이 금속을 대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6- 13) YBa2CU 307_y산화물에서 구리 대신 철，

코발트， 나캘 동과 같은 금속원소틀을 소량 대체

하면， 첨가된 금속원소의 함량에 따라 Tc가 직선

적으로 감소한다. 이 중 철， 코발트， 갈륨과 같은

+3가의 원소를 첨가할 청우에는 저온에서 사방

정상이 생성되지 않고 정방정상이 안정화 된다‘a

9 )J. 12) 그러나， 구리와 유사한 욕성을 같는 금속

원자라 할지라도 니켈이나 아연을 구리 대신 첨

가한 경우에는 대체 원소에 의한 저온 상천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10， 13) 이와 같이 대체금속의 종

류나 양에 따라 상전이 유발과 각 계의 초전도성

。I 결정되므로 대체완소에 의한 저온 상전이연구

는 YBa2CU307-y계 의 구리-산소결합과 초전도 흐

름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리라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Y-Ba-Cu-O계에서 구려 대신

철을 최대 5at%까지 lat%씩 함량을 변화시켰을

때 유발되는 상전이를 미세조직의 관찰로 연구하

였다. 철 첨가에 의한 정방정상의 초전도성을 관

찰하여 결정구조와 초전도 기구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시편 제조

순도 99.9%인 y 203, BaC03• CuO와 Fe203의 분

말(일본 고순도 화학}을 사용하여 YBa2(Cul • x Fe

.)307-y초성의 시현들을 고상 반웅볍(so1td state

reactIOn)으로 제조하였다. 구리 대신 첨가하는

철 합량은 m이e비로 0.01에서 0.05까지 변화시켰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는

20-50μm이었으며， 시편이 Y: Ba: (Cu, Fe)=

1 : 2: 3의 조성을 갖도록 화학천명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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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량한 후 알루미나 막차사발에서 균일하게 혼합

하였다. 혼합분말올 공기중 910'C 에서 24시간 하

소한 후 상온으로 냉각하였다. 하소된 분말은 다

시 알루미 나 막자사발에서 분쇄한 후， 300MPa의

압력 으로 외 경 이 lOmm, 두께 3mm인 원판으로 성

형하였다. 성형채를 공기증 925°C 에서 24시간 소

결한 후 로냉하였다. YBa2CU30r-y산화물을 초천

도성을 갖게 하고자 로냉한 시편을 다시 공기중

400·C 에서 20시간 유자한 후 꽁기중에서 냉각하

였다.

x-섣 회절시험

•하소 및 소결시편의 결청구조 및 생성상을 확

인하기 위 하여 RIgaku사의 dlffractometer로 x
선 획절분석올 행하였다‘ 시료는 악자사발에서 꼽

게 분쇄한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구리 (Kal) tar

get을 사용하여 20' -80’의 2(J구간에서 조사하였

다. Tube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 30kV와 lOrnA

。 l 였으며， 조사속도는 4'!mm이었다，

TGA (thermogravimetric analyser) 분석

400'C에서 저혼 열처랴 후 시편내에 주업된 산

소량올 측정하고자 TGA (thermogravimetric an

alyser)분석올 하였다. 소결 후 400·C에서 20시간

저온 열처리한 시편을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후，

19 씩 정량하여 백금 도가니에 넣고 시편의 온도

를 900t까지 분당 4'C속도로 상승서키면서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때의 무게감소량을 시면천

체 무게에 대한 비로 계산하였고， 이를 다시 YBa

2(CUI-x Fe.)307-y 의 산소량으로 환산하여 철 캠 7}

에 따른 상대척 산소함량으로 나타내었다.

미세조직 관찰

미셰조칙 관찰용 시편을 epoxy 수지로 mount

mg하여 탄화규소연마지에서 # 600gnt까지 거 친

연마졸 한 후， 다시 1t血엽도의 다이아몬드 paste

로 미세연마 하였다. YBaCuO는 상온에서 물과

반응하여 분해되므로， 연마사 용매로 얄코올올 사

용하였다. 미셰연마된 시편은 알코올을 용매로 하

여 초음파 세척기에서 10분간 세척한 후 건조사

켰다. 시편의 미셰연마된 연에 대하여 광학 현 oj

경으로 미셰조직융 관찰하였으며， 상전이에 따른

철정렵(grain)내 쌓정 (tWin)을 관찰하기 위하여

편광 fIlter를 사용하였다. 또한， 미세한 쌍정변화

는 JEOL사의 200 kV 2000FX투과 전자 현미경

(TEM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

하여 관찰하였다.

전기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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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OptiC하 polanzed m‘crographs for the polished
surfaces of YBa2(Cul-xFexh01-Y oXides smtered at 925
·C fer 24 h and annealed at 400'C for 20 h In air: (a)
X=O and (b) X=O.05.

철 첨가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소결시편올 미셰연마한 후 단변에 대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사친 1은 편광 하에서

관찰한 (a) YBa2CU301-y와 (b) YBa2(CuO 95 Feo 0

5) 301-y의 미세 조직이다. 사진 l(a) 에서 알 수 있

듯이， 철올 첨가하지 않은 사편은 떤상형의 업자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업자 내부에논 다수의

미세한 줄무늬 (stnatIOn) 가 관찰된다. 입자내 줄무

늬는 한 입자내에서 2개의 방향성을 갖지만 어떤

업자에서는 한 방향만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또한，

결정립의 장축 방향으로 균열이 관찰되는데， 이는

저온열처라 사 산소확산에 따른 격자내 응력에 의

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구리 대신 첼음 5% 대체

한 시편 {사진 l(b)} 도 (a) 와 유사한 미세조칙을

보이지만， 결정립내에 줄무늬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 미세조직은 YBaZCU301-y를 고온에서 급냉하였

을 경우 얻쩌지는 미셰조직과 유사하다.

열처리 조건에 따라 쌍정의 간격이 제어되기도

하지딴， 일딴적으로 관찰되는 쌍정의 간격은 50

-200nm 정도이므로，l ‘ 15) 광학현미정으로 그 변

화를 자세히 관창하기는 어렵다. 본 실험에서는

상전이 시 발생하는 썽정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투과 전 자현 미 경 (TEM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의 변화흘 조사

하였다. 사진 2(a)는 철을 첨 가하지 않은 YBaz

CU307-y(Y ::; 0‘1) 의 TEM 미세조직， (b)는 l(a) 에

대한 (001) 회절무늬， (c)는 (b)의 key dIagram

이다. 사진 2(a)에서 알 수 었듯이， 쌍정의 간격

은 50-l00nm정도로， 결정립내에 2방향으로 서

로 수직요로 교차된 형태를 보이며 썽정의 선단

은 헨죠 형태를 보인다. 사진 2(b)는 (001) 회전

무늬로， (110) 방향으로 쌍정에 따른 이 중 spot을

보여준다. Hlrol퉁 16)에 의하면， YBa2CU307-y에서

사방정 구조의 쌍정형성은 {ltD}면에서 (l ID)방

위로 발달하며， 기지상에서 a축은 껴앙정에서는 b

축의 방향야 되기 때문에 두 축의 결이 차이가

회절무늬에서 이중 spot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설혐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위 회철무늬

혹 부터 구한 격자상수는 a=3.821A , b=3.890A

과 c=1 1.686A이었다.

λ}진 3은 YBa2(Cul-.Fex )301‘ y에서 x=O.Ol , O.

02 , 0.04와 O‘05의 조성을 갖는 시편의 전자현미

경 사전이다. 사진 3(a) 와 (b)에서 알 수 있듯이，

x=O.Ol과 0.02인 시편에서는， 사진 2(a) 의 철을

첨가하지 않은 시편과 마찬가치로， 쌍정이 뚜렷히

관찰되고 있다. 반면， 쌍정의 간쩍은 철 첨가에

의하여 약간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각 시료에

해당되는 (00l)회철무늬 역시 이중 spot을 보이

는 사방청 구조흘 보인다. 그러나， x=O.03을 경

계로 철 함량이 증가하면 썽청은 관활되지 않는

반면， 대단히 미세한 선틀이 수칙으로 교차흰

tweed조직올 보언다. 이러한 tweed조직은 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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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걸과 및 고찰

시면에 연결된 단자에 lmA 의 일정한 전류륭

흘리는 상태에서 단자사이에 여거되는 전압차로

부터 저항을 측정하는 4단자볍 (four pomt probe

method)를 이용하였다. 측정용 도션으로는 구려

션을 사용하였으며， 단자와 사편사이에 발생하는

접촉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은 paste를 시편

과 단자사이에 칠하였다. 측정용 시편은 액체질소

가 반쯤 찬 용기에 넣어 질소가스와 접촉시켜

17K까지 냉각시킨 다음 시편의 온도를 상송시키

면서 저항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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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a) TEM(transmlSSlon electron mlcroscope)
bnght fIeld Image of orthorhombIc YBa2CuJ07-y and
(b) (001) dIffractIOn pattern and (c) key d‘agram for
(b).

