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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제 목

고온초전도선재개발에관한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산화물고온초전도체가 발견된후 이를이용한선에너지 기술및산업응용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근래에는실용화가가능한 결

과들이 발표되고있다.

초전도 재료는 발전기， 송전케이블， 전기저장등의 전력 시스댐과 핵융합，

MHO 발전등 기폰 에너지 계통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의 핵심

적인소재이며 이외에도 자기부상열차， 핵자기 단층촬영，주 자원 회수용자기

분리 장치， 초고속 연산 컴퓨터 무접촉 베어링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그 용도가

점점확장되고있다.

초전도재료를이와같은산업분야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재료의 초전도전이

온도， 임계전류밀도등의 특성을 향상시격야 하며，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형태

인 선재나 박막등의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도에너지 분야 및 산업전반에 혁신적인 변화을가져올수 있는고온초전도재

료의 제조기술 및 설용화기술의 개발이 시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Y-Ba-Cu-O 산화물 초전도체의 임계 전류밀도， 기계적， 자기

적 특성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확립과 제 2 상 첨가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초전도체와 반응하지 않는 적절한 첨가물을 션택하여 첨가물이 초전도상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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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빛 미세조직에 미치는영향과 산소확산시에 변하는미세조직관찰을통하여

열처리 기술을개선코자하였다.

단심 Bi-계 고온초전도 션재의 제조에 있어 초기 분말 충진 압력에 의 해 션

재내 은과초전도혜의 단면비가각단연 감축율에 따라변하는경힘k을조사하여

최종원하는 션재의 사%t을 충족시킬 수 있는제조공정의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고온초전도다심 션재의 펼요성을저온초전도션재의 기본셜계개녕을사용하

여 제시하였으며， 다심 션재 제초에 대한기술확보를 위해 520 개의 filament 를

갖는 고온초전도 다심 션째를제조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상기목적을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연구를수행하였다.

Y-Ba-Cu-o초전도체에서 제 2 상 첨가효과

. 고상반응시의초전도상과 첨물간의 반응연구

. 액상공정을이용한고자력초전도내에제 2 상입자의 미세분산

. 액상공정으로제조한시편의 기계적성질과자기적특성

저112 상첨가에 따른 며세조직 변화

- 고자력 Y-Ba-Cu-O 초전도체에서의 산소확산기구

Y-Ba-Cu~O의 일방향성장영역에서의 산소확산경로

정방정-사방정 상전이에 따른 미세균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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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균열과산소확산경로관계 정립

- 부분용융법으로제조한 y，.Ba-Cu-O 초전도체에서 2-1-1 첨가효과

. 일방향 성장영역의 미세조직변화

.마세균열생성과미세분산 2-1-1 입자의 관계

. 방향성성장과포정반응

.미세균열생성기구

Powder-in-tube 공정에의한 Bi-계 초전도단심 빛 다심 초전도선재 제작

. 고온다심선재 설계를위한저온다심선재 설계 개념 조사

. 초기 분말충진 압력에 따른초전도체와은의 단면적 비율의 변화조사

. 다심션재 제조를의한단심선재의 제조및 가공성 조사

.520 개 filament 의 고온초전도다심션재제조

IV. 연구개발결과및활용

Y-Ba-Cu-O 초전도체의 미세조직， 미시경도 및 초전도성에 대한 첨가물

영횡t을 검토하기 위하여 ce02를 첨가한 Y-Ba-Cu-O 초전도체를 두가지 공

정， 고상반응법과 부분 용융법으로 제조하였다.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시

편에서 첨가된 ce02의 대부분은 BaCe03를 형성하는데 소모되며， 그중의 일

부는 1-2-'3 초전도체내에 확산되어 짱정조직의 소멸을 수반하는 사방정-정

방정 상전이를 유발한다. 반면 부분 용융법으로 제조된 시 편에서는 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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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량이 5wt.%까지 상전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 시편에서 첨가된 다:D2

의 전량이 1-2-3 기지내에 미세하게 분산된 BaCe03를 형성하는데 소모된

다.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시편의 Tc는 ce02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는데， 이는 BaCe.03 생성과 더불어 관찰된 상전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부분 용융법으로 제조한 시면와 Tc는 CE:02 첨가량에 무관한데，

이는 부분 용융공정에 의해 생성된 BaCe03 개재물들을 초전도 기지로 부

터 분리 시킬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미시경도는

CE:02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 역시 기지내에 미세분산된 BaCE:03 입

자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방정 Y-Ba-Cu-O 시편을 공기중에서 열처리 함으로써 일방향 성장된

영역에서의 산소확산과정을 편광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산소가 확산

된 부위는 균열부위의 사방정상과 균열이 없는 정방정상을 관찰함으로써

확인활 수 있었다. 급냉과정시 생성된 열균열이 일방향 성장부위에서의 산

소의 효과적 확산경로로 제공된다. 또한 정방정-사방정 상전이에 의한 미

세균열 생성도 산소 확산 경로로 작용한다. 이결과들은 다결정 Y-Ba-Cu-O

에서 산소확산 경로가 개기공과 고각입계인 점과 비교된다.

