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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고온초전도 재료 개발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에너지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혁명을 일으킬 고온초전도쩨 개발핍에 따라 국내에서

의 소재개발및 실용화 기술개발이 시급하게 되었다. 초전도 재료는 발전기， 송전케

이블， 전기저장등 전력시스탱의 초전도화와 핵융합， MHO발전등 선에너지 개발의

핵심적 신소재로 사용되며， 그 외에 자기부상열차， 핵자기 단층촬영， 중요자원회수

용 자기분리장치， 초고속 연산컴퓨터， 초갑도 계측기등 산업겨l 전반에 응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계적요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용초전도

체를 이용한 초전도 b없ling을 제작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자적인 초전도 박막

가공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및 범위

초전도 bearing 개발

. 고자력 YBaCuO초전도체의 제조

. 고자력 YBaCuO초전도쩨의 준정적 stiffness및 진동특성 조사

. 고온초전도쳐l 베어령과 혹 구동장치 채발

화학중착법에 의한 초전도 박막 제조

. 산소분압이 YBaCuO초전도체 박막에 미치는 영향

. 기판의 종류에 따른 YBaCuO 고온초전도 박막의 특성



. 증착온도에 따른 YBaCuO 고온초전도 박막의 특성

. 기판의 표연상태에 따른 YBaCuO 고온초전도 박막의 특성

. 은판에 제조한 YBaCuO 고온초전도 박막의 특성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전의

고자력 Y계 초전도쳐l률 이용한 초전도 bearing 및 구동시스댐을 개발하였다. 준용융

법으로 제조한 b버k형의 고온초전도체는 큰 반발력 및 인력( attractive force)을 가지

고 있어 베어렁으로 사용하논 경우 축과 접촉시키지 않고 지지할 수있으무로 약

75,000 pm 정도의 고속회전속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상. 하. 좌. 우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회전시킬 수 있는 특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stiffness 및 냉

각방법 등 산업에 실제 응용하기 위해서눈 재료 및 system 설계 등에 필요한 연구

영역이 많여 남아있다.

화학증착법을 이용하여 저온( 650°C) 에서 YBaCuO 초전도책 박막을 제조하였다. 제

조된 박막은 77K이 상에서 초전도특성( Tc,O=87K - 87.3K , TC,onset =89 .4K - 9 1.2K)

을 나타내었다. 초전도체 박막을 만드논 온도눈 산소분압에 따라 달라졌다.

MgO(100) 단결정 위에 제조한 YBaCuO 막의 임계전류밀도는 4x10 4 Ncm2
로 측정되

었다. 화학중착법을 이용하여 저온에서 YBaCuO 초전도체 박막을 제초하는데 성

공함에 따라 향후 임계전류밀도의 향상과 더 낮은 온도에서 YBaCuO 초전도체 박

막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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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he Development of High Tc Superconducting Material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development of high Tc superconducting materials, which have the

potential of energy innovation, has been carried out and it is now strongly required to

develop the application technique and to elaborate a new superconducting material.

Its energy-related applications are tor the superconducting energy system such as

generator, transmission cable, energy storage and also for a new energy source

such as nuclear fusion reactor and MHO generator; its microelectronics applications

are for supercomputor, NMR-CT and SQUID.

In this work, therefore, it was aimed to develop the superconducting magnetic

bearing using high Tc superconductor for which many intensive investigations have

been conducted world widely. It was also purposed to develop an unique fabrication

technique of superconducting film.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superconducting magnetic bearing

. Preparation of high magnetization YBaCuO super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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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gation of the quasi-static stiffness and the vibrational characteristics
a

of YBaCuO superconductors

· Development of superconducting magnetic bearing and rotating system.

- Preparation of superconducting film by chemical vapor deposition{CVD} technique

· Effects of oxygen partial pressure on the properties of YBaCu。

superconducting film

· Effects of substrate on the characteristics of YBaCuO superconducting film

· Effects of deposition temperature on the characteristics of YBaCu。

superconducting film

· Effects of surface condition of substrate on the characteristics of YBaCu。

superconducting film

· Characteristics of the YBaCuO superconducting film prepared on silver

substrate.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Superconducting magnetic bearing and rotating system were developed by

utilizing the high magentization YBaCuO superconductor. The pellets prepared by

quasi-melt process had a high magnetic levitation force and a high magentic

attractive force. Shaft could be suspended in air and rotated with a high speed of

about 75,000 rpm. The shaft also could be moved its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rotating axis freely. It is essential to enhace the materials properties and to improve

the system design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industrial purpose.

·-v-



YBaCuO superconducting films were prepared at low temperature (650 t ) by CVD

method. The films showed superconductivity above 77K( TC,o =87K - 87.3K, Tc.onset =

89.4K - 91.2K-). Fabrication temperature was changed depending on an oxygen

partial pressure.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for a YBaCuO film deposited on

MgO(100) single-crystal substrate was measured as high as 4x1 04 A/cm 2
• The

successful preparation of superconducting YBaCuO film at low temperature by CVD

technique will accelerate a research to lower the processing temperature of YBaCuO

film and to enhance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th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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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1장 서 로L

액체질소의 비등점( 77K )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YBaCuO 초

전도체(Te= 90K)가 αlUIll에 의해 발견된 이래， 그 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성을 나타내는 BiSrCaCuO (Te = 105K )/2/, TIBaCaCuO (Te=125K )/31가 발견되는

등 새로운 초전도체 개발분야어l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 졌다. 다른 한 편으로눈

많은 과학자에 의해 고온초전도체의 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다. 그 가운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그 응용이 기대되는 초전도박막의 경우

그 결과가 재료의 제조및 그 물성 측면얘서 이미 응용가능한 것으로 펑가되고

있다.

초전도처l는 전기저항이 없는 것 외에도 자가적으로도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

으며 순수한 금속원소와 합금， 화합물 형태인 Type II 형 Bulk 산화물 초전도체는

최근 웅용에 대한 가시적인 여러 역학적 특성을 보여고 있다. Type I 형 초전

도체는 He1 아래의 자장에서 자속 (magnetic flux) 이 통과하지 않은 완전 반자성

인 미소한 반발력을 가지나 Type II 형 산회물 초전도체논 Hel 을 념으면 자속

선이 초전도쳐l 에 침입하여 자속선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flux pinning 효과에

의해 큰 반발력 및 인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이런 flux pinning 작용

에 의한 힘의 응용에 대한 연구가 최근 F, C Moon, M. Murakami , S. A. Basinger

등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4-7/. 이러한 힘의 응용가능한 기계요소로

논 Bulk 형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무접촉 베어링15 ，7/ 및 진동홉수를 위한 감

쇠기(damper)로서 자기력에 관한 진동특성 연구가 펼요하게 되었다/8/.

본 연구에서는 flux pinning이 우수한 YBCO(YBaCuO)와 BSCCO(BiPbSrCaCuO)

를 제조하고， 옹용에 필요한 자기력을 조사하기 위해 초전도체 와 자석과의 수
- 1 -



직 변위에 따콘 자기력의 변화관계를 얻었다. 또한 각각의 초전도쳐l 위에서 자

석의 동적특성에 대해 촉사하였으며， Hysteresis force loop 에 의한 에너지 손실

을 진동에서의 감쇠량으로 해석하여/9/ damping 효과를 벼교하였다.

또한 bulk 형의 고온초전도체를 이용하여 베어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베어령은 회전축의 처짐을 방지하연서 회전시 회전력의 손실을 최소화 시

키기 위해 여러 장치， 장바， 기구 등에 많이 사용되는 기계요소 중의 하나이다.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어링은 회전축과 접촉하여 축을 지지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윤활재를 사용하거나 혹은 구륨마

찰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전속도가 커지는 경우 마창에 의한 여러 요인에

의해 베어령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기능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11이.

베어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능 고온초전도처l눈 알반적으로 초전도체 성질을 갖는 물

질과 초전도체 성칠율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nonn떠) 물질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초전도 현상이란 어떤 물질을 극 저온드로 냉각사키면 전기저항이

없는 완전도체룹 나타내며， 내부에 자기장이 없는 반자성윷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고용 초전도체는 저온 초전도체인 Nb계외는 달리 산화물로 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임계온도논 액체질소 비등온도 야상으로 상승되어 사용상의 경제성이 향상되었다.

이밖에 임계자장을 높이기 위해 플럭스 피닝 현상을 이용하는 고온 초전도체가 개

발되고 있는테 이런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여려 산업분야에로의 활용가능한 여러

역학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Ill/.

본 연구에서는 준용융법으로부터 얻어진 고자계 YBCO 고온 초전도체의 역학적 특

성을 조사하고， 그 성질을 이용하여 실제 베어령과 축 구동장치를 제작 개발하였

다.