량이 증가할수록 미세해진다{사진 3(d) }. 철을

첨가하지 않은 YBa2CU 307-y의 사방정에서 정방정

구조로 상전이 시에도 이러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15 ， 17) 이는 구리(1)-산소 충에서

산소원자들의 1차원 규칙배열이 깨어지기 때문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결과에 의하연， 일정 철

함량이상에서는 결정내에 쌍정이 관찰되지 않는

데， 이는 철 첨가에 따라 산소원자의 l차원 규칙

배열야 방해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3(e)는 대단히 미세한 tweed조직을 보이는 시료

(철 함량야 0.05mole) 에 대한 (001) 회절부치이

아 사진 2(c)의 사방정 구조에서 보여준 회절무

늬와 달리 이 사편에서는 쌍정에 의한 이 중

spot은 관찰되지 않으며 완천한 정방정 구초를

보인다. 이 회철선으로 부터 겨l 산된 격자상수는

a=b=3.864A. c=11.70A이었다.

광학 현미경과 투과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관찰

된 미세조직 변화는 결정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소결분말에 대한 x-선

회절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철 챔가에 따른 회

절선 변화는， 상천이 시 인접 회절선간의 회절강

도의 역 전을 보이는 YBa2CU307-y의 고온-저온 변

태 18)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며， 이는 20=32 ’ 와

58° 부근의 회철선 변화로 잘 나타난다. 사방정

구조에서는 (1 10)/ (103)회절선의 강도가 (213)

회절션의 것보다 높게 나타난다. 철 함량이 증가

할 수록 두 회절선간의 회절 강도비는 점점 감소

하며 x=0.03에서 회절 강도비의 역전이 일어난

다. 이러한 회절선의 역전은 28=58’부근의

(116) / (1 23)과 (1 23) 회절선에서도 관찰되며 이

때의 철 함량도 x=0.03으로 동일하다. 그러냐，

회젤선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x== 0.01과

0.02 인 경우 각각 20=58 .4와 58.27。에서 새로운

회절선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회절

선의 위 치는 철 이 첨 가되 지 않은 YBa2CU307-y의

고온 정방정 상의 회절선의 위치와 잘 위치한다.

x=0.04 와 0.05의 조성에서는 완전한 단일상의 정

방정 구조의 회절션 형태를 보인다.

그렴 2는 위 결과로 부터 계산한 격차상수를

철 함량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철이 첨가되지

않은 사방정 구조의 YBa2CU 307-y의 격자상수는 a

=3.895A , b=3.822A과 c o:::: 1 1.690A 이었다. 격자

상수 a와 b는 철 함량에 따라 변하는 반면， c값

은 상전이와 관계없여 거의 일정하다. 산소 원자

의 이 탈 및 불규칙 배 열 에 의 한 YBaZCU 307-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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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TEM bright field Images of YBa2(Cul- ,Fe, )307-y

showing the dlssappearance of tWIn structure with Fe con
tent' (a) x=0.01 , (b) x~0.02， (c) x=O 04 , (d) x=0.05
and (e) (001) diffractIOn pattern for (d).

상전이는 사방청구조에서 정방정구조로 변태 시 여 생성된 정방정 상이 구리(1)-산소변 위에서의

c값의 중가와 초전도 전이온도의 감소를 수반한 산소 결핍에 의한 불규칙 배열 때문이기 보다는

다 19) 이 계에서의 c축의 증가는 열처리 시 산소 첨가된 철에 의한 결정구초 변화에 의한 것임을

원자가 격자밖요로 이탈되면서 결정구조내에서 의미한다.

격자간 결합력 약화에 기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철 첨가에 따른 초전도성의 변화를 알아 보고자

었다 5) 그러나， 철을 첨가한 계에서는 상전이가 시편을 액체 질소온도까지 냉각시키면서 온도에

발생하여도 c값이 일정한데， 이는 철 첨가에 의하 대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은 x=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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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ical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tempera
lure for YBaz(Cι -.Fe.)307-y speclmens( - -x=O, - x
=0.01 , - .. - x=α02).

FIg 1. VariatiOn of X-ray powder diffraction peaks of
YBa.(CUI- ,Fe.h01-y wIth Fe content(x) ‘

도 상태 (superconductmg state)풍의 전이 온도 폭

은 철 함량증가에 따라 넓어져는더IJ， 0) 러한 초전

도 전이온도폭익 증가와 Tc역 캅소는 상전이에

의하여 생성된 정방정상의 부피분율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Maeno·풍<.l)은 철에 의해 생

성된 정방정상의 철 첨가량에 따라 첨친척인 Tc

의 감소를 보이지만. x==O.l까지 초천도성을 유치

한다 하였다. 반면， 철을 청가하지 않은 경우의

YBa2CU307-y에서 Tc는 산소함량의 함수이며 상전

이에 의하여 생성왼 정방정상은 초전도성을 보이

지 않는다 19) 본 실험결과에서는 철 첨가에 의해

생성된 정방정상이 초전도성을 유지하는데， 이는

이 상이 고온 정빵정상과 달리 다량이 산소훨차

훌 함유함을 의미한다.

철을 첨가한 시편에서 초전도성과 결정구조간

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YBaZCU301-y의 결

정구조와 고온-져온 상전이 과쟁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계에서 사방정파 정방정의 결정구조롤

결정하는 인차는 구리 (1)-산소층에 위치환 산소

원자의 규칙-불규칙 배열이라고 알려져 었다 11)

철 첨가에 따른 상전이가 구리(1)충에서의 산소

a.Ol, 0.02암 시편의 온도-전기저항 팍선야다. 철 불규칙배열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계에서

이 첨가되지 않은 사방정 구조외 시편은 온도강 고려하여야 할 인자중의 하나는 철의 훤자가가

하 시 저항이 감소하는 금속적 특성옳 보이며 져 원다. 왜냐하면， 첼의 원자가에 따라 철와 결합하

향강하접은 94.5K, Tc는 93.5K아였다. x=O.Ol과 는 산소갯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산화상태에서

0.02조성의 시편들도 용도강하 시 전기저항이 감 철이 취할 수 었는 원자가는 +2 , +3과 +4가이

소하나 저항강하점이 93.5K와 88.5K, Tc가 92K 다. 사방정구조인 YBaZCU307-y에서 구리(1)의 훤

와 84.5K로 철이 첨가되지 않은 시편의 것보다 자가는 샤방정구조에서 +3, 정방정구조어l서

낮다. 또한， 정상 상태 (normal state) 애서 초전 가이다. 구리 (2)는 두상 모두에서 +2가의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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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lattice parameters of YBaz(Cul-,
Fe.hOl-Y wIth Fe conten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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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분의 [-)전하를 보장하기 뭐하여 b축에 위

치한 산소훨자 위치 7r 꽁공어 될 것야다. 배휘수

측I켠에 있어서도 나첼훤자는 。ctahedral 배위률

션호하므로， 야 octahedral배위를 안족하기 위하

여 a축의 공공을 산소완자틀이 점유하는 형태 7}

헬 젓이다‘ 결과적으로‘ 정방정상이 안정하게 되

어야 하나， 이와는 반대로 니캘놓도 x=O.25까지

사방정 구조가 안정하게 훤다윤 실협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9) 결국， 니켈원자는 구리(1)보다는 훤

자가가 몽일한 구리 (2) 위치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Ef.한， 아연의 경우에는 구

랴(1) 위치에 대체퇴더라도 Co(l) 과 배위수가

같껴 때푼어} 삐 결정구조의 심각한 변화흘 유발

하기 협흙재 퇴므로 샤방정 구조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는 구리(1) 위치에 3%의 철 원자들이

대쩨|된 캡우의 구입(1 )-산소 배멸에 대한 .2.석도

。l 다. 저용 열처리한 경푸에 구려(})는 +3가의

원자가를 잦고 a-b면에서 2깨의 산소원자와 결합

한다. 또찬 구려 대신 위치한 철 원자의 6얘위수

를 고려하면， 철 원자가 a-b변에서 4개의 산소원

자와 결함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즉f 혈원자

주위 의 octahedral배 획를 한촉시 카 71 획 하여 단위

포의 a, b와 c축에 각각 2개의 산소원자들이 위치

하게 된다. 반면， 철 원차와 얼려 떨어진 부분은

C 0 C 0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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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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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11 Z<J. Gomez와

Zhou 동 ιι μ}은 YBa2(CUI-. Fe.h07-y의 }(:::::O.015와

x=O.100조성의 시편에 태해 Massbauer실험을 행

하였눈데， +3가를 갖는 철 원자가 구리 (1) 위 치

에 대체되는 컬과를 보였다. 본 설헝에서는 사평

을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소결한 후 450·C에서

24시칸의 저온 열처리를 행하였으므로 시편내로

충분한 산소확산이 가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건에서는 구려(1)은 +3 , 구려 (2) 는 +2가

의 원자가를 유치할 것으로 가정함에 무리가 없

을 것이다. 결국， 구리(1)과 대혜된 철과 기존에

위치했던 T리(1) 모두 +3카의 풍얼한 원자가

상태비므로， 구리(1) 위치에 첼이 대체되더라도

이에 따른 전하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 구려 (1)-산소충의 산소원자 불규칙

배열 유발 가놓성올 철의 원자가로 설명하기 어

렵다.