2-1-1 첨가에 따른 미세조직 변회를 조사하기 위하여 1-2-3 성형체와

2-1-1 을 첨가하여 제조한 성형체를 결합시킨 다음 포정열처려 공정을 수행

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된 시편에서 두 성형체의 계변에 대해 미세초직을

관찰함요로써 동일 결정학적 방위에 대한 2-1-1 첨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2-1-1 첨가는，잔류 액상이 없눈 균일한 미세조직을 형성 할수 있게

하여 준다. 또한 2-1-1 첨가로 인하여 열균열이나 상전이에 의한 미세균열

생성이 억제휠 뿐만 아니라 1-2-3 판의 두께가 감소된다. 상전이에 의한 미

세균열의 생성은 시료내로의 산소확산 경로와 멸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 IV -



있었다. 산소확산에 따른 미세균열 생성기구를 1-2-3 plate 체면을 따른 산

소확산과 1-2-3 plate 의 두께함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1-2-3 판의 두째 감

소 및 2-1-1 업자들의 미세분산이 미세균열 생성과 전파 억제에 기여한 것

으로 판단된다.

고온초전도 다 심 션재의 개 념 설계를 위해 저올 초전도 다십 션재의 설계

개념을조사하였다. 고온초전도선재의 경우저온초전도체와마잔가지로높은

자지장내에서 사용하기위해서는 다심을 갖는형태의 션재로 설계 및 제조되어

야하며 따라서 이에대한 연구가수행되어야 한다.

Powder-in-tube 방법에 의한 고온초전도션재 제조과정에서 인발 작업을

하기전 은 튜브에 초기 분말충진 압력을가하는경우， 제조과정중 션재(튜브)의

내 외경 비율이 충진압력을가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게 측정되었다. 그비율은

초기 인발단계에서급격히감소하는데그야유는이와같이작은단연감소율단

계에서는튜브내분말이외부 인발압력에대하여충분한내부압력을갖지뭇하

기 때문으로생각된다. 이 단계를지나면그비율값은전인발단체마다거의

일정한값을갖는다. 초기 분말충진 압력이 증가할수록선재의내외경 벼율즉

초전도체와은튜브의직경벼 는초기에선정한은튜브의내외경 비율에 접근하

고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Powder-in-tube 방법에 의 해 520 개의 세션을 갖는 다십 션재를 제조하였

다. 셰션의 직경은 약 '25 pm 였다. 다심선재의 단면을보면 초전도세션들이

상업용으로제작되는저온초전도다심션재에 비해 형태가고르지뭇하지만현

재 외국전문잡지에 보고되고 있는고온다심선재와비교해볼때 그형태는만

족할만한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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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mary

,

I. Project Title: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igh-Tc Superconducting Wir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High:'Tc superconducting materials, which has a potential for energy

irinovation, has been developed in a partial success and then it becomes

necessary that domestic progress shoud be made in development of the

superconducting materials and its application techniq'ues. If the materials
“ ’

Can" be made to carry electric current levels needed for most applications

and can be fabricated into usable shapes ( e. g. bulk, wire and film), energy

related and ‘ microelectrical applications such as generator, transmission

cable," energy storage system, "nuclear fussion reactor, MHO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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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ilOmic benefits. In addition, the magnetic forCe generated from

superconducting system may enable the magnetically levitated train system

and the magnetic separator as "well as for industrialization of the high-Tc

superconductor. For these application fields, it is inevitable to improve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such as transition temperature(Tc) and

critical current densityUc ) as well as to develop the fabrication techniques

of ceramic superconductor into a desired shape such as bulk, wire and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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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 For th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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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as to improve the

related properties to the practical use of of Y-Ba-Cu-O superconductor.

Fabrication techniques of Bi-Sr-Ca-Cu-O single and multi-filament wires

using powder-in-tube methdwere studied through the variation of initial

compacting pressure for a single filament wire and optimization of initial

tube thickness for drawing process of a multi-filament wire.

III. 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summurized as follows

- Preparation of high-magnetization Y-Ba-Cu-O by partial melt

process

· Preparation condition of the high-magnetization Y-Ba-Cu'-O

·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partial-melted Y-Ba-Cu-O ’

· Effects of additives on superconductivity and microstructure of

Y-Ba-Cu-O

· Oxygen diffusion paths and microcrack formation in Y-Ba-C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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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paration of single and multifilament superconducting wire by the

powder- in-tube metho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CeO 2-added Y-Ba-Cu-O oxides were prepared by the two different

processes, the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process and the partial melt

process usingpowder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opant on

microstructure, microhardness, and' superconductivity. In the solid-state

reacted sample, most of the added Ce02 was converted to a form of BaCe03

but some of them might introduce into 1-2-3 phase, resulting in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which accompanied by the

disappearance of. twin structure in 1-2-3 grains. In the partial-melted

sample, however, the phase change was not observed up to 5 wt% of ce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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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added Ce02 in these samples was consum~ only to fonn BaCeD)

which was finely dispersed in large 1-2-3 grains during the peritectic

reaction stage. The zero resistance temperature (Tc> of the solid state

reacted sample.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due to the

phase change and the formation of BaCe03• Whereas the Tc of the partial

melted sample was nearly constant regardless of Ce02 q:mtent up to 5 wt%

which is owing to the separation of the second phase from the 1-2-3

superconducting -phase. Microhardness of the partial-melted sample

increased with increasing Ce02 conten t. The strengthening effectappears to

be come from. the composite system where the fineBaCe0 3 particles are

dispersed in 1-2-3 matrix.