Berry등/15/이 β-diketone기로 이루어진 금속 컬레이트를 원료물질로하여 화학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법으로 MgO 기판(substrate)에 Y-Ba-Cu-O계 초전도

박막 πc=20K)을 처음￡로 제초한 이래， Yamane등/1 6， 17 ， 181도 이와 같은 화학증착

- 2 -



법으로 Sffi03(100), Mg0(1 00) 기판에 액체질소 비등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임계온도

(critic떠 않mperature ， Tc) 가 나타나는 고온 초전도 박막(High-Tc Superconducting Thin

Film)을 증착하는데 성공하였다.

eVD 공정은 가열하여 증기상태로된 원료물질이 반응구역으로운반가스에 의해 전

달되어 기상반응 또는 기판 표면위에서 화학 증착 반응을 일으켜 고체상태의 증착

층을 얻는 방법으로PVD공정에 비하여 초직이 치밀하고 기판과의 접착럭(adhesion)

이 우수하며 반응물이 기체상태로 반응구역에 전달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를 갖

는 물절위에 증착이 가능하다. 또한， PVD 장치에 버하여 장치바가 적고 대큐모공

정으로 scale~up이 쉽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순도의 박막을

얻을 수 있는 장칩을 가지고 있다. 한펀， 고온 초전도 박막 제조시에는 증착온도

가 800°C이상이 요구되고 있논데， 이러한 증착온도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전자산업

분야에 실제적인 응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판과 박막간의 상호 반응성등이 있

어 증착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갇은 맥락으로 Tsuruoka등/19/은 활성화 반L응가스(active reactant gas)로서 아산화

질소이2°)를 사용하여 SrTiO 3 (1 00)기판에 650°C에서 Y계 고온 초전도 박막 (TC=:

80K)을 만든 것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고주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활성화 에너

지가 높은 Plasma상태로 반응가스를 이온화{ionization)시켜 낮은 온도에서도 증착이

가능한 PECVD(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Zhao/6/둥이 670°C에

서 Y계 고온 초전도 박막(Tc=:89K， Jc>106 Ncm 2 at 77K and °η 을 체조하였다. 그

려고 Kanehori등/2 1/ 은 반응압력을 lOtoπ에서 1. 5torr로 변화시키면서 SffiO 3(100) 기

판에 700
D

e에서 Y계 고온 초전도 박막 (tc=83K, 77K, 66K. 1.5torr, 3toπ， IOtaπ，

respectively)을 제조하였으며 , 최근에 Yamane등{22! 은 산소분압(oxygen partial pressure)

을 낮추어(PO 2=0.036toπ) 650°C에서 Y계 고온 초전도 박막(Tc=84.5K)을 제조하였

다. 본 연구에서논 원료물질로서 Y, Ba, Cu가 각각 결합된 β-diketonate metal chelate

를 사용하였고， MgO(I OO)기판에 650°C에서 산소분압(PO 2=O.516torr........ 0 00208 to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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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면서 Y-Ba-Cu-O계 초전도 박막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여러가지 기판에

따른 초전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LaAi03(lOO), MgO(l OO) , Stfi03 (100). YSZ(l OO)를 각

각 사용하여 저항 가열식 화학증착법으로 Y-Ba-Cu-O계 초전도 박막을 제조하였으

며， 기판온도(600
a

C， 650°C. 700°C) 에 따른 초전도 박악의 성질을 관찰하였고，

MgO(lOO)기판의 상태(경면가공， Chemical Etching)에 따라서 변화된 초전도 박막의

성질을 연구하였다. 위와 같이 박막을 제조한 다움에 박악의 전기저항(Tc)， 임계전

류밀도(Ic). 결정구조， 미세구죠등을 각각 죠사하였다. 이때 전기저항은 AC four

probe method와 업계전류밀도는 DC four probe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결정구조와 미

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SEM) 결과를 분석함￡로써 박막의 제조조건 및 그 특성

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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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2 장 본 론

저'1 1 절 초전도체 bearing 제조 및 구동장치 개발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없는 것 외에도 자기적으로도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

며 순수한 금속원소와 합급， 화합물 형태인 TWeII 형 Buk 산화물 초전도쳐l논 최근

응용에 대한 가시적인 여러 역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Tyre I 형 초전도체는

HeI 아래의 자장에서 자속(llBgne디e dux) 이 통과하지 않은 완전 반자성안 미소한

반발력을 가지나 ηpe II 형 산화물 초천도체논 He1 을 념으면 자속션이 초전도해

에 침입하여 자속션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flux piming 효과에 의해 큰 반발력

및 인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t¥. 아런 flux piui ng 작용에 의한 힘의 응용

에 대한 연구가 최근 F, C Mom , M. Mu퍼k빼， S. A. Basn~r 등에 의해 관심의 대

상이 되어 왔다A-γ. 이러한 힘의 응용가능한 기계요소로는 Buk 형 고온 초전도

혜를 이용한 무접촉 베어령/5，γ 및 진등흡수를 위한 갑쇠기 (dan뼈r)로서 자기력에

관한 진동특성 연구가 펼요하게 되었다18/.

본 연구에서는 lI.ux 디n끼멍이 우수한 YB CO(YBa010)와 BSCCα 많Pb SrClOJ이 를 쩨

조하고， 응용에 필요한 자기력을 조사하기 위해 초전도체 와 자석과의 수칙 변위

에 따른 자기 력의 변화관계를 얻었다. 또한 각각의 초전도체 위에서 자석의 동적

특성애 대해 초사하였으며. Hy s:ee잉 s fcree bop 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진동에서의

감쇠량으로 해석하여/9/ damping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role 형의 고온초전도체률 이용하여 베어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빼어령은

회전축의 처짐을 방지하면서 회전시 회전력의 손실을 최소화 서키기 위해 여러 장

C
J



치， 장비， 기구 등에 많이 사용되는 기계요소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어링은 회전축과 접촉하여 축을 지지하게 되어 접촉에 의한 손설을 피하기 어려

우며， 이 손설을 줄이기 위해 윤활재를 사용하거나 혹은 구름마찰을 이용하고 있

다. 그러나 회전속도가 커지는 경우 마찰에 의한 여러 요인에 의해 베어령의 수

명이 짧아지거나 기능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11이.

버l어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고온초전도체는 일반적으로 초전도체 성질을 갖논 물

질과 초전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norm때) 물질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초전도 현상이란 어떤 물질을 극 저온으로 냉각시키면 전기저항이

없는 완전도체를 나타내며， 내부예 자기장이 없는 반자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고온 초전도체는 저온 초전도체인 Nb계와는 달리 산회물로 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입계온도는 액쳐l질소 벼등온도 이상으로 상숭되어 사용상의 경제성이 향상되었다.

이밖에 업계자장을 높이기 위해 플럭스 펴닝 현상을 이용하는 고온 초전도체가 개

발되고 있는데 이런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여러 산업분야에로의 활용가능한 여러

역학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111/.

본 연구에서는 준용융.법으로부터 얻어진 고자계 YBCO 고온 초전도체의 역학적 특

성을 조사하고， 그 성질을 이용하여 실제 베어 링과 축 구동장치를 제작 개발하였

다

1. 실험 방법

가. 뇨온 초전도체의 제조

YBCO의 제조는 Y203' BaCO 3' CuO , 를 초기분말로 사용하여 각기 요구되는 양이

온 몰비로 혼합한 다음 알루미나 자기에 넣어서 930°C에서 하소한 후 하소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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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을 분쇄하여 press 로 원형성형한다. 성형한 pellet 를 940- 950°C에서 소결

하고 소결된 pellet를 준용해 (Quasi - Melt - Process: QMP) 공정을 적용하여 결정 업을

성장시킨다. 이때 QMP 공정은 초기온도를 1050°C 까지 빨리 가열하고 이후

1010 - 950°C의 구간에서는 3°C/hr의 속도로 서냉하는 과정을 사용하였다. QMP 법

으로 제초한 본시펀은 큰 결정립을 가지고 있으며 제2상이 미세하게 분산되어 높

윤 암계전류밀도와자기특성을 보인다.

BSCCO의 제초는 99.9 % 의 Bi 203' PbO, srCo 3’ CaO와 Cuo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

상반응법으로 시료블 제조하였다. 시료의 조성은 Bi : Pb : Sr: Ca : cu =1.84 : 0.34 :

1.91 : 2.03 : 3.06 이었으며 분말을 막자사발에서 균일하게 혼합한 후 공기중 810°C

에서 24시간 하소하였다. 하소한 분말을 다시 알루미나 막자사발에서 분쇄한 후

steel die 를 사용하여 원판형의 압분체로 성형하였다. 소결은 850°C 에서 200시간

소결한 후 공기중에서 냉각하였다. 각 시편의 크기는 직경 21mm, 두께 4mm 의

코기로 제조하였다112/.

나. 실험 장치

Bulk 형 고온 초전도체의 역학적 특성인 준정적 상태의 stiffness 및 진동특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Fig.1 과 같은 실험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자유단의

끝에 부착펀 직경 7mm , 투께 3mm의 지속밀도가 0.25T 인 사마리움계 (Sm) 영구자석

과 길이 240mm의 질키로야 (zirc와loy) 외팔보로 구성되고， 이것은 moving system 에

의해 상하， 죄-우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힘의 측정 및 진동측정을 위해 외활

보에 strain gage를 부착하여 변위의 신호가 amplifier 를 거쳐 x-Y recorder 에 기록

토록 하였다. 또한 laser sensor 는 초전도체 표면과 자석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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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정적 (Quasi - Static) stiffness 및 진동 특성 측정

/ 준정적 상태의 stiffness 는 자석을 초전도체 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높이까지 서서

히 상， 하 이동시키며 변위에 따른 힘의 관계를 Hysteresis loop 를 따라 반복되는

force cycle 을 얻을 수 었었다. 진동측정은 자석과 초전도체와의 일정높이를 셜정

한 후 외팔보 자유단 끝을 눌러서 초기진폭을 5.5mm로 일정하게 고정하고 순간적

으로 자유롭게 놓아 외팔보의 진동으로부터 시간에 따른 진폭의 감쇠량으로 감쇠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때 recorder 의 chart speed 는 60 em/min 로 하였으며 사용된

외활보의 스프링장성 k는 11.5 mN/mm 이었다.