고려하여야할 따른 인자는 철 원차 주위의 잔

소훤차 Hlj 위수이다. A~방정 YBa~CU:f)l_.에서 구

리 (1)은 4-fold배위로 단위표에서 4개잉 산소원

자와 결합하고 있다고 얄려져 있다 3) 이 중 2개

의 산소원자는 c축어I] ， 냐머지 2재의 산소원자는

규칙배열을 이루며 b축에 뛰치하며， a축의 산소

위치윤 꽁꽁야 된다. 결국， a축과 b측의 격자상수

차여로 인하여 사방정의 결정구조를 갖게 된다.

구려(1) 위치에 대체되는 +3자회 첼은 6-fo~d의

octaheral 배위를 갖는다고 얄려져 있는대，25) 이려

함 배위를 만족하기 휘해서는 산소원자가 b축 뿐

만 아니라 a축에도 위치하여야 한다. 청 원자가

아와같온 배외를 갖고 구리(1)에 대체된다면， 철

원자가 위치하는 곳은 국부척으로 a축과 b축의

길야가 같야:AI 는 청방정 대창이 형성되게 될 것

이며， 사방정 기치에 대한 정방정 영역은 철 함량

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확돼확리라 여겨진다.

유사한 유형약 대체원소 중 갈륨， 코발E도 구랴

(1)위치에 대체찍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g며，25)

이들 원소 모두 져온에서 정방정생을 안정확시칸

다$ )! 12) 반면， 니켈이냐 아연을 구리 대신 청가

하면 저온에서 사방정상을 안정화 시킨다고 알려

져 었다.삐 13) 갈륭과 코발트는 철처럼 +3가의

원자가를 갖고 구리(1) 위치에 대체되며 octa

hedral 배위를 갖는 반면，U〉 니첼과 아연은 +2억

원자가를 가진다고 한다.객} 이들여 어떤 구리위치
F‘g. 4. Schematic diagram for the Ctl( l) -O layer of

에 대 체펴 는지는 아칙까져 불확실하다， 만약， 니 YBa~Cu(o !l'/Feo IIIho,-. ; C, 0 and F denote cupper, oxy一
켈원자까 구려(1)외치얘 때체된다면 구근lCu (l) gen and iron lOn&, respect l\i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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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1차원 산소 규칙배열에 의한 사방정 구조

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철 원자와 산소원자의 배

위관계로 언하여 3% 정도의 소량 철 대체로도

전체 구리(1)-산소결합의 1차원 규칙배열을 방해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리(1)-산소결합의 1차

원규칙배열은 철 원자와 인접한 곳에 두도러질

것으로 생각되며 첨가되는 철 함량이 증가할수록

사방정 구조보다 정방정 구조를 갖게되는 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소량의 철 농도에서는 사방정 구

조와 정방정 구조가 혼합된 결정구조를 갖게 되

는데， 이는 그림 1의 x-선 회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소결시편에서 산소함량과 초전도성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TGA (thermograVlmetnc analy

sis)로 온도에 대한 무게감량을 측정하였다. 소결

분말을 상온에서 900·C까지 온도를 상숭시키면

Cu(2)와 결합한 산소원자는 이동하지 않는 반면，

Cu(l)과 결합한 산소원자만이 시편밖으로 이탈한

다고 알려져 있다 20) 900·C에서는 Cu(l)과 결합

하고 있던 산소들이 모두 시편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때 YBa2CU307-y에서의 산소함량인 (7

-y)는 6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3) 또한， 산소함량

과 초전도 임계온도의 상호관계로 부터， 철이 첨

가되지 않은 YBaZCU307-y에 서 Tc가 95K일 때 의

산소함량 6.95엄 9)을 기준으로 철이 첨가된 시펀

에서의 상대적인 산소함량을 무게감소로 부터 계

산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구리 대신 첨가된

철 함량은 전체 무게에 대하여 무시할 정도로 적

으므로 산소원자 확산에 대한 철 영향은 무시하

였다. 또한， 최대 가열온도까지 액상은 생성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22〕 우게감소의 대부분

을 산소원자 이탈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림 5는 YBaz(Cu ,-x Fexh07-y의 철 함량에 따른

무게 감량을 보여준다. 그립에서 얄 수 있듯이，

철을 첨가하지 않은 시편은 2.15% 의 무게감소를

보이는 반면， x=0.05인 시편은 1 .45% 의 무게감

소를 보인다. 즉， 무게감소는 철 함량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시편을 고용까지 가열하였을 때 나타나

는 무게감소는 저온에서 시편이 갖고 있던 산소

함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철을 첨가하지 않은 사

방정상의 Tc가 93.5K이 고 이 정도의 Tc를 가칠

때의 산소함량은 6.95이므로，Il) 이 값에 대한 상

대적인 무게감소량을 철 첨가 시편에 대하여 계

산해 보면 x==O.05인 시편의 산소함량은 6.70로，

이 값은 철을 첨가하지 않은 시편에서 사방정구

3

2(·~·
혈

월1

훌 1

o o 62 4

Fe Conc.entratlol1 (0/o)

Fig 5. WeIght loss with Fe content m YBaz(Cu'-xFex)3
07-y specImens heated to 900· with heatmg rate of 4·C
Imm.

조의 산소함량에 해당한다. 그랴나， 구조적으로는

정방정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철 첨가에 의한 정

방정상의 형성은 구라(1)층에서의 단순한 산소이

탈보다는 앞에서 셜명한 바와 같이 철의 6-fold배

위에 의하여 a축과 b축 양쪽에 산소원자를 포함

하고 있는 결정구조에 기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

다. 철 첨가에 의한 정방정 상의 생성은 구리(1)

층에서의 산소불규칙 배열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산소원자악 불큐칙배열은 철

원자의 배위수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

에서의 초전도성은 결정구조보다 산소합량과 밀

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고상반웅법으로 제조된 YBaZ(CUI-X Fex)307-y

초전도체애서 철 청가에 따른 상전이를 미세조직

관찰로 연구하였다. 사방정상에서 정방정상으로

상전이는 x=O.03에서 관찰되며 이 상전이는 미

세조직에서 결정립내 줄무늬 (strIatIOn) 의 소멸로

잘 나타난다. 이 줄무늬의 소멸은 산소원자 규칙

배열에 의한 쌍정의 소멸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철 함량에 따라 사방정 결정내의 쌍정의 간격은

조밀해지며， 상전이후의 정방정 구조에서는 썽정

이 관찰되지 않는 반면， 매우 미세한 tweed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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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된다. 상전이 과정은 사방정 (0)상에서 (0

+T)의 복합상을 거쳐 완전한 정방정(T)상으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생성된 정방

정상윤 YBa2Cu307-y의 산소결핍 에 따른 고온 정

방정 상과 달리 c축악 걸이가 늘어나지 않는다.

철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Tc가 직선적으로 감소

하나 저온에서 생성된 정방정상은 고온 정방정

상과 달리 초전도성올 유지한다. YBaCuO계 에 철

을 첨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격자내로 유업되는

산소함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낮은 산소함량이

초전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 계의 초전도성은 결정

구조의 형태보다는 산소함량에 민감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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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BaTi03 addition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f YBa2Cu307 -I'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Chan Joong Kim a, Ki Balk KIm a’ Kyu Won Lee b, Chong Tak Lee a,
Gye Won Hong a’ In Soon Chang a and Dong Yeon W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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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orea Standards R(’‘caleh Imll/we PO Bo.\ 3. Daedul.. Danjl. Dae]un J02-340. Korea

ReceIved 8 o\ pn11991

The superconduct 1Og properties and the related microstructures of YBaCuO with BaTIO) addItion ‘ prepared by pamal melt
processing were mvesllgated WI나1 tempera‘ ure-reslSII、It~. magnellc hysteresls‘ X-ray d ‘lTracllon and SEM EOX anal~sls The
YBaCuO samples with BaTIO、 additIOn show a good superconduct 1Og property (Tc above 90 K) ‘ 10 spite ofthe add lOg of 20 wt%
of BaTIO) Thc magne t1 ZallOn cu r. e of a 5 wt% BaTIO) sample reveals that the add10g renders a possible resistance to magnetic
fIeld The added BaTl0, IS decomposed and converted Into another second phase ‘ contammg a large amount of Ba and Tl dunng
the perllect lC reaction ofliqUld phase and 2-1-1 phase o\lmost none ofthe TIIS 1O troduced In to the 1-2-3 matrix and the 2-1-1
phase but mto the second phase formed by the added clement. retaining the good supercondu이10&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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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BaTi03 addition on thε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YBa2Cu307_ 1'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Chan Joong KIm' , K.i Balk Kim a, Kyu Won Lee b, Chong Tak Lee a’
Gye Won Hong ., In Soon Chang a and Dong Yean Won a