By annealing tetragonal Y-Ba-Cu-O in air, the oxygen diffusion

process in the textured region of 1-2-3 plates was investigated by use of an

optical polarizing microscope. The oxygen-diffused region was identified

by observing the orthorhombic phase near cracks containing twin structure

and the tetragonal phase, the crack-free region. The thermal cracks fonned

by rapid thennal processing offers good diffusion paths for oxygen atoms

in the textured region. The transformation stress from the tetragonal-to

orthorhombic phase results in the formation of microcracks along -the

cleavage plape. of Y-Ba-Cu-O oxide. In addition to the thermal cracks, the

transformation cracks are thought to be effective oxygen diffusion paths in

the textured 1-2-3 region. This result is comparable to that for

polycrystalline Y-Ba-Cu-Ooxide where oxygen diffusion paths are regions

of open porosity and high angle grain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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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ri order to stqdy' .microstructural variation by the'2-1-1 addition, 1-2~3

cdmpact;was bonded with 2;.1-1 added compact-and was then carried out the

periteCtic ·heat 'treatment. 'Microstructural ‘change by the· 2-1-1 'addition Was

'investigated on the directionally so1jdified region near the interface of two

、 compact: ‘ : The 2-1~1 addition allows homogeneous microstructure where

no ,remnant liquid phase is present. In addition, the 2-l-} addition reduced

.the .1,,.2-3 .pIcHe.시thiCkness as· well as , suppressed the formation of

microcracks due to the tetragonal.,to-orthorhombic phase transition or the

theπhal contraction·during acooling' schedule. These are consistent with

thoseof other ’ reports. ‘ The fotmationof microcrackS induced by the phase

transition seems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process of oxygen diffusion into

asample.. We discus'sed the' formation mechanism of the microcracks in

terms' of the oxygen , diHusi011 along the plate boundaries and the

thickness of 1~2'-3' plates. The , decrease in' the , plate thickness and the fine

dispersion o f. 2.,1-'1 'particles are contributed'to the suppression of ·the

formation' of microcracks 'andtheir· propagation.

• ι , .The conception of design of high-T( superconducting multifilamentary

wire. ‘was ‘ investigated based .on theconceptual design of low-T c

supe.rconducting wire. The ‘ high-Tc superconducting -wire may be also

fabricated as a'.multifilamentary form to used in high magnetic field.

;. ’ ι ·If .the·s~peiconducting powder( Bi-type) was' press.:.packed into the ‘

silver. tube before t l1e drawing ‘ process of a powder-in-tube method, the

ratio ‘ ·of. innerdiameter' to outerdiameter of wie(tube) was' changed

fifferently from non-press-packed pecimens. I The ratio of that decreas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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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step of the drawing~ because the powder in tube has not

sufficient internal pressure against the drawing pressure in early stage of

drawing. After this stage, the ratios of those were almostly maintained

with the constant values. The ratio of innerdiameter to outerdiameter of

the wire was measured close to the ratio of innerdiamter to outerdiameter

of initially selected tubes with increasing the initial packing pressure.

The 520 filamentary high-Tc superconducting wire was fabricated by a

powder-in-tube process. The diameter of each filament is about 25 p m.

Though the cross section of each filament was not so uniform and shaply

as a commercial low-Tc superconductig wire, the shape may be thought

good compared with the high Tc superconducting wires reported in

international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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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초전도체를 상업적 용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초전도해 천이온도의 상

숭 이외애 임체전류밀도와기계적성질등의 제반물성을향상시켜야 환다. 초

전도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하고 고자장하애서도 초

전도성을 유지활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특성을갖는초전도채논그활용

용도에 따라 제조되는·형태가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초전도혜를 펀자기

re년ce로 용용할 경우에는 앓은 박막 형태로， 전기저장，송전션.초전도자석

등에 응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느다란 션재형태로 가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온초전도에 대한연구는초전도재료의 특성을향상시키기 위한환야와우수

한 특성의 초전도쳐l를적당한 형태로 만드는가공기술분야애 집중되어 왔다.

현재까지 산화물 초전도쳐l의 초전도성 및 응용과 관련된 제반특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낮은 임계전류밀도와빈약한 기체적

성질로 인하여 산화불 초전도체를 응용화하기에는 많은 문쩨점들이 있다.