라. 고온 초전도체 베어링과 축 구동장치 개발

그렴 2 의 개략도에서 보듯이 베어렁이 설치되는 위치에 맞추어 회전축에 직경이

7mm , 두께가 3mm 이며 자력션 밀도가 0.2ST 정도인 사마려움 (Sm) 계 영구자석을

부착하고， 축을 회전시키기 위해 축 중앙에도 영구자석을 삽입하였다. 회전축은

알루미늄 튜브를 사용하였으며 축의 무게논 자석을 포함하여 5내지 6g 정도였다.

축을 회전시키기 위해 에어 코어 코일 (air core coil) 에 각각 에나멜 션을 2줄로

2000 회씩 감아 각각의 션에 대하여 전류방~을 조정함으로써 코일의 자극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에서 보듯이 코일을 4개를 제작하였으며 각각의 트랜지

스터 (TR) 에 순차적으로 일정시간 직류를 공급하도록 하여 코일이 자극을 잦도록

하였으며 이때 서로 마주보는 coil 의 극성은 서로 반대가 되도록 전류의 방향을 반

대로 하여 축 중앙의 자석에 작용하는 자력이 축의 병진운동에 대하여 대칭을 이

루어 안정하게 회전하도록 하였다. 축의 회전속도는 시간당 펼스(puIs) 의 수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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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변화시킬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그럼 3에 축회전 구동회로의 개

략 흐륨도를 나타내었다.

2. 결과 및 고찰

2-1 bulk고온 초전도체의 Flux pinning 한 역학적 특성과 감쇠

가. 준정적 상태의 stiffness 특성

Bulk 고온초전도체의 준정적 상태의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YBCO, BSCCO 및 magnet 에 대한 준정적상태의 force

cycle 을 각각 얻을 수 있었다. YBCO 의 경우 외팔보에 부착된 자섹을 초전도체에

접근， 후퇴시킴에 따라 Fig.4와 갈이 큰 Hysteresis force loop 을 나타내었다.

levitation force 는높이 3.3mm 에서 300m을 얻었으며 초전도체 내의 자장분포에 의

해서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13/. 초전도체로 자석을 서서히 접근시키면 자장

은 증가되어 magnetization 이 증가하여 반발력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초전도체

로부터 자석을 서서히 퇴거시키면 외부자장의 감소에 따라서 반발력 (repulsive

force) 운 갑자기 감소하며 Hysteresis force 가 발생하게 된 다. 이 때 속박 (trap)펀 자

장에 의해 인력성분 (attractive component) 이 생기게 된다 어떤 거리에서 인력은

반발력과 같아지게 되고 결국 속박된 인력만이 남게 된다. 인력은 자장이 크게 속

박될수록 증가하게 된다. 그럼 5는 초잔도체 위에 자석을 냉각시키는 field -cooling

방법으로 냉각시켜 초도처l로부터 자석을 퇴거시키연 속박된 자장에 의해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보여준다. 즉 초전도쳐l와 자석높이 h=O.Smm일 때가 h

::: 2 mm일 때 보다 속박펀 짜장이 훨씬 코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전도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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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을 접촉하여 냉각시킨다면 훨씬 큰-자기력이 발생될 것이며 큰인력을얻을수

있을것이다 e 점은 속박된 인력 성분이 소멸되면서 외팔보의 탄성에 의해 순간적

으로 이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력은 응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

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SCCO 와 경우도그림 6와 같이 Hysteresis force

loop 가 나타났4며 이것은 YBCO 와는 달려 levitation force 가 매우작으며， 측정결

과 인력이 없논 단지 반발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즉 YBCO는 초전도체 위에 자석

을 올려 놓으면 flux pinning 에 의해 인력 및 반발력이 혼합된 어떤 위치에서나 평

형점을 취하여 안정되나， BSCCO는 반발력만어 작용하게 되어 자석은 안정되기 어

렵게 됨을 알 수 있다. 자석과 자석에 대한 힘과 변위에 대한 force cycle 은그림

7와 같이 Hysteresis 가 없는 가역적인 경로의 cycle 를 나타내었다. 즉 이것은

YBCO 나 BSCCO에서 처럼 flux pinning 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었다. 이것이

초전도체와 자석과의 분명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고온초전도체는 flux pinning 효

과에 의한 pinning force 를 이용한 화전장치나 진동흡수를 위한 damper.로서의 응

용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진폼에서의 감쇠 특성

초전도체위에서의 자석의 진동 및 damping효과에 대한 영횡t을 pluck test를 통해 조

사하였다. 자석이 부착된 외펼보는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송시켰

으며 실험에 사용된 자석의 높이는각각 5.5mm , 7mm 및 1O.0mm였다. 자석이 끝단

에 부착된 외펼보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킨후 외팔보를 5.5mm 아래로 초기 진폭

을 주어 진동시켰으며， 진동의 양상은 strain gage를 통해 recorder에 기록하였다.

그럼 8과 그림 9은 각 system에 대한 pluck test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기

록은 진동이 어느정도 안정한 조건을 이룰수 있는 진폭 3.5mm 부터 시작하였다.

- 15 -



180•

z
E
a> 120’
U
‘.。
u..

40•

S룰 -
4 8 12

..l....
16

...l
20 24

Distance, mm

Fig. 6. Levitation force versus superconductor-magnet distance in

BSCCO

- 16 -



160

120

80

40

z,-=
-
@
Q」
。
”
}

3430
o

4238

mm

26

o ista nee,
2218

Fig.7. Force cycle in magnet-magnet distance

- 17 -



x
i

YBCO

Si 감‘

객-+ t

x= amplitude
t::; time

Fig. 8. Comparisons of damping effect due to height in YBCO

- 18 -



x
BSCCO

~t

x=~.mplitude
t=tim-e

Fig.9. Comparisons of damping effect due to height in BSCCO

- 19 -



그럼에서 보듯이 자석과 초전도체 사이의 높아가 감소활수룩 진동의 감쇠율이 크

게 나타나고 있다

QMP 법으로 제조한 고온초전도체는준정적 상태에서 pinning effect 에 의하여 큰

반발력과 인력을 동시에 갖는 역학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갑

쇠기 (damper)로서의 응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초전도체 위의 자석의 동적진동

으로부터 감쇠정도를 YBCO, BSCCO , magnet 에 대해 그렴 10에서 비교하였다.

YBCO, BSCCO 모두 초전도체로 자석을 가깝게 진동할수록 감쇠량이 증가하는

경~을 보이며 YBCO눈 BSCCO와는 탈리 어떤 펀심량을 보여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YBCO의 경우 자장이 초전도체에 pinning 된 어떤 자기력의 평형점에서 펀심

고정되어 진동이 되고 있다. 그림 11과 12는는 초전도체와 자석높이 7 mm 에서

변위를 상，하 3.5 mm로 하여 움직일 때 진동범위에서의 준정적 force cycle 로서， 진

동에서의 에너지 손실에 따른 감쇠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즉 YBCO의 감쇠현상은

반발력과 인력의 작용에 의한 에너지 손실 L1 wl ‘ L1 w2 에 의해 갑쇠가 되고 있으

며， BSCCO논 반발력만의 에너지 손실 L1 w 에 의해 감쇠가 됨을 알 수 있다.

Magnet는 준정적 상태의 힘과 변위에서의 force cycle 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으묘로

감쇠량은 초기 자기럭 14 mN 받는 상태에서 진동시킬 경우라도 그럼 8 예 나타낸

껏처럼 free vibration 파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석-BSCCO system이 자석-YBCO system보다 감쇠율이 코며 따라서 큰

damping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자석-자석 system의 경우는 외팔보의 감

쇠 양상과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개의 system이 모두damping효과률 갖

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석-YBCO system 의 경우 진동의 양상이

비대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진동의 중심축이 초기에 주어진 진동의중앙접보

다 어긋난 위치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동특성틀을 해석하기 위해 그림 11과 12와 같은 각 system 에 대하여 얻

어진 quasi-static state 에서의 힘과 거리와의 관계 그림을 사용하였다. 그럼 에서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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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곡석의 내부 Aω논 사이클당 에너지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진동

의 감쇠 요인이 되고 있다· quasi-static diagram 에서 이력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는 자

석 - 자석 system의 경우 외팔보만의 진동감쇠와 거의 같은 감쇠율을 보이고 있다.

감쇠량을 비교하기 위해 식 (1)과 같이 선형진동에서 쓰이는 specific damping capacity

를 이용하였다.

Aω 2π C
~~ =2 :，J~ _~ =28

Pd 2m U/
!‘
、

여기서 ω논 cycle당 주어진 총에너지， ilω논 cycle당 손실에너지， Pd논 갑쇠진동에

서의 진동수， C는 감쇠계수， m는 질량， 그리 δ는 cy디e 당 진폭의 logarithmic 감소

를 나탄내다. 진폭 3.5mm의 quasi-static state에서 얻어진 힘과 변위와의 관계도가

얻어진 그림 11 및 12에서 계산된 specific damping capacity는 모두 약 0.45정도였다.

그림 10의 초기， 진폭 3.5에서 YBCO system과 BSCCO system 모두 비슷한 감쇠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전구간의 진동을 살펴보면 BSCCO가 YBCO에

비해 빠르게 강쇠되고 있는것을 알수 있다. 즉 YBCO의 경우 절대값 A ω의 크기

가 클지라도 잔동감쇠량을 갤정하는 안자눈 specific damping capacity 임을 알수 있다.