• S lI[Je1condllct /l'III' Research Laboratorv. Korea ~(omIC Energy Resean !l Ins/ll llte.
l' 0 Bo <: 7. Daed,“I.. Da l1j1. Dae)“11 305·353 κ깅reD

b Korea Standards Research Institute PO 80.\ 3 Daedul.. Danjl. Duejun 302·340 AoreD

ReceIved 8 Apnl1991

The superconductlng propenles and the rela \l~d microstructures of YBaCuO ‘, lth BaTIO] addlllon , prepared b、 pamal mell
processing. wcre investigated with temperature-n.·sl 잉 IVlty. magnetic hysteresIs 、 X-ray dlffrac lJon and SEM fDX analysIs The
YBaCuO samples wllh BaTIO] addItion show a good supercondoclJ ng propeny (T, above 90 K). In Splle oflhe addlngof20 ‘ t%
of BaTIO] The magnellzatlon curve ofa 5 wl% BaT/O} sample reveals thatthc adding renders a possible resistance 10 magnellc
field The lidded BaTIO] IS decomposed and convened 1010 another second phase containing a large amount of Ba and TI. dunng
the penteC lJCreaction of liquid phase and 2-1-1 phase Almost none of the TI IS Introduced 11'110 the 1-2-3 matnx and Ihe :!·l-I
phase but mto Ihe second phase formed by the added clement ‘ retalnmg the good superconduclJng propenles

I. Introduction

Since the dIscovery of the oXIde superconductors
with transition above liquid-nitrogen temperature
(77 K) , many efforts have been concentrated on tn

creasing the crI tIcal current densIty (lc) of this sys
tern for practical application. Bulk specImens pre
pared by the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method
uSing powder have a low value of Jc of 10-1000 AI
cm! at 77 K and low magnetIc field [I] Recently ,
severallmproved fabncat lOn technIques such as melt
texture growth [2] , liqUId-phase processmg [3] and
melt-powder-melt growth (4) have been succes
slvely developed to produce YBaCuO bulk specl
mens wIth Jc exceedIng 104 A/em2 at 77 K The key
pOInt In mcreaSIng Jc of thiS system IS controllmg ItS
mlcrostructure through gram alignment or trapping
of the non-superconductlng phase of Y2BaCuOs (2
I-I) In a superconduct Ing matnx [2-4)

On the other hand , dopmg of tranSI\lOn metals ex
cept Ag and Au IS known to be harmful to the su
perconductlvllY ofY8aCuO The dopants react wnh
the 1-2-3 superconductlng phase (YBa2Cu]07_ ,) In

the solid state, leadmg to degradation of the super-

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 (π ) [5-7] The
degradation of π IS mostly due to the partIal sub
stltutlon of the dopants for Cu atoms It was re
ported, however, that some dopants such as Zr. Ta,
TI , Pt, Rh and Re can be separated from the super
conducting phase by apply Ing partial melt processmg
Involvmg heat treatment of a sample above the per
Itectlc temperature of the YBaCuO system [8]. ThIs
process results m complete recovery of 깐 whIch was
degraded by the so lId-state reactIOn Thus, findmg
non-reactmg elements or theIr compounds IS of prac
tlcallmportance‘ smce It may be used as claddIng or
substrate matenals for melt processmg of YBaCuO
as well as the result Ing second phase acting as a pos
sible pm nI ng center of thIs system

In thIs paper, we report the effect of BaTIO] ad
dltlon on the superconductivity of YBaCuO o\lde
prepared from partIal melt processmg The POSS!
blllty of BaTIO] as a flux pmnmg medIum or as a
substrate or c1addmg matena[ usmg melt processmg
IS discussed through the mvestlgat lOns of the super
conduct Ing properties and ItS resultIng mlcrostruc
ture

0167·577 ,, /91/$ 03 50 © 1991 -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North-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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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al

The superconduct lOg 1-2-3 powder used 10 this
study was prepared by the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of Y20), BaCO) and CuO powders of 99 9%
purIty The powders were well mixed 10 an alum Ina
mortar. calc lOed at 910°C for 24 h In aIr and then
furnace cooled The calcmed cake was crushed, mIXed
W Ith 5-20 wt% BaTIO) powder « I μm particle
sIze) , pressed IOta pellets 20 mm In dIameter and 10
mm 10 thIckness and then smtered at 950°C for 24
h 10 air The ~mtered pellets were heated above the
peritectic temperature, I050-IIOO°C, of the
YBaCuO system where a sample IS partIally melted
and held for 30-60 min The samples were cooled to
1000°C at a rate of40°C/h, cooled agam to 980°C
at a rate of 3°C/h and then ma In ta lOed for 10 h At
thIs stage, the 1-2-3 phase grows through the reactIOn
between a liquId phase and the 2-1-1 phase In order
to suppress the thermal or transformatIon cracks due
to the tetragonal-to-orthorhomblc phase transmon,
the samples were slowly cooled down to 4S0 c C and
held for 24 h 10 aIr for sufficIent oxygen dIffusIOn
IOtO the samples

The phases formed after calC lOatlon and smtenng
were Identified by the powder X-ray diffraction
method (XRD) uS lOg a Cu Ka target Mlcrostruc
tures were mvestlgated by an optICal mIcroscope,
scanntng electron microscope 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SEM EDX) and transmISSion electron ml
croscope (TEM) The sample for TEM analysIs was
prepared by crush Ing of the bulk sample In ethanol
The superconductlOg transition temperature (Te,
R =0 pO lOt) of samples was measured by the four
probe techntque with a sliver paste The POSSIbility
of BaTIO) additIon as a flux p lOnIng medIUm was
estimated from the magnetic hysteresIs (M-H) curve
at 77 K from 0 to 2 T A sample of dimensIOns
3 X 3 X 5 mm was used for the magnetizatIOn
measurement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I shows the temperature-resIstance cur、 es of
BaTIOradded YBaCuO samples In the case of un
added YBa~Cul07_'‘ Te IS 92 K whIch IS a sImIlar
value to that of a sample prepared by the soltd-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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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 Temperature-resistance cur、 es of unadded and BaTIO,

added YBaCuO prepared by panlal melt processmg

reaction method [5] To slightly decreases to 90 5,
90 88 5 and 89 5 K with mcreasmg BaTI03 content
of 5‘ 10, 15 and 20 wt% These values are much higher
compared wlth those of the YBaCuO prepared from
the so lId-state reactIOn with transitIon metals such as
Fe NI , AI and Zn [5 ‘ 7 J It means that the reactIOn
between the 1-2-3 superconduct lOg phase and the
dopant IS suppressed b) applymg melt processmg

The magnetIzation hysteresIs (M-H) curvεsof (a}
unadded and (b) 5 wt% BaTIOradded YBaCuO are
depicted 10 fig 2 S10tered density of samples (a}
and (b) IS 5 S9 and S 08 g/cm3, respectively The
magnetiC field dependency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can bε estimated from the magnetlzatton dlf
ference (M1) between increasing and decreasing
magnetic fields ‘ s lOce Ie IS proportional to l1Af ac
cordmg to Bean ’s model [9 ,10) of Je =20l1Af/d‘

where fu\1 [=M-(-M)] and d are dIfference of
magnetization at constant magnetic field and gram
size or thickness of a tested sample , respectively The
overall M-H h)stereSJS loop ofthe unadded YBaCuO
IS larger than that of the BaT10radded sample The
ti.Jf of the unadded YBaCuO rapidly decreases" l\h
10creasmg magnetic field up to 2 T , while that of the
BITI03-added sample reaches a nearly constant value
after a rapId drop up to 0 3 T As the magnetiC field
IOcreased ‘ the dlfference 10 ti.M between the t\\’O
samples becomes small This result mdlcates that the
BaTlOradded sample has a more effectlVe resls
tance for magnetic field ‘han the unadded YBaC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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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powder dlffract10n patterns of (a) unadded. (b) 10
wt% and (c) 20 wt% BaTIOradded YBaCuO prepared b~ panlal
melt processing