Y~Ba-Cu-O 초전도체의 전기척， 기계적성질은 재료의 미세조직에 따라 민감하

게 의존하므로 재료의 제조공정개션 및 균질한 원료의 션택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할수있다. 초전도쳐l의 영횡별주는중요한인자로는다음과갑윤것들을틀

수 있는데， 조성의 불균질성과 업계에 존재하는 액상과 캅은 것들은분말의 혼

합이나 원료조성의 선택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문제들로 적절한 공갱관리를

통하여 개션될 수 있다. 반면 Y-Ba-Cu-O 초전도쳐l 고유의 특성인 전류의 이방성

과 열처리중 발생하는미세균열과갑은결합은 초전도 입자를 일방향배열할

수있는공정의 개발이나 열처리 기술의 개션을통하여 해결될 문제점이다. 최



Liquid-Phase

보고된 제조공정중 괄목할 만한 빙:법들은 액 상을 이용한공정들로는

Me1t-Texture-Growth1), Melt-Powder-Melt-Growth 2)와

근에

←Processing??，이 있는데， 이들공정의 공통점은 포정반응을통한초전도입자의

일방했:밴열윷，유도한했다 ~1와깥이 초전도，입3많을 전류가 많이 후를수

있는방향(~춤)으로 배열하게되면，약수만 AIαn
2
의 많은전류콜흘릴수있

께‘펀다. 이 결과들윤 일반적인고상반응법응로제조한Y-Ba-Cu-O 다결정 시편

위 Je 값인수백내지.천 AIαn
2

과비교하면대단히 높은수처임을알수있다? 그
러까에;곰정무로 선재를 재작하끼에는 많은푼제점이 었다. 우션적으로 해결

하여얀활문제점으로는 션째제작공정의 경제성으로， 위에서 언급한방법은온

도문배나열구배를이용하기 때문에 수 ern의 선재를제작하는데 약수십시간의

장시간이요구된다. 또한세라믹초전도체가같는단점인해약한기계적 성질로

인하여 ‘강자성이 미치는‘초전도자석으로응용를 위해서는기계적인 성질의 개

션도‘요무된다자장하에서의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와 기계적 성질을 향상

하고자 초전도체에 제 2상물질을 첨가송}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첨가

되는물질운금속이나 산휘물들이 사용된다 4-18) 초전도체에 이 물질을 첨가할

시의고려하여야할점운첨가되눈물절과초전도체간의 반응이 없어야하며가

능한 첨가물질을 미세한제 2 상형태로초전도 기지내에 미세하게 분산시켜야

한닦는점이다. 초전도체의 특성을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나 새로운초전도를 합

성하기 위한 연구들을 통한 결과어l 의하면， 특별한 겸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첨가물질들은고상반응시 초전도상과 반응하여 초전도성을 저효μl키는 것으로

알려껴 있다. 반면포정반응을포함한액상공정을이용할시에는 몇몇의 이물

질들윤. 초전도상과 반응 없이 초전도 기지내에 미세하게분산된다. 이러한첨

가물중의 대표적인 뭄질로는곰속은을틀수 있는데， 금속은윤 초전도쳐l와반

응을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산화물초전도업계의 weak link한성질을개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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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계전류밀도를 향상시킨다까 또한 금속-세라믹의 복합체를 형성합오로서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활을 한다. 그러나 이 결과들은 고상반응법으로

시편을제조한경우에 해당된다. 액상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첨가된

은의 업자성장이 얼어나 균일한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묘로 특별한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세라믹 첨가의 대표적 물질은 Y2Ba t CUt Os 4>, BaSn031동15) 와

BaTiO3$)를틀수 있는데， 이 첨가물은초전도 기지내에 미세하게 분산되므로

초전도체의 임계전류특성을향상시킨다고보고되고 있다. 특히，분산된 제 2 상

업자들은 자장하에서도 고입 계전류밀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Flux

pinning Center 로의 가능성을시사하여주고 있다.

‘
고온초전도체의 경우 현재 입계온도를 질소벼등점이상으로올리게 되었

으며， 이와같은 결과로고가의 액체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저온초전도체에

비해냉각 방법의 한계점을 어느정도해결할수 있다해도 역시 현재로서는높은

자장내에서 높은 전류 밀도를 얻을수 있다는특성에 의해 우션 강력한자장을

얻기위한자석의 제조에 쓰여질 것으로고려되고 있다. 초전도체의 경우 자기

장이 증가함에-따라흘렬 수 있는 한계 전류량즉 임계 전류 멸도가감소하게 된

다. 이러한결과는강력한자기장을얻기위한자석와사용션재로는불리한조

건이된다. 따라서높은자기장내에서 안정하게사용할수있는초전도재료의

개발이나혹은 열적， 전자기학적인 형태의 설계에 있어 많은 발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있다.

단심 션재의 기계적 성질 및 물성을 향상시키고 제조공정의 재현성을 확보

하기위해서는초전도 물성 연구와 함께 은튜보내의 초전도체 분말의 충진과충

진된 튜브의 인발에 대한 제반 연구가 펼요하다. Powder-in-tube 방법으로제

조되는고온초전도체선재에서 은튜브의두께 결정은션재의엄계전류결정등

설계사양에 있어 중요한의미를가질 뿐만아니라，제조공정에있어서도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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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에 대하여 션재가건전하게 인발될 수 있도록하는중요한 인자이다.