또한 YBCO system의 경우 감쇠율이 초기에는 크나 점차 갑쇠율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운 BSCCO 혹은 YBCO system의 경우 specific damping capacity

가 진폭의 함수， 비선형， 임을 얄수 있다.

YBCO system 에서 진폭이 비대칭으로 갑쇠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YBCO

sysκm에서 얻어진 quas-static 에서의 힘과 변형관계도를 기정하여 해석하고자 하였

다.

선형진동에서는 진동수는 다음식으로 표현될수 있다.

-2A-



{

서}N (2)

여기서 k는 외팔보의 S디ffness， 그리고 m은 질량을 나타낸다.

만일 진동이 시스댐의 sti짧less에 의해 결정된다면 변위 및 속도는 식 (3) (4)로

나타낼수 있다.

X"x =갇二K.P.t
1 r. 1 1

(3)

X . =X。cos Pit (4)

with Pi=짧

여기서 X는 변위， X 는 속도， P는 전동수， x 은 x=O 에서의 속도， k )'l는 힘과

변위의 관계로에서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서의 stiffness를 나타낸다.그렴10의

경우 BSCCO system의 경우 선형의 stiffness K B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도 받아

들일수 있다. 그러나 그림 11의 YBCOsystem의 경우 pinning효과에 의한 attractive

force에 의해 전체를 선형적으로 생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stiffness K yl 및 Kμ를 얻었다. 이경우 Ky! 및 K씨 에 의해 이루

어지논 piece-wise linear stiffness논 어느정도 비션형션을 만족시킬수 었음을 알수 있

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식 (3) 및 식 (4)를 사용하여 생각해 보면 각 영역에서의 진

폭 및 속도가 달라지는것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YBCO system 벼대칭의 갑쇠 진동

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렴 11 및 그램 12에서 얻어진 stiffness 가 실채로 진동의 양상을 결정하는 가의 확

인 방볍중의 하나로써 각 system 에 대하여 진동수즐 비교하였다. 각 시스탬의

stiffness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 25 -



K~~~~ > KnM~~ .:.. K _~ __ > K ,YBCOave ~ u. BSCCO ----;- ..... mall.nct ~ ..... f,

여기서 Kmagnct의 경우는 BSCCO system과 비교하기 위해 같은 S디짧less영역에서의 실

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KBSCCO와 같다.

표1의 결과에 의하면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Pvn,.." > P 느 P__~__. > PYBCO ., I BSCCO """7 I magnet ., I If

즉 stiffness에 따른 전동수의 변화가 션형진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2)에 의해 그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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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π1e measured vibrating frequencies of cantilever in each system、

vitπating systems frequency (P)

free cantilever without 8.0
1

superconductor sec

above magnet - magnet 8.5
sec

magnet - BSCCO 8.7
sec

magnet - YBCO 10.0
sec

meas따ing condition: initial distance = 7 mID

amplitude = 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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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준용융법으로 제조된 고온초전도체률 이용한 베어링 및 축

회전 구동 장치

가. 고온 초전도체의 역학적 특성

그컴 13 은 YBCO 고온초전도체에 대한 force cycle 이다. 여기서 최대 반발력은

BSCCO보다 코게 나타났으며 플럭스피닝 효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hysteresis

를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field c。이ing 을 통하여 그림 14 및 15 과 같이

자석과 초전도체 사이의 거리 및 수명이동에 대한 인력의 변화를 각각 얻었다. 그

림에서 보듯이 초전도체 위의 초기 공중위치에서 자석이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언

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힘이 고온 초전도체 베어링 위에서 축

이 이탈되지 않고 안정하게 회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ll/. 즉，

이와같은 반발력 빛 인력에 대하여 그림 16과 같이 bulk형 고온초전도체 위에서 자

석을 안정하게 고정유지 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이 QMP로써 제조된 bulk형 고온초

전도체를 베아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나 초전도체 베어링

축 회전 실험은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고온초전도체를 입계온도 이하로 냉각시키고，

축을 1-2mm 의 적당한 공중 높이로 베어링 위에 위치시킨 후 시간당 펼스의 수

를 조정하여 회전속도를 서서히 증가시켰다.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코메

터(tachometer)로 회전속도를 측정한 결과 공기중에서 75,000 rpm 이상의 고속회전을

안정된 상태로 얻을 수 있었다. 축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 액체질소 냉각에 의

해 축에 서리 (frost) 가 형성되어 축의 회전을 방해하거나 혹은 타코메터로 회전속

- 28 -



sc

I판￥
10

4

8

6

2

o

‘g
,
@Q

』
。
u
i

-1

86

Distance , mm

42

fordistancesuperconductor-magnet

surlace

vs

force normal to superconductor

- 29 -

forceFig.13. Magnetic



o

φ
〉-#Q

m
』
윌
얘

-2

-4

}m

·
φ
U』
。ι

108

Distance, mm
642

the field-cooled processFig.14. Force versus ve띠cal distance in

- 30 -



，
삐
희
성m
』
#
협

o

-2

-4

}m

R
@
Q‘
。ι

-6

108

mm

6

Distance,
42o

field~cooledtheindistance

- 31 -

horizontalversusFig.15. Force
process



Fig.16. Rota디ng magnet suspended above superconductor behaves like

a frictionless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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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I? High Tc Superconductor bearing and rotating system

(ηIe rotating speed is measured by tach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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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측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논데 이때 전기 전열션으로 가열하여 서려

를 제거시켰다. 고온 초전도체 베어링은 플럭스 피닝 효과에 의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 초기의 위치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회전축에 대하여 베어링을 축대칭

혹은 준 축대칭으로 가공할 펼요가 없이 평펀한 변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온 초전도체 제작시 많이 사용되는 원기둥 형태의 주형(mold)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또한 초전도처l 베어링은 윤활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윤활

재를 사용하는 일반 베어링과는 달라 진공중에서도 활용가능하다. 또한 축회전

에 의한 진동을 계통전체로 전달되논 것을 방지하고， 축의 위치를 적절히 상하 좌

우로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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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화학증착볍을 이용한 초전도박막의 저l조

Berry등11.5' 0 1 f3 -dkdme기로 이루어진 금속 킬래이트를 원료물칠로하여 화학중착

(Chmiml Yapσ Depositon, CVD) 법으로 MgO 기판(subitJa t앙 에 Y- Ba-Cu-O계 초전도

박막 ('IC=20X)을 처음으로 제조한 이래， Yarnare둥116-1 PI도 이와 같은 화학증착법으

로 Srll03 (l 00) , Mg 0(100) 기판에 액체질소 비등정보다 높은 용도에서 업계폰도

(crlticalte~ntu 멍， Tφ 가 나타나는 고온 초전도체 박막(Hi gh-'IC Supacmφlair휠 ’Ibn

Film)을 중착하는데 성공하였다.

CVD 공정은 가열하여 증기상태로된 원료울질이 반응구역으로 운반가스에 의해 전

달되어 기상반융 또는 기판 표면위에서 화학 증착 반응을 일으켜 고체상태의 중착

층을 얻는 방법i로 Ph ysical V횡αIXpa:; itbn (PVD)공정에 비하여 조직이 치밀하고

기판과의 접착력(외 re 녕 on)이 우수하며 반응물이 기쩌l상태로 반응구역에 전달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를 갖는 물질위에 증착이 가능하다. 또한， PVD 장치에 비하여

장치벼가 적고 대규모공정으로scae-u p이 쉽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고순도의 박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CVD에 의한 고온

초전도체 박막 제조시에는 증착온도가 OOO°Co l상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착

온도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전자산업분야에 실제적인 응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판과 박막간의 상호 반응성등이 있어 증착용도를 낮추는 방향￡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와감은 맥락으로 Tsurudca둥11 C1 은 활성화 반응가스(a;tve r않ellπ~s)로서 아산화

질소(N20)를 사용하여 Str iO 3(100)기판에 650°C에서 Y계 고온 초천도 박막 πc=

OOK)을 만든 것이 보고펀 바 있다. 또한， 고주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활성화 에너

자가 높은 PI3ii rna 상태로 반응가스를 이온화~ orizaim)시커 낮은 온도에서도 증착이

가능한 PE CVD (pIa:;뼈-Emalced αemical Yapα 뼈osUo껴법으로 Zmq20'둥이 67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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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Y계 고온 초전도 박막(Tc=89K， Jc>10 b Neroι at 77K and OT) 을 제조하였다.