Fig :1 MagnetiC hysteresIs curves of YBaCuO and 5 "'1% Sa
TIO ,-added YBaCuO prepared by pan .al melt processing

thIck for sample (a) As the BaTIO) content In

creases, the textured region became small down to I
mm for 20 wt% BaTIOJ Small particles of rod-hke
shape and another second phase of a granular form
are observed to be trapped In the 1-2-3 matrix The
amount of granular particles Increases with Increas
Ing BaTI03 content Energy dispersive X-ray anal
ySJS was carned out for the matrix and the two dlf
ferent second phases The rod-hke particles were
Identified as 2-1-1 phase that IS a by-product of the
peritectic reactIOn of a liquid phase and 2-1-1 phase
[4 ], whIle the granular particles were Identified to
contain a large amount of Ba and a small amount of
TI Other elements such as Y and Cu were not de
tected In this phase As shown 10 fig 5 (marked A
and B arε 1-2-3 matnx and the granular phase re
spectlvely observed In fig 4) , the dot mapping of TI
for the 15 wt% BaTI03-added sample revealed that
almost none ofTI IS In troduced In to the 1-2-3 matnx
and the 2-1-1 phase but 1Oto the granular particle
ThIs result and the XRD results offig 2 well explain

- 156 -

In spite of thε low Jc up to a magnetic field of 2 T
Fig 3 shows the XRD patterns of (a) unadded

YBaCuO, (b) 10wt%and (c) 20wt%BaTIOradded
samples prepared from partial melt processing The
XRD pattern of unadded YBaCuO shows that the
orthorhombIc 1-2-3 phase was formed with the 2-1
I phase The 1-2-3, 2-1-1 and unknown phase are de
noted by 0 , e , and. , respectively However, the un •

known peaks are observed together with the 1-2-3
and 2-1-1 peaks In the BaTIO、-added samples The
IntenSIty of these peaks Increases wIth JOcreasmg
BaTIOl content The 1-2-3 peaks did not show are
markable dIfference In the lattice parameters whIch
indicates that the 1-2-3 phase remains unchanged by
the BaTIOl addition The unknown peaks are not
matched wIth the initially added BaTIOJ, Implying
that the added BaTI03 might be decomposed and
form another second phase dunng the pentectlc
reactIOn ‘

Optical microstructures for the etched surfaces of
(a) unadded and (b)-(d) BaTIOJ-added samples
are Illustrated In fig 4 Textured 1-2-3 grains of a few
mm are observed 10 all the microstructures Each
grain IS about 3-5 mm wIde and about 10-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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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llcal micrographs for etched surfaces of BaTI03-addcd YBaCuO prepared by partlal meh processing. (a) 0 wt% (b l 5 wt%
(el IOwt%and (d) 15wt%ofBaTIO)

why the Tc does not consldcrabl) decrease with In

creasing BaTIO、 content , when the sample IS pre
pared from the partial melt processing

Fig 6 shows the TEM Images of (a) unadded and

(b) IS 、‘’t% BaTI03-addcd samples TWins due to
the tetragonal-to-orthorhomblc transformallon arc
observed In both samples The tWIn spacing of un
added YBaCuO IS about 60-80 nm The spaCing be
came narrow to 30-40 nm by the addlllon of Ba
TIO, The tWin spacing of the YBaCuO system was

reponed to depend on the oxygen defiCIency and
dopIng of the tranSll lO n metals such as AI Fe ‘ Nlor
Zn [II] The a、)gen deficIency and the substitUtion
ofthe metals at the Cu slle reduced the tWin spacing
Thus the reduclton of tWin spacing observed In our
sample may also suggest that a IImlled content ofTI
might substllute fOI Cu atom But the retam Ing of
the hIgh 낀 (about 90 K) In our samples means that
the solubility ofTI Ul the 1-2-3 superconduct Ing phase
mIght bc consldoably hmltcd In the lJ qul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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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EM surface micrographs of 15 wt% BaTIO)·added YBaCuO and (b) dOl mappJrlg ofTI for (a)

As observed In figs 4 and 5, the partIcle sIze ofthe
second phase IS so large that they may not act as a
flux pmmng center But the M-H curve ofthe 5 wtG!\)
BaTIOradded sample eVidently showed the effec
tlve resIstance for magnetic field more than the un
added YBaCuO‘ though the i c at low magnetic field

IS lower than that of unadded YBaCuO If the a、
erage particle size of the trapped second phase In 1
2-3 matnx can be reduced more down to submlcron ‘

an Increase In cntlcal current density may be el,

pected Further study on the flux pinning of this
sample IS now In progress

성

1QOnm

FIg 6 TEM Image of (a) unadded and (b) 15 wt% BaT.Oradded YBaCuO prepared by pan .al mcll proccssang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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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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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BaTIO] additIOn (0-20 wtllJo) on the

superconductivity of YBaCuO was investigated In

samples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mg Tc

sllghtly decreases wI\h increasing BaT‘O~ content but
the value of π (about 90 K) IS remarkably high

compared with that of YBaCuO prepared by the

sohd-s\ate reaction method with tranSItion metals

[6,7) The BaTIO] is decomposed and forms an

other second phase dunng the pentectlc reactIOn AI

most none ofTI In BaTIO] IS Introduced mto the 1

2-3 superconductmg matnx and the 2-\-1 phase but

mto the second phase The separatIOn ofTI from the

1-2-3 matnx results In a good superconductmg prop

erty of κ about 90 K Thus BaTIO~ or Tl may be

used as a substrate or c1addmg matenal for YBaCuO
superconductmg film or wire fabncat lOn usmg melt

process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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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the Y,B~CU307_Y high-Tc superconductor prepared by the corwentional solid state

reaction method using powder forms reveals a low critical current density{Jc) of 1-103 A!cm 2and

poor mechanical praperties[1-3]. The low Jc has been found to be generated from the weak-link

property of grainboundary, phase inhomogeneity, anisotropic current flow in a crystal and

microcracks due to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Meanwhile, the samples

prepared by the liquid phase processings showed high Jc exceeding 104 A!cm2 at a magnetic field

。f 1 Tesla[4-6]. The crucial point obtaining the high Jc material is the proper controlling of the

microstructure 이 YBaCuO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by aligned large Y,B~CU307_y(123
phase) grains[4, 5] and dispersion of the non-superconducting particles such as Y2Ba,Cu,Os{211

phase) in the 123 matrix[6]. In addition to the Jc, the poor mechanical property of the oxide

superconductor is also a cr~ical problem to be overcome for practical application. Recently,

several of metal or metal oxide additions in YBaCuO superconductor are reported to be

effective for increasing Jc and mechanical propertieswithout serious degradation of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Tc)[7-12). Among them, silver or silver oxide addition in

YBaCuO improves the weak-link property of grainboundary[7] that is an obstacle for current path

as well as increases the deformability[8] and flexibility[9, 1이 이 the oxide superconductor. In case

。f Zr02 addition. fracture toughness increases by forming of the finely dispersed ZrBa03 particles

in 123 matrix[11. 12]. Thus. it is meaningful to find non-poisor‘。 us dopants with a superconducting

phase, since it may improve the current-carrying and load-bearing properties of the oxide

superconductor. In this paper, we report the effects of meta’oxide( Me。톨 CdO, Ce02' Cr203'

N~03' Sb2o.3> U02 and zr02) addition on the superconductivity 이 YBa2CU307_y prepared by partial

meh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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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erconducting 123 powder used in this study was prepared by the conventional s이id state

reaction method of Y203’ BaC03 and CuO powders of 99.9 % purity. The proportioned powders

were well mixed in an alumina mortar with a pestle, calcined at 910-930° C for 24 h in air and then

furnace-cooled. The calcined cakes were crushed. mixed with 5 wt % MeO powders. pressed

uniaxially into뼈lets and then sintered at 940-950°C for 24 h in air. The partial melt processing

performed for the pre-sintered pellets is similar to the method reported in Ref. 5. The pre-sintered

pellets were maintained at 1050 °c tor 0.5 h,∞oled to 980°C at a rate of 50 °CJh, c。이ed again t。

980°C at 3 °CJh and then hold for 10 h. In order to form the orthorhombic 123 phase, the pellets

were ∞이ed slowly down to 450°C, hold tor 24 h and then air-c。미ed. The formed phases after

calcination and partial melt processing were identified by powder X-ray diffraction method(XRD)

using a Cu(K··1) target. Microstructures were investigated for the polished surface of samples by

an optical polarized microscopy. The resistance-temperature(R-T) curve of samples was

。btained by the four-probe method with silver paste. Vickers hardness test was carried out for

samples mounted by epoxy resin. Indentations were made on the polished surface at constant

load 이 100 g for peak-load contact time 이 5 s.