일반척요로튜브의 싱킹에 관한이론식에 의하면 외경이 감소합에 따라서

튜브의 두’께가증가한다고 설명이 되어지나， 실제 초전도션째 제조과정에서는

인발응력어l 의한 die 수직 압력에 의해서 은튜브 내 분말이 압축되면서 분말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곧튜브의 두째를오히려 앓게하는 현상을보여주고

있다. 본연구에서는실험을통해 단심션째에있어초기에션정된튜브의내

외경 비율에 대하여 초전도체와은과의 비율이 인발과정을통해 어떻체 변화하

는가에 대하여‘조사하였으며 , 더우기 초기의 충진압력을달리하는경우에 대하

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Powder-in-tube 방법에 의한 다심 선재제조는 1990 년 고온초전도 션째 개

발에 관한연구보고서에서 108 의 filament 를갖는버스무스계의 다섭 선재를

제조한경험이 있다. 이와같은제조경협을토대로본보고서에서는filament

의 직정울더욱줄이고， 약 500 개 이상의 filament를 갖눈다심 션재를 제조하

고자하였다. 이 제조과정.을통해 원히-는직경의 초전도쳐l 그리고원하는은과

초전도체의 단면 비플을얼기위한공정기술을개발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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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2 장본론

제 1 절 연구내용

가. ce02 를 첨가한Y-Ba-Cu-O 초전도체의 마세조직， 미시경도 및

초전도성의 변화

대개의 휘토류물질들은 원자가와 원자반경이 서로유사하기 때문에 상호

치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Ba-Cu-O 초전도체에서도 La, Yb, Ho,

다I등운 Y과 전율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Y 위치에 치환하더라도 Tc=90K의 초

전도성을나타낸다1κ20) 반면 예외적으로 Pr 과다은초전도성을나타내지 않는

데， Pr의 경우에는 초전도상과같은결정구조를갖는 1-2-3장을형성하지만 Pr

의 전자구조가Y의 그것과상이하기때문에 생성된 상운전열성체가된다. 이러

한성질은초전도박막의 제조시 초전도쳐l위에 증착시키는절연총쩨초에활용

되기도한다. Ce 이 Y과고용되지 않는이유로는Q의원자가에그원인이있다.

대부분의 휘토류원소가 +3 가의 원자가를 갖는데 바하여， e농은 +4가가 안정하

여주위의 산소의 배열이 Y과는상이하다. 따라서 Y-Ba-Cu-O 초전도체에&을

첨가하더라도첨가된 Q 원자들은 Y과상호치환되지 않고 제 2 상을형성한다

21 ,22) 일단첨가원소가초전도체와 반응하지 않고제 2 상으로남게된다는 컵은

이 물질을초전도-제 2 상의 복합체l를 설계하는데 활용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

미가있다.

본 실 험에서는 두 가지 공정， 즉 고상반웅법과 액상공정으로 제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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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a-Cu-。초전도체에서 다을첨자하연 다과초전도상의 반응 및 생성상 관

계를 연구 하였으며， 이들 복합체의 초전도성을 검사하였다. 또한 초전도책의

기계적 성질을 미시경도를측정하여 첨가물의 효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1) 실험방법
”

가) 고상반응법에 의한 Y-Ce-Ba -Cu-O 초전도체 제조

“" ‘ -“
· ‘ · ‘’ ’‘

.1-2-3 초전도분말을 Y20 3t BaC0 3• ce02와 Cuo 분말을혼합과하소의 공정

윷포합하는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하였다. 저울에서 정량한 분말을 알루미나 막

짜사발에서 균일하게 혼합， 공기중 910-잊30°C에서 24시간 하소한 후 로냉하였

딴. 하소분말은 분쇄하여 200 mesh 의 sieve로 채질하였다. 혼합분말을 직경 m

nUl) st.eel die 에서 원판형으로 성형한 후 940-950°C 공기중에서 24 시간소결한

후 4~tC에서 24 시간유지하였다.

‘
、

‘--

나) 액상공정에 의한Y-Ce-B-aCu-O 초전도체 제조

.: "f! ’

- 뱃상공정 에 사용된 1-2-3분말은 Y2Cl.3(99.9%), BaC03(99%)와

C40(99.9%) 분말을 사용하여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 1-2-3 분
-、 .

말을:，알루미나 qlortar에서 pestle로 혼합한 후 공기중 930°C에서 24시간 하

소한 후 로냉하였다. 하소분말을 분쇄한 후 99.5% ce0 2 분말과 무게벼로

5~t%까지 혼합하였다혼합한 분말은 일축밥력으로 압분한 후 다시 정수

압으로 성형하였다. 성형체를 1050°C까지 5O°C/h의 속도로 냉각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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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C까지 3°C/h로 냉각한 다음 이옴도에서 10시간 유지하였다. 이 단계에

서 액상과 2-1-1 상간의 포정반응에 의해 커다란 1-2-3 결정을 얻을 수 있었

다. 이 후 정방정상을 사방정으로 상전이 시키기 위하여 공기중 4S0OC:에서

24시간 유지후 로냉하였다.

다) Y용-Ba-Cu-O 산화물의 분석

하소， 소결과 액상공정후에 생성된 상을 OJ K« 를사용한 분말 x-션 회

절법으로 분석하였다. 미세조직은 면광광학 현미경， 주사전자 현마경과 투

과전자 현미경으로 조사하였다. 투과 전자 현미경검사에 사용된 시편은

bulk시편을 에틸얄콜에서 분쇄하여 얻은 박연어었다. 초전도체의 저항-온

도 특성곡션은 4단자법을 이용하여 얻었다. Epoxy로 mounting한 시편에

대하여 V ickers hardness test로 미시경도를 구하였다. 시면 표면에 대해 실

행한 Indentation시의 peak-load contact 시간은 5초였으며 하중은 10 g 에

서 200 g 까지 변화시켰다.