그라고 Kanehori등(2 11 은 반응압력을 10torr에서 1.5toπ로 변화시키변서 Sr'fiO 3(100)

기판에 700°C에서 Y계 고온 초전도 박막 (Tc=83K, 77K, 66K. l.Storr, 3toπ， 10torr)을

제조하였으며， 최근에 Yamane등(22/ 은 산소분압(oxygen partial pressure)을 낮추어

( PO 2=0.036torr) 650°C에서 Y체 고온 초전도 박막(Tc=84 .5K)을 제조하였다. 본 연

구에서논 원료불질로서 Y, Ba, Cu가 각각 결합된 β-diketonate metal chela않를 시용하였

고， Mg0(1 00)71 판에 650°C에서 산소분압(P02:;:;0.516to lT- 0.00208 toπ) 을 변화시키면

서 Y-Ba"-Cu-O겨l 초전도 박막의 톡성을 연구하였으며， 여러가지 기판에 따른 초전

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LaA10 3(100), MgO(100), Sr'fi0 3(l00), YSZ(l OO)를 각각 사용

하여 저항 가열식 화학증착법으로 Y-Ba-Cu-O계 초전도 박막을 제초하였으며， 기판

온도 (600°C. 650°C, 70QoC)에 따른 초전도 박막의 성질을 관찰하였고， MgO(100)기

판의 상태 (경변가공， Chemical Etching)에 따라서 변화된 초전도 박막의 성질을 연구

하였다. 위와 같이 박막을 제초한 다음에 박막의 전기저항(Tc) ， 임계전류밀도(Jc) ，

결정구조， 미세구조등을 각각 조사하였다. 이때 전기저항은 AC four probe method와

임계전류밀도는 DC four probe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결정구조와 미세구조는 SEM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박막의 제조초전 빛 그 특성올 연구하였다.

1. 실험방법

가. 실험 장치

이 실혐을 수행한 CVD 장치는 크게 원료 공급계 (feed system) , 증착계(deposition

system) 및 배기계(exhaust system)의 3부분요로 나눌 수 있다. 반응관은 석영으로

제작하였으며，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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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공급계는 가스 실 런더(gas cylinder), MFC(mass flow controller). 원료물질을 담은

보우트(boat)，원료물질의 가열장치 및 tape heater풍으로 구성되며， 증발된 원료물질

의 원료물질의 운반가스(carner gas)로서 Argas 반응가스(reactantgas)로서 02 gas를 각

각 사용하였다. 가스는 MFC에 의하여 가스유량이 조절되며， 각각의 원료물질 가

열은 비례온도 조절기(Proportionaltemperature controller)를 사용하여 일정한 가열온도

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게 하였고 tape heater를 사용하여 증발된 원료물질

이 원료물질이 반응관 내벽에 달라 붙지 않도록 하였다.

증착계는 화학 증착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으로서 기판을 지지하는 모재(susceptor)

및 열전대(thennocouple)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판윤 가스 흐름방향과 수직으로 설치

하였고， 기판의 옴도는 비혜온도 조절기로 원하는 증착온도에서 자동 온도초절이

되게 하였다. 또한 본 설험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기판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

하여 두 개의 열전대를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온도 초절용으로 모재 내에 설치하였

고， 또 하나는 기판과 같은 위치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기판의 정확한 온도 측정하

였다.

배기계에서는 반응관 내의 압력을 pirani gauge로 측정하였고， 압력 조절밸브

(pressure control v떠ve)를 사용하여 반응관 내의 압력을 조절하였으며 압력을 저압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회전 진공펌프(rotary vacuum pump)를 사용하였다.

나. 원료물질 및 기판준비

이 실험에서 원료물칠은 무수물의 고체로서 상대적으로 낮은온도 에서 열적 안정

성과 증발성이 있는 미국 Strem사의 Y(thd)3. Ba(thd)2. Cu(thd)2 ( thd=2 ,2 ,6.6

tetramethyl-3, 5-heptadionates) β -diketone chelate(30.31 ，32)를 사용하였으며 , 그 구조식윤

그럼 2에 나타내었다. 그려고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기판은 실험종류에 따라서 표 1

에 표시한 것과 같여 준비하였는데， 특히 실제적으로 응용적 측면에서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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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Substrates used in this work

설 혐 종 류 기 판 춘 바 수량

산소분압 MgO(lOO) 4

LaA103(lOO). MgO(lOO)
거판종류 4

SrTi03(lOO). YSZ(lOO)

온도변화 MgO (l OO) 3

기판의 표면상태 MgO (I OO) 2

금숙기판 Ag I

압계전류밀도 MgO(lO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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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100)단결정 기판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 박막의 제조

원료물질의 %t을 정확히 측정한 후 boat에 담아 반응관 내의 정한 위치에 넣은 다

음에 기판을 수직으로 모재(susceptor)에 고정시켜 반응관 내에 장압하고MFC 를 이

용하여 운반가스(Ar)와 반응가스(0 2)를 일정 량 흐르게 하고 기판부분을 가열하면

증착온도(deposition

그려고 압력 조절밸브를 사용

유지시킨후， 원하논일정하게반응관내의하여

서 회전 잔공혐프로 반응관내의 압력을 조절하였다.

압력을

temperature)에 도달할 때 원료부분윷 가열하였다‘ 원료 가열부분의 정해진 온도

(setting temperature)를 같은 시간에 도닿하도록 미리 죠정해 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원료부분이 가열될 때를 반응 초기시간으로 하였다. 40분동안 증착시킨후 원료 가

열부분의 전원을 끄고 산소 분위기의 대기압 상태에서 증착 부분의 온도를 증착

옹도에서 500°C까지 5°C/min 속도로 냉각하였으며， 그후 500°C 에서 5분간 유지한

후 300°C까지 서서히 냉각하였다. 냉각과정에서는 산소 가스만을 300mllmin으로

흐르게 하였다. 그램 3은 화학 증착법에 의한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의

제조에 따른 중착공정이며，표 2에 화학증착법에 의한 Y-Ba-Cu-O계 초전도 박막의

증착조건을 나타내었다.

랴. 측정방법

초전도 현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전기저항이 Zero가 되는 것이다. 임계용도(Tc) 이

하에서는 전기전도도가무한대로 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편의 온도를 액

체질소 온도까지 서서허 냉각시키면서 온도얘 따른 전기저항을 측정하였다.

초전도 박막의 온도에 따른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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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Deposition condition of YBaCuO tHin film
prepared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Vapori zat i on Y(thdb : 136 ·C
temperature 。 f Ba(thd)2 : 231 ·C
source materials Cu(thd)2 : 129 ·C

Substrate temperature 600·C ........ 700·C

Flow rate of 203 sccm
carrier gas (Ar). ’“-

respectively 282 scem

Flow rate of 0.44 seem
，、-

reactant gas (02) 90 seem

Total pressure 4 Torr

0.00208 Torr
Oxygen partial pressure ’“-

0.516 Torr

Deposition time 40 min

Ag. LaAl 03 (l 00)
Substrate MgO(lOO). YSZ(IOO)

SrTi03(I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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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같다. 시편에 흘려주는 교류전류의 전원으로 파형발생기(fuc디on generator)를 사

용하였논데， 사용 주파수는 100Hz이 었다.

시편에 전극을 부착시커는 압접촉(pressure contact)법과 ln(lndium)이나 Sn(Tin)등을

사용하여 댐질하는 납햄접촉(soldering contact)법 빛 은과 같이 전도성이 우수한 긍속

가루를 수지결합제(resin binder)와 혼합하여 제조한 paste를 사용하여 접촉사키는 페

인트 접촉(paint contact)법등이 널리 쓰이고 있다.

본 설험에서 제조한 시펀은 silver-paste를 이용한 페인트 접촉법오로 시편에 전극을

접촉하였으며， 측정부분에 온도셈서를 설치하여 온도변화와 저항과의 관계를 AC

four probe method을 이용하여 박딱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였다. 초전도 박막의 전기

저항 측정시 약 lmA정도의 전류를 흘려주는데， 이는 측정전류자 이 보다 큰 경우

엄계전류와 전이온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초전도 임계온도가 실제보다 낮아지

게 되묘로 가급적 적은 전류를 흘려주는데， 이는 측정전류가 이 보다 큰 경우 임계

전류와 전이온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초전도 임계온도가 실제보다 낮아지게 되

묘로 가급적 적은 전류를 시편에 흘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적은 전

류를 사용하면 전압신호가 약해져서 측정시의 오차 범위가 커지므로 적정값￡로

lmA를 택하였다.

4단자중 가운데 두 개의 전압강하 측정 단자사이의 전압신호를 lock in amplifier(Lake

Shore Co. , SR-51 0)에 입력시켰으며 전류 전원인 파형 발생기로 부터 기준신호를 연

결받아 위상차가 0인 신호를 동초시켜 측정하였다. 시편의 온도측정에눈 실리론

다이오드 센서(Lake Shore Co. , model DT-470)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시펀온도와 측정

온도 펀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편 하단부에 밀착시켜 부착하였다.

측정값의 저항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온도를 Te, onset이라 하고 저항이 Zero

가 되는 온도를 Tc, zero라 하며 , Tc, onset-Te, zero를 L1 T라 한다.

본시펀의 17K에서의 임계 전류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5로 축

정방법은 전기저항 측정과 마찬가지로 4단자 측정법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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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항 측정사와 달려 시편에 DC 전원 공급기(Kikusui Co. , model POWIA)를 사용

하여 직류 전류를 흘려주었다. 이 때 전류의 세기률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가운데

2mm 간격의 2전압강하 측정단자 사이에서 "'-'1μV의 전압신호가 발생하였을때의

전류세기를 업계 전류로 촉정하여 이를 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임체

전류밀도(Jc)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전류단자와 전압단자는 모두 silver paste를 사용하여 시펀에 부착하였다. 이 때 전

류단자의 접촉저항은 임계 전류밀도 측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묘로 가급적 접촉

저항을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단자와 시펀사이의 접촉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전류단자는 전압단자와 다르게 넓이 2mm, 두께 O.5mm의 구랴판을 사용하였다.

이눈 압계 전류밀도 측정시 시편에 부가되는 전류가 수 압페어 (A) 정도이므로 전

류 단자의 접촉저항이 코면 이로 인해 열여 발생되어 시편의 초전도성어 깨지기

때문이다.