Figure 1 shows the temperature-resistance curves of the MeO-added YBaCuO prepared by the

partial melt processing. All the samples except the Cr203-added sample revealed

superconducting transition at above liquid nitrogen temperature of 77 K, while the Cr203-added

sample showed a semiconducting behavior down to 77 K. The zero resistance temperature(Tc, R=O

point) of the samples is summarized in table 1. The values of Tc, 87-89K, of the MeO-added

samples are slightly lower than that(-90K) of the unadded sample, but noticeably high as compared

with the YBaCuO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with MeO[13J. The slight decrease 이 To

indicates that the the reaction between the added MeO and 123 superconducting phase was not

serious but a limited amount of the MeO might be introduced into the 123 phase during the partial

melt process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the superconductivity and the formed phases,

powder XRD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MeO-added samples. All the patterns except the Cr203

added one contain orthorhombic 123 peaks. The typical XRD p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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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0 2- and Zr02-added YBaCuO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뎌ion[12 ， 14]. But no formation

。f second phase except 211 phase is not observed in the Nd20 3-added sample I indicating that

the added Nd was삐y substituted for the Y site in both 123 and 211 phases. The Cr203 addition

appears to suppress the oxygen diffusion into the 123 phase during the low-temperature annealing

at 450° C or to lead to introduction of Cr atoms into 123 phase, resulting in the stabilization of the

tetragonal 123 phase. This suggestion well explains why the Cr20 3-added sample did not show

superconductivity down to 77 K. as illustrated in Fig. 1.

A grain size of the 123 phase and distribution of a se∞nd phase in the 123 matrix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a current carrying capacity of the superconductor[5, 6]. Figure 3 shows the

microstructure 이 (a) the Sb20 3-. (b) Nd20 3- and (c) Zr02-added sample. It can be seen that the

microstructure of the samples are varied with the type of the added element. Small 123 grains and

remained liquid phase at the growth front of the 123 grains and channels between two grains are

observed in the Sb20 3-added sample. The microstructures of the CdO- and Cr203-added samples

are very similar to that of the Sb20 3-added sample. Meanwhile, the Ce02-' Nd20 3- and zr02

added sample contain large 123 grains of 3-6 mm and the dispersed second partic’es in the 123

grains. Also many microcracks are observed in the large 123 grains. The grain size of these

samples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unadded YBaCuO sample[5]. The well developed twin

structure due to the oxygen ordering in 123 crystal is observed in the samples (b) and (c). A

sequence of a large grain size is as follows; Zρ2>Ce02>Nd203>UOr cr203>Sb:203>CdO. Further

study on flux pinning effects of the second phases is now in progress.

The Vickers hardness values of the MaO-added samples that were measured at load of 100 9

were summarized in table 2. The average hardness is 555 kg/mm 직5.44 GPa), 725 kg/mm 2(7.1 0

GPa) and 790 kg/mm 2(7.74 GPa) for the Nd20 3-, Zr02- and Sb20s-added sample, respectively.

These values are comparable to 620 kg/mm2(6.07 GPa) of the unadded sample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and to 550 kg/mm 2(5.40 GPa) reported on the unadded YBaCuO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method[15]. The hardness of the undoped YBaCuO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was reported to depend on the applied load[14]. It was suggested

that such a load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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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horhombic phase transition. In the cases of the Zn- and li-doped YBaCuO, the hardness

increased with increasing dopant concentration[15]. The samples are a single phase that the

dopants were fully substituted for the Cu site. As a result, the Tc 이 the samples decreased with

the dopant concentration[16]. The increasing of the hardness was proposed to be due to

substitution of the dopants for Cu+2 site of 123 phase[ 15J. The size difference between the

dopants and Cu+2 result in solid solution hardening. However, it could be recognized from the

Tc(the retaining of high Tc 마 87-89K}, XRD and microstructure results that most of the added

elements in our samples were separated from the 123 phase and formed second phases dispersed

in the 123 matrix during the liquid phase processing.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increase in

microhardness of our samples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superconductor-inclusion composite

system rather than solid solution hardening.

In summary, effects of the MeO addition( MeO= CdO, Ce02, Cr203' Nd20 3, Sb20 3,U02 and Zβ'2)

were investigated in YBaCuO superconductor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 All the samples

except the Cr20 3-added one shows a zero resistance temperature(87-89 K} at above liquid nitrogen

temperature 이 77 K. The retaining of the high Tc appears to be owing to the separation of the added

element from 123 phase, as reported in other literature[17J. The CdO, Cr20 3 and Sb20 3

addition in YBaCuO suppress the grain growth of the 123 phase while the Ce02, Nd 20 3 and zr02

addition grow a large 123 grains of 3-6 mm. The metal oxide additions a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microhardnessof the oxide superconductor. The enhancement of the hardnes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forming a superconductor-inclusion∞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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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aptions

Figure 1 Temperature-resistace curves of the MeO~added YBaCuO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Figure 2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the MeO-added YBaCuO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All the patterns except the Cr20 3-added sample contain an orthorhombic 123 peaks.

o and • denote an orthorhombic 123 and a tetragonal123 peak, respectively.

Figure 3 Optical p이arized microstructures of the (a) Sb20 3 -, (b) Nd2 0 3- and (c) Zr02-added

YBaCuO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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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Zero resistance temperature(Tc) of the MeO-added YBaCuO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mg.

뼈ded element una，벼ad YBCO CdC ce02 Cr2O:J Nd용 ~O:J uc좌 Zρ2

T이씨 90 87 87 89 89 89 88

Table 2 Vickers hardne앓 이 the MeO-added YBaCuO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ing.

Added element U때dded YBCO CdO Ce02 Cr;흉 N발.~ St￥.0:1 U~ 감~

Average ha띠때ss

(~m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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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z 03

1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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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transition induced by addition 이 Ce02 in Y1.2Ba2. tCU3. Py

super∞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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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discovery of the high-Tc superconductor[1], many studies have been developed t。

elucidate the mechanism of the superconductivity. Systematic substitution of impurity elements

for copper site provides a wa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superconductivity of the high-Te

superconductor. Partial substitution of transition metals such as iron, cobalt and gallium for ∞pper

site induced the orthorhombic-te-tetragonal phase transition, resulting in the linear decrease of the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Tc) with the impurity content[2-6]. Meanwhile, the

complete substitution of rare earth elements such as gadolinium, holmium and neodymium, etc.

except cerium, praseodymium and promethium for yttrium site was reported to reveal good

superconducting property of Te of 90K as well as the stabilization of the orthorhombic

supercondl피ing phase( YBa2Cu307.y: 123 phase )[7-9). PrBa2C~Oy does not show

superconductivity in spite 이 the formation 미 the orthorhombic phase. In the case of the partial

substitution of praseodymium for yttrium site, the flux pinning potential of YBaCuO increases by

the introduction 이 non-superconducting lattice sites of praseodymium atoms[1 이. In addition ,

partial substitution of cerium for yttrium site was reported to decrease Tc with the suppression of

the 123 phase[11]. Until now, systematic study on the effect of cerium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and crystal structure in YCeBaCuO system has been rarely done. In this paper, we

report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induced by the addition of Ce02in Y12Ba2

tCU3. tOy and its related microstructures.

Y12 CexB<l:!. t CU3. t 。이 o< x < 0.5 ) samples were prepared by the ∞nventional solid state reaction

method of Y20 3, BaC03 and CuO and Ce02 powders of 99.9 % purity. The proportioned powders

were well mixed in an alumina mortar with a pestle, calcined at 910.930° C for 24 h in air and then

furnace ∞oled. The calcined cakes were crushed and then pressed uniaxially into pellets under

300 MPa. The pellets were sintered at 940-950 0 C for 24 h in air, slowly cooled down to 450°C and

then hold for 24 h. The formed phases after calcination and sintering were identified by powder

X-ray diffraction method(XRD) using a Cu Ka 1 target. Mlcrostructur&s were investigated by an

。plical polar녀ed microscopy for the polished su끼ace 이 samples. The temperature-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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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of sam이as was obtained by the four-probe method with silver paste.

Fig. 1 shows temperature-resistance curves of Y,. 2CexBa2. 1CU3. 10y( 0 < X < 0 ) samples. All the

samples showed zero resistance temperature(Tc, R톨a point) at above liquid nitrogen temperature

。f 77 K. The unadded sample shows Tc of 90 K, while the Ce02-added samples shows a lower

value than that of the unadded sample. The transition width from normal to superconducting state

be∞mes wide with Ce02 content. Tc decreased to 82, 81.5, 79, 78.5 and 78 K as Ce02 content

increases to 0.1 , 0.2, 0.3, 0.4 and 0.5. The decrease of Tc with Ce02 content is not less serious

compared with that of the transition metal substitution for copper siteI3] of YBaCuO system.

The powder XRD patterns of Y1. 2CeXBa2. 1Cu3. 10y ( x=O.l , 0.2, 0.3 and 0.4) samples are

depicted in Figure 2. ’t can be seen in the samptes with x",O.l and 0.2 that the peaks at the

。rthorhombic 123 phase is observed together with those of Y2BaCu05 (211 phase) and BaCe03.