2) 결과 및 고찰

가) ce02첨가에 따른 초전도 전이온도

Table 1윤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YIC보xBa 2CU30y (O<X<0.5)와 액상공정

으로 제조한 Y lBa2Cu30y + xCe02 (O<x<S wt%)의 제로 저항 온도π'c)의 변화

이다. Table l(a)에서 알 수 있듯이，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시편에서 Tc는

ce02 량에 따라 감소한다. ce02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의 Tc는 91K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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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a). Zero resistance temperature ofunadded and CeOz-added
Y-Ba-Cu-O superconductors prepared by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CeOz content
(x in Y.Ce.r Ba2CU30y)

π(K)

Unadded 0.1 0.2 0.3 0.4 0.5
91· . 88 87 85 84 83

T씬B~E I(b). Ze~o. resistance. temperature (Te ) of unadded and
’CeOi":added Y-Ba"';Cu'-O superconductors prepared by the partial
melt process.

CeOz content (wt. %)

Te(K): ‘

Unadded 1 2 3 4 5

91 ‘ 91 93 91·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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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s인 시편의 경우에는 83K로 저하한다. 이와 유사한 Tc의 이물질 첨가

의존도는 다른 연구결과21，21)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그들은 CE.02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Te가 감소하는 원인을 ce02첨가에 따라 제2상의 생성이 증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액상공정으로 제조된 시편에서는 Tc가

ce02- 첨가량에 거의 영힘t을 받지 않는다. ce02합량이 S\\t%까지 증가하더

라도 Te는 90K 가량으로 거의 일정하다.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시면과 액

상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에서의 Te의 차이는 두 공정간의 제조과정의 차이에

따른 미세조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나) 생성상의.확인

그림 1-1 은 (a)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시면과 (b) 책상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의 분말 x-션 회절션이다. 그림 l-l(b) 에서 알 수 있듯이， ce02를 첨가

한 시편에서는 제조한 시편은 사방정 회절션을 포합하고 있다. 또한 ce02

를 첨가한 시편에서는 사방정 1-2-3 회절션과 더불어 BaCe03 회철선도 관찰

된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ce02 합량에 따라 사방정에서 정방정으로의 상전

이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상전이에 따른 1-2-3 회절션의 변화는

Y-Ba-Cu-O 에 천이금속을 대체한 경우 16)와 매우 유사하다.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시편과 비교해 보면， 액상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의 x-션 회절션에는

5wt. % ce02 함량까지 상전이가 관찰되지 않다는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상아점이 없다. 액상공정으로 제조된 시편에서도 ce02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aCe0 3 회절선 강도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와같은결과는 첨가된 C~

가 초전도체와 반응없이 전량이 BaCe03를 형성하는데 소모되었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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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 Ycexaar;l닝Oy 。 123(이 (b’Y Ba2C‘션Oy + xwt%Ce02

)(=0 ., 23(T) x=1
v 8aCe03

。

。

사I
‘ 211 。

II -。.':
t
1

」‘~. I 。
매

;
’.':•-‘@g

;-l}μ

x=0.5 。

X=5

。.
。

• 。

。

。

20 30 ‘。 50 60 30 40 50 80

28/deg.

Fig. 1-1.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the solid state reacted

YC~Ba2CU30yand (b) the partial-melted YBa2Cu30 ywith ce02.

- 10 -



다)미셰조직관찰

Y-Ba-Cu-O계의 미세조직의 1-2-3 결정내에 포함된 산소함량에 따라 변

하며， 이는 초전도 전이온도와 밀접한l 관계가 었다 쩨. 초전도상이 상방정

1-2-3 상옴 Cu(1 )-O 사슬에서의 산소원자들의 1차원적 규칙배열에 의한 미

세쌓정 (microtwin) 을 포함한다. 앞의 그렴 1-1에서 관찰된 C잉2첨가에

따를 상전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시면에 대하여 투과 전자 현미경 초

사를 수행하였 다. 그림 1깅는 떠) CeD2를 첨가하지 않은 Yt Ba2CU30y' (b)

Yl CeO.2Ba2Cu30y' (c) Yl CeO.3Ba2CU30y와 (d) Y1Ceo.4Ba2CU30y의 bright field

image이다. 그람 1-2(a)에 보여준 것처럼. CeD2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에서

는 잘 발달된 쌍정조직이 관찰된다. 이 조직은 고온 정방정상에서 저온 사

방정상으로의 상전이에 의한 twin lamella로 해석되어왔다. 쌍정조직은 시

편 φ)에서도 관찰되는데， 이는 x;O.2 조성에서도 사방정상이 안정화 되었음

을 의미한다. 시편 (c)에서는 쌓정조직이 회미해지며 시편 (d)에서는 캉정조

직 대신 tweed 조직이 관찰된다. 이 미세조직은 산소간 결핍된

Yt Ba 2Cu30/
4)나 천이픔속을 첨가한 Y-Ba-Cu-0

25
)의 것과 유사하다. 그렴

1-1 의 x-션 회절결과와 미세조직 관찰결과를 조합하여 볼때， 첨가펀 ce02의

대부분은 BaCeD) 형태로 반응하는데 소모되지만 소량의 CeDi는 고상반응시

1-2-3상에 주입되어 Cu-O 큐칙배열을 방해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C~