기판위에 증착된 Y-Ba-Cu-O7\1초전도 박막의 결정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

Rigaku사의 Diffractometer로 x-선 회절분석을 하였요며， Cu (Kα 1) target을 사용하여

5° 55 。의 구간을 28 간격으로 회절선올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Y-Ba-Cu-O계 초전도 박막의 표면은 일본 AKASI사의 주사전

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통하며 관찰하였다.

2. 결과및 고찰

2-1.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 제조시 산소분압， 중착온도

및 열역학적 안정성과의 관계

임계온도(Tc)가 90K 부근에서 초전도성이 나타나는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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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열역학적으로 증착온도(deposition

temperature or subsσate temperatur)와 산소분압(oxygen pa띠때 pressure)간에 밀접한 관계

가 있논 것이 알려졌다.

그럼 23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조한Y-Ba-Cu-O계 고온초전도 박막을 산소분압과

증착온도깐의 열 역학적 안정선(thermodynamicstability line)에 도입했을 때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표3은 그립 23에서 화학증착법으로 제조한 박막(번호로 표시)의 증

착온도와 산소분압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초전도 특성(judged by high Jc properties)이 잘 나타난 박막은 열역학적 안정

선에 매우 가까이 분포되어 있논 것을 알 수 있￡며 Y] Ba 2C1l 30 y 초전도 박막의 y=

6을 기준하여 y 2BaCuOs, BaCuO 2' Cu 20로 분해되는 영역과 정방정계 구초

(tetragonal structure)를 형성되논 영역으혹 나타내었으며， y=6.5 일 때 정방정계 구조에

서 사방정계 구조(orthorhombic structure)로 상전이 되고， y:::6.9일때 Tc=90K의 고온

초전도 박막이 된다. 이와 같이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의 산소 함유량이

Tc등과 같은 초전도 특성에 지대한 영iYJ:을 미치논 까닭에 Y-Ba-Cu-O계 고온 초전

도 박악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산소함량을 결정짓는 여러변수의 취사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변수 중에는 급랭(quenching)이냐 서냉(slow cooling)이냐에 따라

앞애서 언급한 초전도 특성이 매우 달라지묘로 바람직한 냉각방법은 산소 분위기

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것이다.

Kanehori등/21/의 실 험 6은 700°C의 증착온도로부터 산소분압을 553Pa(l Torr=

133.3Pa)에서 80Pa로 낮추면서 연구한 결과 열역학적 안정선에 접근하면서 초전도

특성이 좋게 나타났으며， Yamane등/8/의 실험 7도 증착죠건 (TDep.=650 , P02=

O.036Torr=4.8Pa)을 열역학적 안정선에 근접 시키면서 전기적인 성질 (Tc=85K)이

800 이상의 높은 증착온도에서 제조한 박막과 벼슷한 것A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

험 8은 본 실험에서 변화시켰먼 산소분압과 증착온도에 대한 조건을 표시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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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I Film deposition condition of the works appeared
in Fig.1

Number TDep. (·C) POi(Pa) Substrate Tc.o(K) Ref

1 (.) 900 444 YSZ 80 19

2 (.) 715 567 MgO (l 00) 85 20

3 (.) 900 222 SrTi03 (l00) 84 2

750 85

4 ( ‘ ) 800 476 SrTi03 (1 00) 88 3

850 91. 5

5 (. > 650 231 MgO (l 00) 80 6

533 66

6 (') 700 160 SrTi 03 (l 00) 77 8

80 83

7 <e) 650 4.8 SrTi 03 (1 00) 85 9

8 <e>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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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소분압이 Y-Ba-Cu-O 계 고온 초전도 박막에 미치는 영향

Y-Ba-Cu-O 계 고온 초전도박막을 실제적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폭 넓게 응용하기

위해서는 펼수적으로 박막을 550°C 이하의 저온에서 제조하여야한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인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을 저온에서 제조하기 위하여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변 산소분압과의 관계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4개의 Mg0(1 00) 단결정 (single crys때)기판을 사용하여 650°C의 중착온도(기판온도)와

4torr의 Total Pressure의 증착조건에서 산소분압 ( PO 2 )을 각각 O.5Itoπ， O.12torr,

O.OI26torr， O.00208toπ로 변화시면서 MgO(100) 단결정 기판에 증착된 박막의 초전

도 특성을 조사였다. 먼저， 본 실험변수인 산소분압에 대하여 계산한 내용을 살펴보

면 paz = [0 z/CAr+Oz) ]x4toπ의 방법드로 산소분압을 산출하였다. O.5I6Toπ인 경우

룰 예로 들어보면， 각각의 원료물질에 대하여 운반 기체인 Ar이 각각 202.6sccm썩

흐르고 반응기체인 O2는 90sccm 흐를때 PO 2=[90/202.6x3+90)]x4toπ = O.5I6torr가 된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산소분압도 각각 구하였다.

그림 24은 본 실험에서 산소분압을 변화시켜 제조한 박악의 온도-저항곡션을 나타

낸 것이다. 여 중에서 PO 2= 0.5 16torr로써 다콘 시편과 벼교할 때 상대적으로 산

소분압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만든 시편(b)논 91K 이상에서 온도가 감소하면서 저

항이 증가하논 semiconductor처 럼 negative temperautre dependence 현상을 보였요며， 시

편(c)와 같이 산소분압을 O.121toπ로 낮추었을 때는 시편(b)와 비교하여 초전도 특

성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펀(d)는 산소분압을 더 낮추어

O.0126torr에서 제조한 박막인데 임계저항값이 Te, onset=90.1K와 Te, zero=87.3K

Yamane등/23/이 PO 2= O.036torr에서 제조한 Y-Ba-Cu-O 겨l 고온 초전도 박막(Te=8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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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아진 결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시펀(a) 처럼 PO 2= 0.OO208torr로 산소분압을

더 낮추어 실험했을때는 초전도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25은 산소분압을 변수로 하여 제조한 초전도 박막의 x-선 회절 분석 결과이

다. 그림 25의 (b) , (c) , (d)등에서 보듯이 산소분압을 각각 0.516torr, 0.12ltorr,

0.0126torr로 했을때， 이 박막은 a·축， c-축으로 가판에 수직한 (100), (001) 방위의 입

자가 preferred orientation을 가지면서 함께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001) peak

가 상대적으로 더 낮춤으로써 온도-저항측정에서 초전도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먼

것처럼 그럼 8의 (a)에서도 mtensity가 높게 나타난MgO 기판 peak와 약하게 나타

난 α10 peak 등만 확인되 었다.

그림 26는 산소분압을 변화시커 제조한 박막의 표면상태를 나타낸 주사전자현미경

(scarming electron microscope, SEM) 사진이 다. SEM 사진에서 보듯이 PO 2= 0.00208toπ

로 산소분압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제조한 시편 (a)는 무정형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Hammond 등/2 3/의 논문에 바추어 볼때， y=6의 열역학적 안정션 (thermo

dynamic stability line)을 기준요로 산소분압 상태가 열역학적 안정선으로부터 벗어났

기 때문에 제조된 박막은 y 2Ba \OJ\OS' BaCu02•Cu 20의 second phase 가 생성하며 큰

알갱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전도 입자와 Cuo가 함께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PO 2=0.121 torr에서 제조한 시펀(c)는 시면φ)의 SEM 사진과 비교하

여 CuO와 같은 second phase가 감소하고 초전도 알갱이(grain)라고 여겨지논 업자들

이 형성된 것요로 보여진다 본 실험에서 가장 초전도 특성이 잘 나타난 산소분압

0.0126toπ에서 저I초한 시펀(d)는 결정화가 분명하고 규칙적인 형태로 epitaxial 성장

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porous한 곳이 많아 온도-저항측정에서 L1 T가 커지고 임

계전류밀도가 낮아지는 하나의 요인A로 작용하리라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산소분압을 변화시켜 고온 초전도 박막

을 져온에서 제조할 때， 박막제초의 최적조건을 기준으혹(여기서는 0.0126toπ) 높은

산소분압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소량이 많아 CuD등의 second phase를 만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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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6. Surfaces SEM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pared on

Mg0(1 00) subsσates at 6500 C under various oxygen partial

pressures of (a) 0.516 Torr, (b) 0.1 21 Torr, (c) 0.0126 Toπ，

(d) 0.00208 Torr by thennal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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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를 많이 제공하고， 낮은 산소분압에서는 초전도 박막을 제조할 절대적인 산소량

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실험은 Kanehoriι 1/ 등이 보고한 바에 따

르면，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을 제조하는데 전체 반웅압력을 낮추면서(결

과적으로 산소분압도 낮아짐) 초전도 특성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 것과 맥락을 같

이 하고 잇다.

아래 표는 산소분압을 실험변수로 하여 연구한 본 실험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원

료물질과 °2의 몰(mole)수를 lmole의 yttrium원차를 기준해서 계산한 것이다.

P02 Ba/Y Cu!Y OIY
5.16x lO'\ (b) 1.181 1.673 1750

1.21x lO·\ (e) 1.468 2.151 747

1.26xIO·2(d) 1.482 2.258 87

2.08x lO ·\a) 1.591 2.187 14

2-3 기 판의 종류에 따른 YBaCuO 고온초전도 박막의 특성

본설험은 650°C의 중착온도와 4toπ의 반응압력에서 기판의 종류에 따른 Y-Ba-Cu-O

계 고온 초전도 박막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 때 증착시간과 산

소분압은 각각 40분， 0.0126toπ였으며 사용한 기판으로는 LaAIO 3(1 00), MgO(100),

SffiO/IOO), YSZ(lOO) 단결정을 사용하였다.