The peak intensity of the BaCe03 strengthens with Ce02 content. As the Ce02 content

increases,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occured. It indicates that a limited

amount of cerium was introduced into the 123 phase which leaded to the phase transition, but a

large amount was ∞nverted into the BaCe03form. The increase in the formation of the BaCe03

with Ce02 content clearly explains why the Ce02-added YBaCuO retained the good

super∞nduαivity above 77 K in spite of the much adding of x-a. 5. The tetragonal123 phase

is stabilized in the samples above x.a. 2. The phase change is well characterized by the variation

。f peaks near 2 8.32 and 58°. In orthorhombic phase, the intensities of (11 O)f(l 03) and

(116)/(1 23)peaks near 32 and 58° is higher than that of (031) and (213) peak. The reversal of

intensity between neighboring two peaks is observed when phase transition occurs. This result is

very similar to the phase change caused by the iron doping in copper site of YBa2(Cu,.xFe x)30y

system[4].

Figure 3. shows the microstructures 이 (a) Y1.2 CeO 2Ba2 lCU3.10y and (b) Y 1.2CeO 3Ba2 1CU3

10y. The optical twin structure in grains due to the oxygen ordering in 123 crystal is observed in

the sample (a), while not observed in the sample (b). This microstructural variation is well agreed

with the XRD resu~s observed in Figs. 2.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12], the twin structure

of YBaCuO system is believed to form by the 1-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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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02-added sample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 phase transition.

In summary, the effects of Ce02 addition in YBaCuO superconductor was investigated. Almost

이 the added Ce02 is converted into a BaCe03 form during calcination and sintering. but small

amount is introduced into 123 superconducting phase resulting in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The phase change is observed to occur at Ce02∞ntent between x=0.2 and 0.3

in Y 1. 2CeltB~. 1Cu3. lOy system. The phase change is easily identified by the disappearance of

twin structure in the 123 grains. The Tc decreases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but does not

drastically change in spite 이 the phas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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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aptions

Figure 1 Temperature- resistance eurves 이 Ce02-added Y1.2CexBa2.1Cu3.10y( x훌0， O. 1, O. 2, O. 3,

O. 4 and O. 5 ). - 169 -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Y1 2Cex8~. lCU3. 1°,( x.. O. 1, O. 2 , O. 3 and O. 4 ).

211 phase and BaCe031denote orthorhombic 123, tetragor녀., ° and

Figure 2

。’
respectively.

Figure 3 Optical polarized micrographs of (a) Y 1 2CeO 28az 1CU3, 10,
10,showing the dissappearance of the optical twins in grains by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and (b) YI. 2Ceo. 3 8화 ,Cu3,

phas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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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pact swelling in lead-doped BiSrCaCuO super∞nductor has been studied by observing the effects 이

the size 이 calcined powders. the volatilization 이 materials and sintering of htgh-Tc(2223} powders. The

apparent density increases at the early stage of sintering for about 20 h. and then decreases. The densification

。ccurs when the low-Tc(2212) phase and a liquid phase exist while the dedensification occurs with the formation

。f the 2223 phase irrespeet of the presence of the liquid. The gas evolution from specimen appears to be not

responsible for the ∞mpact sw허ling. The compact swelling is explained by anisotropic growth of thin plate-like

2223 grains in random orientation. When 2223 grains grow in a preferred direction. the ∞mpaet swelling is

suppressed.

[ Key words : Lead doping. BiSrCaCuO superconductor, Anisotropic growth , Compact swelling,

Dedensification ]

。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이og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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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αion

For the preparation of bulk BiSrCaCuO superconductors. unique sintering problems which most ceramic

materials do not have are encounted.1-5 These are typi’ied by extremely sluggish formation of the high-Tc

superconducting phase, Bi2Sr2C헐CU3010 (2223 phase), and the swelling of the ∞mpaet during sintering.

The high-Tc superconducting phase is known to form by reactions between the low-Tc superconducting

phase, Bi2Sr2Ca,CU20a (2212 phase), which forms readily at the calcination stage, and other second phase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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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eactions are extremely slow, and require usually a small amount 며 lead doping for bismuth to enhan∞

the reactions and an annealing of the ∞mpact for a few hundred hours.1.5 In recent, however, enhancement of

the formation at the 2223 phasa has baen rep이ed by contr이 이 sintering atmosphere, especially oxygen partial

pressure, and powder preparation by freeze ..，이ying method7 ; almost complete formation was possible in 30 h.

The∞mpact sw허ling ， on the other hand, appears to be a more∞mphcated problem in the system. The green

∞mpa며 shrinks only at the i미tial stage sintering and then expanded during prolonged sintering for the formation

이 the high-Tc phase.2. 3 As a result. the sintered density after ∞mplet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5, in

ganeral. lower than the green density" ; the specimen shows very porous structure and low critical current

dQns~y. Jc, of 1~1 0 Alcm.2.8 Since low critic왜 current dens~y is the m려。r impediment to the application of

the bulk high-Tc superl∞nductor. the nature ot the ∞mpact swelling should be understood for the

fabrication 이 superconducting wires and tapes. In the previous investigations. 2. 3 the compact

swelling waS thought to be related both to the formation and growth of the 2223 phase because the swelling

。ceurs during its formatjon,2, 3 and to the volatJllzatlon of the materials with high vapor pressure2 such as

bismuth and lead. Nevertheless, the phenomenon has not been systematically observed and seems to be n이

well understood yel.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the compa이 swelling and the 2223 phase formation have been measured and

explained in the lead doped BiSrCaCuO system. The effect of the size of calcined powders, the volatilization of

the low melting-point materials and resintering 이 2223 powders have systematically been observed.

Experimental Procedure

The specimens were prepared from 81203' PbO. SrC03, CaO and CuO∞wders 이 99.9 % purity. Proportioned

powders were mixed in an alumina mortar using a pestle. The molar rati。 이 cations in starting materials was

(Bi:Pb):Sr:Ca:Cu-(1 .4:0.6):2:2:3,6. The mixed powders were calcined at 830 °C for 24 h in air and then air

∞이ed. The calcined powder was crushed in an alumina mortar and ball-milled in ethanol for 24 h using AI20 3

balls. Scanning electron micrography(SEM) showed that the average particle size of the as-<crushed and the

ball-milled powders was about 40 and 10 microns, respectively. The powder samples(1.5 g) were uniaxially

pressed under 200 MPa into cylindrical pellets of 10 mm in diameter and about 4 mm in thickness. The pellets

were sintered at 855°C for various times up to 200 h In air and then air-<cooled. Some specimens were placed on

platinum pots and both were sealed in quartz tubes. The atmosphere in the quartz tube was Ar:02-98:2 which

was re∞rted to be an appropriate atmosphere for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s

The phases present in samples were identified by X-ray powder diffraction(XRD) uSing the Cu Ka target

Relative volume of the 2223 phase to the 2212 phase was assumed to be equivale미 to the (1 15) peak intensrty

rati。 이 the two phases. Microstructures were observed on the fracture surface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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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 shows the variation of the apparent denSIty with sintering time for specimens prepared from

as-<:rushed and ball-milled powders. Both powders reveal a similar density-time dependen야: increase in density

up to about 20 h and then decrease. During prolonged sintering for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the density

be∞mes even lower than the green density, showing a severe dedensification and compact sw히ling. This result

is∞nsistent with the previous ones. 2, 3 The ball-milled powder shows. however. always higher density than that

of the as-<:rushed powder; this seemS to be due to smaller particle size 이 the bal‘-milled powder which can have

higher sinterability.

The relative amount of the 2223 phase formed dUring sintering to the 2212 phase IS depicted in Fig. 2.

Mhough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is faster for the ball-milled powder than for the as넉crushed powder,‘he

general tendency Is not different. At the Initial stage of the reaction, the m머。r phase is the 2212 phase. The

formation 이 the 2223 phase is not considerable during this stage 이 about 20 h, implying that the phases formed

during calcination remains almost unchanged. In fact , the diffraction peaks of CaCu203' CuO, PbCa 20.

together with the 2212 phase were substantially not changed. As the sintering time extended, the formation 이

the 2223 phase became∞nsiderab\e， whi‘e the amount 이 the 2212 phase and other se∞nd phases was

reduced.

The formation 이 the 2223 phase and the dedensification 혀n also be identified on microstructures. Figure 3

shows SEM fractographs 이 the specimen sintered 히 855 DC for 20 h(A) and 168 h(8) in air. The specimen

sintered for 20 h(A) shows a fairly dense microstructure ∞nsisting of thin plate-like grains and granular shape

grains. In ∞ntrast ， in Fig. 3(8), well-developed pi하e shape grains are mainly observed. This porous structure

appears to form by interconnection 이 grown plates. According to the previous investigations5• g and the

present X-ray analysis, the plate grains ‘n Fig. 3(8) are the 2223 phase and those in Fig. 3(A) the 2212 phase.