첨가량이 증가활수록 생성되는 Ba다°3의 합량이 증가와 더불어， C잉2어l 의

한 상전이도 Tc의 저하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은 액상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의 광학 현미경 사진이다. ce02를 첨가하지

않은 시면 떠)에서는 일방향 배열된 1-2-3 입자와 이 입자들내에 포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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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the solid state reacted

YCκRa2Cl상Py showing d ,isappearance of lamella twin structure, wit:h increasing

ce02"~ontent : (a) x=O, (b) x=O.2, (c) x=O.3 and (d)'x=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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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ptical micrographs of (a) the partial-melted Yt Ba2Cu30 yand{b) the 5

wt% Ce02-add,ed Y1Ba 2CU30 y showing fine dispersed particles in. the 1-2-3

matrix.

- 13 -



2-1-1 입자들이 관찰된다. 이 미세조직은 포정공정을 포함한 액상공정， 예

를 들어 melt-powder-melt-growth 2)와 liquid phase process
3
)으로 제조된

Y-Ba-Cu-O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1-2-371지에 2-1-1 입자들이 포획됨은 (

2-1-1 + 액상)이 1-2-3 상으로 변태하논 과정에서 포정반응속도와 1-2-3 입자

의 성장속도 차이에 기인한 것A로 추정된다. ce02를 첨가한 시편 φ)에서

는 1-2-3겨지내에 포획된 2-1-1 입자와 더불어 다른 미세입자들이 관찰된다.

이! 입자들은 2-1-1 입자에 비하여 매우 미세하다. 또 다른 주목활 만한 결

과는 1-2-3 업자의 일방향 성장 영역이 ce02 첨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ce02'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의 평균 성장영역은 약 5 mm인

데 비하여 5wt'. %.....ce02가 첨가되면 2mm로 그 크기가 감소한다. 앞서 관

찰된 미세입자의 화학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5wt.% ce02를 첨가한 시편

에 대하여 SEM EDX ‘조사를.수행하였다. 그립 1-4는 1% 질산용액에서

etching 한 시면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앞의 광학현미경에서 관찰된

것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제 2 상 업자와 미세입자들이 1-2-3 기지내에 포획

된 것이 관찰된다. 이 조대업자와 미셰입자를 분석 한 결과 각각 2-1-1 과

BaCe일로 판영되었다 : ...01 결과는 그림 1-1 에서 제시한 XRD 결과와 잘 일

치한다. 고상반응법과는 달리 액상공정으로 시편을 제조할 경우에는 첨가

물을 초전도상과 반응없이 .1-2-3 가지내에 미세하게 분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ce02 첨가량이 5wt.%가 되어도 Tc가 거의 변하지

않픔을 철명할 수;댔다. 이 미세 분산 업자들이 재료의 flux pinning center

로 작용활 쑤{ 있을 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라) 액상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의 미시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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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etched surface of 5wt.% ce02

added y lBa2CU30y' The large particle and small ones are Y2BatCUl다 and

BaCe03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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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여러 작용하중에서 측정한 C싹 함량에 따른 미시경도의 변

화이다. 며시경도는 ce02 함량이 증가활수록 접전적으로 증가한다 25 g

의 작용하중에서 ce02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의 미시경도는 780kg/mm2

(7.67GPa)로써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Y-Ba-Cu-O의 660kg/mm2(6.47GPa) 끼

에 버하여 상당히 높다. ce02 함량을 5wt.%로 증가시켰을때 Vickers 경

도는 단결정 YBa2Cu30y의 경도치인 887kglmm2(8.7GPa핸과 비슷한 수준

인 87qkg/mm2 (8.53GPa) 정도로 상당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g의 하중

￡로 작용하중을 상승시켰을 경우에는 ce02 첨가에 따른 미시경도의 증가

가 푸렷히 나타나지 않았다. ce02를 첨가하지 않은 시연의 미시경도는

630kg/mm2 (6.:2JGPa)이었으며. 5wt.% CE02 첨가시편의 경우는 700kg/mm2

(6.90GPa)로 약간의 증가를보인다.