그립 27은 각각의 기판에 증착한 Y-Ba-Cu-O 계 고온 초전도 박막의 온도-저항곡

선을 나타낸 것이며 아래표는 각 기판에 증착된 초전도 박막의 전기적인 임계특성

값을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여 Te, onset=89 .4K----91 2K이고 TC ，zero=87.0K'""-'873K 로 기판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전기적 임계특성값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

지 많은 연구가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LaAI0 3(100) , Sffi0 3(100)등의 거판이

MgO(100) , YSZ(100) 기판에 비하여 우수한 전기적 임계특성값을 나타낸다눈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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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 Te.onset (K) Te.zero (K) L1 T (K)

LaAI03 (100) 91.2 87.0 4.2

MgO (100) 90.1 87.3 2.8

SrTi03 (100) 89.5 87.2 2.3

YSZ (100) 89 .4 87.2 2.2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증착온도를 낮춤으로써 어느정도는 초전도

박막이 기판의 영향을 멀 받고 있는 것￡로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

은 설용적인 측변에서 MgO, YSZ등이 SπiO 3. LaN03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주목할만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논 각 기판에 증착한 고온 초전도 박막이 암계전류밀도(Jc)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Tc ， onset과 TC，zero간의 차이인 L1 T가 2.2K--4.2K로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응므로 Ll T로 가능한 lK미만으로 좁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램 28은 기판올 달리하여 제초한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의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모든 기판에 증착된 박막은 CuO등의 제 '2상은 폰재하지 않았고，

각각 (a)LaAI0 3(l00), (b)MgO( lOO) , (c)SrTiO i100)등의 기판에 증착된 박막은 강한

intensity를 갖는 초전도 peak로써 (1 00), (001)방위의 업자가 a-축， c-축으로 prefeπ'ed

orientation을 보이며 성장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기적 임계특성값에서 A

T=2.2K로 가장 좁게 나타났먼 (d) YSZ(lO이의 경우는 다른 기판과는 닿라 초전도

박막이 a-축 성장은 보이지 않고 기판얘 수직학 C-축으로 자라는 epitaxi와 성장의 양

상을보인다.

아래표는 본 실험에서 증발한 각 원료물질의 몰비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화학증착법으로 제조한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은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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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8.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the films prepared on various

substrates of (a) LaAI03(l OO), (b) MgO (l00) , (c)

SrTi03(100) , (d) YSZ(1 00). under P(02)=O.0126 Torr at

650°C by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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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owdeη로 제조한 bulk시펀과는 달리 증발한 각 원료물질의 몰비가 정확히 1:2:3 0 1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각 기판에 증착된 박막의 조성비도 이러한 결과와 같다고

Substrate

LaAI03 (100)

MgO (100)

SrTi03 (100)

YSZ (100)

BaN

1.303

1.482

1.407

1.412

CuN

2.277

2.258

2.195

2.195

볼 수 없으며 반응관의 구조 및 중착조건에 따라서 증발하는 원료 물질의 몰비가

변하려라 생각된다.

그림 29은 각 기판에 고온 초전도 박막 표면의 grain형성에 어떤 영향을 마치는 가

에 관하여 알기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 미세구조를 관측하였다.

각 기판위에 증착된 박악들은 육안으로 관축하는데는거울같이 매고러운 겹정색의

표면을 지니고 있다. (a)는 LaAIO 3(1 00)기판에 증착한 Y-Ba-Cu-O겨l 고온 초전도 박

막의 SEM사진으후 입자 크기가 0.5μm ......O.8μm 크기의 입자가 성장해 았으며 Cd)

는 표면 미세구조가 불규칙하고 porous한 형태로 성장해 있지만 (a), (b). 야등의 박

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전기적 임계특성값πc.LI T)을 나타내고 있다.

고온 초전도 박막의 실제적인 실용화측면에서 보았을때，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전

자소자의 제조과정에서 Iμm의 굴쪽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묘로 입자 크기률 작

케하연서 치밀한 고온 초전도 박막을 제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표면 미세구초에 대한 개션점 중의 하나로 반응관 내의 반응압력을 생각할

수 있는데 . Lee/241등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반응 압력이 20toπ에서 Storr로 낮아짐

에 따라 업자 크기 (grain size)는 증가하였으며 5toπ에서 제조한 Y-Ba-Cu-O계 초전

도 박막의 경우 다공성(porous)구조를 가지는 반면 10. 2Otoπ에서 제초한 박막은 비

교적 dense한 입자 성장을 한 결과에 비추어서， 본 실험에서 실시한 4toπ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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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 Surface SEM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pared on various

subsσates (a) LaAI03(lOO), (b) MgO (1 00) , (c) SrTi03 (1 00),

(d) YSZ(lOO). at 650°C under P(Oz)=0.0126 Torr by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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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압력을 lOtoπ.20toπ로 높인다변 증착속도는 느릴지라도 표면 미세구조는 향상

되라라 생각된다.

2-4 증착온도가 YBaCuO 고온초전도 박막예 마치는 영향

이 실험은 MgO(100) 단결정 기판을 사용하여 기판위치. P r=4toπ. PO 2=0.026torr등과

같이 기판의 종류에 따른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단지 기판의 온도만을 600°C.

650°C.700°C로 각각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림 30은 증착온도를 각각 600°C. 650°C. 700°C로 하여 제초한 박악의 온도-저항곡

션을 보인 젓이고 아래 표는 전기적 임계특성값을 나타내었다.

Substrate To( DC)

(a) MgO(100) 600

(b) MgO( 100) 650

(c) MgO(100) 700

ν
n

-
-
-
、-뼈-5

j

5

ι-nu

nu

A}1

T
-9

9

9

Tc.zero (K)

90.5

87.3

91.5

L1 T (K)

2.8

3

(b). (c)와 같이 각각 600°C, 700°C의 증착온도에서 제조한 박막은 초전도 성절이

잘 나타나 있으며. 650°C보다 700°C로 기판온도를 올렸을 때 더 향상된 전기적 입

계온도 특성값을 보였다. 또한 주목할 사항으로 600°C 의 증착온도일 때 제초한

박막에서도 Te. onset=90.5K로 확인되어 현재의 CVD장치로도 600°C이하의 기판온도

에서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의 제조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그립 31는 기판온도를 변화시켰을 때에 제조한 박막의 표면상태를 알아보기 위하

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창한 사진이다. (a)는 0.15μm 정도 크기로 불완전하게 결

정의 형태를 보인 알갱이(grain)와 0.5.......1μm 크기의 불규칙한 입At들이 섞여 있는

데 이는 600°C의 증착온도로는 규칙적아고 결정화된 초전도 입자를 성장시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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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0. Temperature vs. elecσical resistance for the films prepared on

MgO(100) substrates at v따ious substrate temperature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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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Surface SEM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pared on

MgO(lOO) subsσates at various subsσate temperatures of (a)

600°C, (b) 650°C, (c) 700°C under P(02)=O.0126 Torr by

thermal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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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낮은 온도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산소분압을 조절하면 액체질소 비등점 위에서

도 TC，zero를 얻으리라 생각된다. (b), (c)등은 증착옴도가 각각 650°C, 700°C에서 제

조한 초전도 박막으로 모두 1μm정도의 업자들이 규칙적으로 성장해 었요며，

700°C에서 제조한 박막이 650°C에서 제조한 박막보다 더 매끄럽고 큰 입자로

epitaxi떠 성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 기판의 표면상태가 Y-Ba-Cu~O 계 고온 초전도 박막에 미치는

영향

본 실험은 기판의 표연상태에 따른 초전도 박막의 영향을 조사히기 위하여 두 개

의 MgO(100) 기판과， 또 하나는 Mg0(100) 기판을 1시간동안 철산 ( HNO 3' 15N)용

액에서 chemical et따ng하였다. 이 준비된 기판으로 650°C의 증착온도와 0.0126toπ

의 산소분압에서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을 제조하였다.

그림 32는 폴 실험에서 제조한 고옴 초전도 박막의 온도-저항곡선이고 아래에는 전

기적 암계특성값을 표로 나타내었다.

샘
-
”
빼

면

-
야
맨

표
-’
l

a

‘

-ri

n
ν
l

햄
-
빼
m

기

-
하
m

Te ,onsel (K)

88

90.1

Te,zero (K)

83.5

87.3

L1 T (K)

4.5

2.8

이 러한 결과는 Moeckly등/25/0 1 Laser Ablation으로 MgO(100) 기판위에 제초한

YB~Cu 307 박막이 가판 표면상태에 따라서 전기적 임계 특성값이 변한다논 보고와

일치하고 었다.

그림 33은 본 실험의 x-선 회절분석 결과로서 투 재의 시펀 모두 기판의 표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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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 Temperature vs. elecσical resistance for the films prepared on

Mg0(1 00) subsσates after (a) chemcial etching, (b) as

prepared at 650°C under P(02)= 0.0126 Torr by thermal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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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the films prepared on MgO(lOO)

substrates after (a) chemical etching, (b) as-prepared at 650°C

P(02)=O.0126 Torr by thermal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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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하게 a-축， c-축으로 기판에 수직하게 (100), (001) 방위의 업자가 션택방위

를 가지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peak.의 intensity만 달랐다.