The granular shape phase in Fig. 3(A) is thought to be the minor second phases, such as CaCu2머 and

(Sr.CahCu20S·

For such a dedensification shown in Figs. 1 and 3, possible causes have been suggested. namely, gas

evolution during sintering2 and anisotropic growth of 2223 grains.2.3 In order to test the effe히 이 gas evolution

。n the dedensification, ball-milled powder∞mpacts were sintered in sealed 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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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lots the vanation of the apparent density and the relative amount of the 2223 phase with the

sintering lime for sealed specimens. The sealed specimens are sintered In a similar manner to the specimen in

air. The dedensification occurs considerably from 20 h to about 60 h. DUring this period ,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is also considerable. If tha gas evolution is the main cause for the dadensl’ication, the

dedensdicatlon should 0∞ur ∞ntinuousJy wJlh the smtering time, in ∞ntrast to the present result. In addition,

the porosity of our specimens is higher than 20 %, and apparently interconnected. For the specimen with

interconnected pores, the gas evolution should not affect seriously the dedensihcatlon and ∞mpact sw배ng. It

seems, however, 'the suppression of gas evolution can enhance the initial densiflcatlon, resulting in higher

sintered density of the sealed specimen than of the unsealed specimen. as shown in Figs 1 and 4.

The decrease in density 이 the sealed specImen s‘arts to occur ‘n about 20 h and stops after about 60 h

slOtering in contrast to that of the unsealed specimen. During this penod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is

prevailmg. The amount of the 2223 phase formed appears to be limited at about 80 h sintenng and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specimen sintered in air. The limited formation 이 the 2223 phase In the sealed condition

may be due to the low oxygen partial pressures and a hmited volume of oxygen in the tube.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for both unsealed(Figs. 1 and 2) and sealed(Flg. 4) condItions show

apparently a good correlation between the compact dedensification and the 2223 phase formation , indicating

that the dedensiflcation is mainly determined by the formation and growth of the 2223 phase.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is known to require the decomposition of the 2212 phase formed during calcination. During

sintenng, a liquid phase formed by the melting of PbCa2 0 4-based phase in the lead쉰oped 8iSrCaCuO system 3.

II may ’Jow into narrOW channels between 2212 and 2223 plates by a capillary force. Then the region where the

liquid was previously located wi!’ turn Into pores. As experimental evidence for this process. the remnant liquid

was always observed at the region between plates. 2
‘ 3 Since the liquid itseli also tak9s part in the ’ormation of

the 2223 phase and volatlhzes, the volume of the hquid reduces during sintering. The reduction of the liquid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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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d are surrounded by facetted planes with low interfacial energy, the shrinkage of these pores should be

difficult. The ’inal microstructure is then a porous skeletal one with 2223 plate grains, as IS observed in

Flg.3(B}.

The previous investigations2.... 11 on the compa'ct swelling In the unleaded BISrCaCuO,2." leaded

BISrCaCud· 3 and TIBaCaCuOl1 also demonstrated microstructures with thin plate-like grams with high shape

anisotropy. Johnson and Rhodes‘ suggested that the ζompact swellmg observed In the unleaded BiSrCaCuO

was dU8 to th8 pushing force between thin 2212 plates. In their experiment. the swelling occurred when the 2212

phase formed !n a s이id state reaction while the densification occurred when a Hq미d phase was present The

formation of the 2223 phase was, however, not observed in their investigation. In our experiment for the leaded

BiSrCaCuO system, however, the compact swelling occurred dunng the formation and growth of the 2223 phase

even in the presence of a liquid phase. Therefore. the anisotropic growth of grains rather than the absence of a

liquid phase appears to be the main cause for the compact sw빼ling. The observed aspect ratio of 2223 plates in

2쉰1m. is larger than that of 2212 plates.2.3 suggesting that the∞mpact swellmg can be more serious dUtlng the

growth of 2223 plates, as in our experiment.

The present argument on the compact swelling has been confirmed again by a sintenng expenment of 2223

powder. The 2223 powder was prepared by cr니sh lOg the specimen sintered for 200 h and bali-milling for '0 h. The

average size of the 2223 powder was about 10 microns. The powder pressed uniaxially under 200 MPa was

reSI' '. -ed at 850°C. Figure 7 depicts the density variation with sintering time. The density decreases

slightly but continuously with sintaring time after a rapid increase at ,"rtial stage The SEM fractograph in

Fig. 8 shows that the grain growth occurred mainly perpendicular to the pressing directIon. In contrast, the

microstructure in Fig. 6 shows random growth of 2223 plates. The random grain orientation in Fig. 6

sh。비d resu" from random nucleation 이 2223 phase during sintenng while the well-oriented grams results from

preferred orientation of grains during pressing of 2223 pa미icles. Although no phase change occurred, the

dedensnication occurred continuously implying again that the growth 이 2223 grains is the main cause for the

phenomenon. Nevertheless, si

Conclusion

During the sintering 이 calcined powder with the overall composition of Bi 1.Pbo6Sr2Ca2Cu360y either in open

air or in a sealed quaπz tube. dedensificatron and compact swelling are observed after initial densifJcation. The

gas evol ution d‘Jring sintering thus appears not to be the main cause for the dedensification. When the main

phase is the 2212 phase, densdicatlon 。∞urs in the presence of a lead강。ntaming liquid. In∞ntra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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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ensification 0∞urs ∞n∞mitantly with the ’ormation and growth 이 the 2223 phase despite 이 the presence

。f the liquid phase. Facetted growth 이 grains in random orientation appears to increase the open porosity and

therefore causes the ∞mpa이 swelling. Since the pores produced are surrounded by a-b planes wIth low

interfacial energy of the 2223 phase, their elimination during slntering should be diffic 비t. When 2223 powder

∞mpacts ∞mpressed uniaxi히Iy are resintered. the 2223 grains grow perpendic내ar to the ∞mpacting

direction and show low dedensification, implying again that the dedensification is related to the facetted growth

이 2223 grains in random direction. Regrinding and resintering 야 slntered 2223 compacts can therefore redu∞

the compact swelling and increase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the bulk material as in the previous

investigation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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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01 sintered density with sintering time for specimens prepared from as-erushed and ball-milled

powders.

Variation of the relative intensity rati。 이 (115) peaks, ’ (115)씨(115)1' with slntering time of specimensFig.2.

prepared from as-crushed and ball-milled powders. Ih and II denote the (115) peak intensity of the high·Tc and

the low-Tc phase, respectively.

SEM fraetographs of specimens sintered at 855°C for (A) 10 hand (B)168 h in air.Fig.3.

Sintered densIty and relatIve intensity ratio of (115) peaks, 1(115)씨(115).. with sintering time forFig.4.

specimens sintered in sealed quartz tubes.

Schematic showing the growth 이 high-Tc plates: (A) initial sintering stage and (B) ’inal sintering stage.Fig.5.

SEM fractograph showing growth shape of high-Te plates in the specimen sintered at 855°C for 168 h inFig.6.

air.

Fig. 7. Variation 이 sintered density with sintering time for specimens prepared from crushed high-Te powder.Fig.

8. SEM fractograph~ of specimens prepared from crushed hlgh-Tc powder: Specimens sintered at 850°C for

(A) 4 h and (B) 24 h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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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야 한다.

고온 초전도 선재 개발에 관한 연구

1991年 8 月 Jl 8 印빼

1991年 9 月 5 日 發行

했行A 林 昌 生

鍵行處 韓 國 原 子 力 冊 究 所

大田直輪市 偏城區 德律洞 150

印빼所 新 友 社

믿는마음 지킨약속 다져지는 선뢰샤회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산화물 초전도체의 제조
	 가. YBaCuO계 초전도체
	나. Bi-계 초전도체


	제2장 본론
	제1절 연구내용
	가. BiPbSrCaCuO초전도체의 초전도성에 미치는 Ag/Ag₂O첨가효과
	1) 실험방법
	2) 소결시간에 따른 초전도성
	3) 소결 분위기에 따른 초전도성
	4) 미세조직
	5) 고찰

	나. 준용융법으로 제조한 YBaCuO에서 금속 산화물 첨가효과
	1) 실험방법
	2) 초전도성 및 미세조직
	3) 미세경도

	다. 준용융법에 의한 고자계 YBaCuO 초전도체의 제조에 미치는 첨가화합물의 영향
	1) 시편의 제조
	2) 초전도체와 영구자석간의 인력측정방법
	3) 결과 및 토의

	라. YC₁₂Ba₂₁Cu₃₁O_y 초전도체에서 CeO₂첨가에 의한 상전이
	1) 시편의 제조
	2) 결과 및 고찰

	마. 준용융법으로 제조된 YBaCuO 초전도체의 전자기적 특성에 대한 BaTiO₃첨가효과
	1) 실험방법
	2) 초전도성과 magnetization 특성
	3) 미세조직

	바. 선재가공공정
	1) 인발(drawing)
	2) 인발이론
	3) 압연(rolling)
	4) 박판압연에서의 균일변형이론
	5) BiPbSrCaCuO 단심선재 제작
	6) 다심선재 제조
	가) 단심선재제작
	나) Cluster제작
	다) 다심선재제조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내외 학술잡지 발표)

	q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