그립 34은 기판의 표면상태를 다르게 하여 제조한 박막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요

로 두개의 시변을 비교했을때 전체적￡로 입자의 크기 (O.S'"'-' 1μm)는 비슷하지만，

경면가공한 MgO(IOO) 단 결정 기판에 증착한 시펀 (b)의 초전도 입자가 chemical

etching한 Mg0(1 00) 단결정 7] 판에 증착한 시펀(a)보다 규칙적인 것￡로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처럼 기판의 표면상태에 따라서 전기적 임계특성값이나 박막표연의 미

세구조가 변하므로 실험전에 기판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2-6. 은위에 650°C에서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의 제조

화학증착법으로 저온 (550°C 이하)에서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을 제조하

려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기판으로 사용할 수 았는 재료를 폭 넓게 얻고자 합

인데， 초전도 박막을 고온(800
0
e 이상)에서 제조할 때는 기판과의 반응성등이 있

는 까닭에 LaAlO 3' MgO , SrTi0 3, YS~즙과 같이 초전도 박막과의 반응성이 매우 적

은 세라백 기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세라믹 기판은 가격이 비싸

고 가공하눈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세라믹 기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재료로 금속 (Ag, Au , Pt etc)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금속재료는 고온에서 초전

도 박막과 반응을 하눈 문제점이 발생하묘로 초전도 박막이 금속기판과 반응이 일

어나지 않게 증착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산화물 초전도체의 부서집과 나쁜

열전도성은 업자 가속기(panicle accelerator)에서 rf resonant cavities 와 같은 응용에 주

요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나 flexible하고 높은 열전도도를 같는 금속기판에서 제

조된 고온 초전도체라면 산화물 초전도체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2이. 이러한 견

지에서 silver는 고온 초전도 물질과 화학적인 상화성(compatibility) ， 우수한 전기적

열적 전도성， 좋은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속기판으로 합앙한 재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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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urface SEM micrographs for the films prepared on

MgO(l OO) substrates after (a) chemcial etching , (b) as

prepared at 650°C under P(02)=O.0126 Torr by thermal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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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28/

본 실 험은 650°C 의 증착폰도와 0.0126torr의 산소분압에서 Ag을 기판으로 Y-Ba-Cu

0계 초전도 박막을 제조하였다.

그림 35은 Ag에 증착한 초전도 박악의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초전도 입자가 a

촉， c-축으로 기판에 수직하게 선택방위를 가지며 epitaxial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001) peak가 높은 intensity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은 판위에 제조

한 박막이 YBaCuO초전도체 박막임을 알 수 있으며， 은과 초전도체 사이에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이 YBaCuO초전도 박막제초를 위한 기판재료

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은판위에 제조한 초전도체의 전기적 특성은 은의 저항

이 낮은 관계로 보유한 장비로는 측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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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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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P 법으로 제조한 YBCO Bulk 초전도체는 flux pinning 에 의한 큰 levitation force

및 인력을 동시에 갖는 특성을 갖고 있었으나 고상반응법요로 제조한 BSCCO는 인

력이 없는 반발력만 나타내었다. 또한 YBCO, BSCCO 에 대한 감죄현상을 초사한

결과 초전도체에 자석을 접근시컬 수록 진동에 의한 감쇠량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YBCa의 갑쇠현상은 자석을 자유롭게 진동시킬 때 초전도체의 flux pinning 에 의해

임의의 펑형점으로 편심되눈 감쇠진폼을 보였으나， BSCCa 는 YBCa와 달리 펀섬

없는 갑쇠진동이 관찰되었다. 반면 Hysteresis 가 없는 magnet 는 갑쇠가 거의 없었

다.

이상과 같이 고온초전도체의 flux pirming 에 의한 큰 반발력과 인력을 갖는 역학적

현상의 응용 예논 공기중에서 75 ,000 rpm 정도 회전하는 무접촉 초전도 베어링을

최근 저희 연구텀에서 개발한 바 있다‘ 또한 고온초전도체를 이용한 무접촉

damper 논 우주션의 damper 및 구동축의 진동제어 (vibration control)용 등 응용 가

능성이 높을 것오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온초전도쳐l의 감쇠진동에 관한 진동해석

즉 힘의 전달성 (force transmissibility) 과 가속도와 변위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더

깊은 연구룰 수행하고자 한다.

BSCCO system의 경우YBCO system에 비해 전과정윷 볼때 진동감쇠율이 큰것을 알

수 있었다. YBCO system의 경우 Pinning효과에 의한 attractive force에 의하여 바션형

의 힘과 변위와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현상에 의해 진폭이 비대칭으로 이루어지는

등 BSCCO system 흑온 보통의 전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piece

wise linear방법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진동특성은 Bulk형 초전도체

응용에서 자석의 거동에 대한 설계의 중요한 자료로써 사용될수 있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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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융법을 통해 제작된 고자계 YBCO 고온초전도쳐l는 플럭스피닝 효과에 의해

큰 반발력 및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고온 초전도체를 베어

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온초전도체를 특별한 가공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중에 축을 띄워 무접촉시킬 수 있고， 축의 위치를 마음대로 초절할 수 있는 등

의 기존 버l어링이 갖지 뭇하는 많은 장점을 가칠 수 있다. 축 구동회로는 에어 코

어코일을 차례로 자화시켜 축을 동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며 현재 공기중에

서 75,000 rpm 이상의 축회전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산소， 증착온도， 중착압력， 원료의 증발량등을 변화시켜 650°C의 저옴에서 액체칠소

의 비등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논 YBaCuO박막을 성공적으로 제조

하였다.

산소분압을 변화시켜 고온 초전도 박막을 저온에서 제조할 때， 박막제조의 최적조

건을 기준A로(여가서는 0.0126to띠 높은 산소분압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소량이

많아 CuO등의 second phase를 만돌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낮은 산소분압에서는 초

전도 박막을 제조할 절대적인 산소량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라고 이 실험

은 Kanehoril21/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Y-Ba-Cu-O계 고온 초전도 박막을 제초

하는데 전체 반응압력을 낮추면서(결과적으로 산소분압도 낮아집) 초전도 특성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잇다.

LaAl0 3(100), Stfi03(100), MgO(lOO), YSZ(lOO) 기판에 제조한 박막의 초전도특성은

Te, onset=89.4K"'-'91 2K이고 Te,zero=87.0K"'-'87 3K로 기판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

없이 거의 벼슷한 전기적 임계특성값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

가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LaAIO 3(100) , Stfi0 3(l 00)등의 기판이 MgO(l OO) ,

YSZ(100) 기판에 비하여 우수한 전기적 입계특성값을 나타낸다는 것과 상이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중착온도를 낮춤으로써 어느정도는 초전도 박막이

기판의 영횡별 멀 받고 있는 것으룩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실용

적인 측면에서 MgO， YSZ둥이 StriO 3 . LaAl03 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주

- 73 -



목할만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각 기판에 증착한 고온 초전도 박막이 임계전

류빌도(Jc)에 크게 영횡빨 미치는 Tc， onset과 TC，zero간의 차이인 L3 T가 2.2K........4.2K

로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i므로 L3 T로 가능한 lK미만으로 좁히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600°C, 700°C의 증착온도에서 제조한 박막은 초전도 성질이 잘 나타나 있으며，

650°C보다 700°C로 기판온도를 올렸을 때 더 향상된 전기적 임계온도 특성값을

보였다. 또한 주목할 사항으로 600 °C 의 중착온도일 때 제조한 박막에서도 Tc,

onset=90.5K로 확인되어 현재의 CVD장치로도 600°C이하의 기판온도에서 Y-Ba~Cu

0계 고온 초전도 박막의 제조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기판의 표면상태를 다르게 하여 제조한 박막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두개의

시편을 비교했을때 전체적으로 업자의 크기 (0.5........1μm)는 비슷하지만， 경연가공한

MgO(100) 단 결정 기판에 증착한 시펀의 초전도 입자가 chemical etching한

MgO(100)단결정 기판에-증착한 시현보다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재료는 고온에서 초전도 박막과 반응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모로 초전도 박

막이 금속기판과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증착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산화물

초전도체의 부서집과 나쁜 열전도성은 업자 가속71 (particle accelerator)에서 rf

resonant cavities 와 같은 응용에 주요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나 flexible하고 높은

열전도도를 같논 급속기판에서 제조된 고온 초전도체라면 산화물 초전도체의 단점

을 상쇄할 수 있다126/. 이러한 견지에서 은은 고온 초전도 불칠과 화학적인 상화

성 (compatibility), 우수한 전기적 열적 전도성， 좋은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금속기판으로 합당한 재료이다127 ，28/. 따라서 초전도특성이 좋은 초전도체를 은

판위에 제조하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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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고온초전도체를 박막 또는 bulk의 응용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
하여 이를 초전도체 베아령， 초전도체 영구자석， 초전도양자간섭계， rf sensor 등
에 응용을 위한 YBaCuO 초전도박막 제조 빛 초전도체 베아령 제조를연구 목

적으로하고 있다.

고자력 YBaCuO bulk 초전도체를 제초하여 이를 이용한 초전도체 베아령훌

제작하여 75,000 따n와 고속i로 회전하는 무접촉베아링을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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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박악 저l조에 있어，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저온( 650°C )에서

YBaCuO 초전도 박막을 제조하였다. 박막 제초시 실험변수로써 산소분압， 온도，

기판 등을 바꾸어 이에대한 초전도성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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