· 그립 1-6은 (Y1Ba 2Cu30 y+ ce02) 복합체의 작용하중에 따른 Vickers 경

호의 평균값이다. 모든 시편에서 미시경도는 작용하중이 증가활수록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시경도의 작용하중에 대한 의폰성은 고상반

응법으로 제조한 Y 1Ba2CU3O, 시편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η. 일반적으로 재

료의 경도치는 작용하중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고상

반응법으로 제초한 YBa2Cu 30y에서 미시경도의 하중 의존성은 1-2-3 결정립

계의 weak link 성질로 설명되고 있다. 즉 작용하중이 증가할수록 시편에

indent되는 부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쉽게 indentation 부위가 입계를 포합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시경도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설명되어 왔다. 액상

공정으로 제초된 Y-Ba-Cu-O는 결정립이 대단히 크므로 최대작용하중까지

입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시변에 대해서는 위

와 같은 설명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weak link 결정입계 대

신， 액상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에는 상전이나 냉각시 형성된 미세균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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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관찰된다. 미세균열들은 일방향 배열된 1-2-3 판의 계면 (이 ;경우에는

저각업계( low angle grain boundary)로 W않kInk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

음)에 주로 발달된다. 그림 1-4에서 이미 관찰되었듯이， 미세균열의 깐격은

어떤 경우에는 몇 마이크론 정도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관찰된 ~1시경

도의 하중의폰성은 1-2-3 업자내에 형성되어 미세균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록 미시경도의 하중의존성이 , 관찰되기는 하나， . ce02

참가가 Y-Ba-Cu-O를 강화시키는 역활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혹

과는 미세한 BaCe03의 분산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 액상공정으로 제조한 Y-Ba-Cu-O 산화물에서 미세균열 생성 및산소 c

확산경로

Y-Ba-Cu-。 초전도체의 초전도 전여온도(Tc)는 YBa 2Cu30 y 내부의 .산소

합량에 대단히 민감한 것요로 알려져 있다 찌. 일반적으로 Y-Ba-Cu-O의 소

결온도언 900°-950°C에서 저온으로 냉각되면 고온의 정방정상내로 산소원

자들이 확산하여 저온 안정상이 사방정상이 생성된다. 따라서 초전도상인

사방정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산소분위기， ， 400o- S000C에서 시편을 14시깐 정

도 유지한다 Y-Ba-Cu-O계의 초전도성 CTc)는 이 온도에서 어느정도 유지

하느냐애 따라 달라지며 결정내로 산소확산여 완결되면 90K이상의 Ti를 나

타내게 된다. 다결정 시변에 있어서 산소 확산은 에너지 상태가 높은 부위

인 개기공 (open porosity) l.f 고각업계 (high angle grain boundary)를 통하

여 진행되며1Jl，2찌， 이러한 과정은 변광현미경을사용하여 관찰하며 정방정/사

방정상간의 특야한 미세조직 차olc쌍정의 유무)로 인하여 쉽게 구별된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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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초전도체 제조공정인 액상공정을 이용하여

Y-Ba~Cu-O률 제조할 경우에는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시편과 매우 상이한

미세조직을 얻게 된다. 이 미세조직의 특징은 일방향으로 배열된 1-2-3 결

정립과 기공이 전혀없는 치밀한 초적이다. 또한 이 조직에는 산소확산의

겸로가 될수 있는 고각 입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 에너지 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0K 가량의 Tc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산소분

위기에서의 시편의 열처리 시간은，비록고상반응법으로제조된시편에서의

시간보다 길지만， 예상보다 상당히 짧다. 따라서 이 공정으로 제조한 시료

내에서의 산소 확산 경로를 조사합은 초전도상의 생성과정을 이해하는 관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액상공정요로 제조한

Y-Ba-Cu:~O의 산소분위기 중에서 열처리 시간을 변하였을 시 관찰되는 미세

조직을 조사함으로써 산소의 확산경로를 이해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1) 실험방법

，_99.9%의 Y2031 BaC0 3와 CuO분말을 사용하여 일반적 인 고상반응법으로

초전도 ‘분말을 제조하였다. 분말들을 혼합한 후 공기중 900°C에서 24시간

하소하였다. 하소한 분말은 알루미나 mortar에서 pestle로 분쇄하였다. 분

쇄된 분말은 200 mesh까지 채질하여 그 이상 코기가 되는 분말과 분리하였

다채절한 분말은 300 MPa로 일축 압축하여 성형체를 만든 후 다시 정수

압으로 가압하여 원판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조한 압분체논 공기중

950°C에서 24시간 소결 후 공냉하였다. 소결시편은 다시 액상공정을 거쳐

서 초전도 입자들이 일방향으로 성장된 시편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편

은 고온정방정 구조 상태에서 액체질소중애서 냉각시켜 정방정 구조를 그

- 20 -



대로 유지하게 한 다음 산소분위기 중에서 열처리하여 사방정 구조를 생성

시키게 된다. 이 때의 열처리는 공기중 450°C에서 진행하였으며 산소확산

경로를 단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열처리 시간을 달리하였다. 미셰조직

은 0.05 micron까지 미세 연마된 단면에 대하여 편광광학 현미경을 사용하

여 관찰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그림 2-1은 포정반응아 완료된 시편을 980°C에서 공랭한 후 다시 450°C

에서 1시간 유지한 경우의 미세조직이다. 이 미세조직은 시편내에 2개의

일방향 배열 부위가 서로 만난 곳이다. 두 부위만 만난 곳에서는 반응이

미완결된 액상이 관찰되며 일방향 배열 부위의 내부에는 2-1-1 업자들이 분

산되어 있다. 이러한 형상은 (액상 + 2-1-1 상) • 상으로 진행되논 포정반

응으로 얻을 수 있는 미세조직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일방향 배열 부위내

부에는 일정방향으로 진행된 미세균열이 관활된다. 이 미세균열들은 포정

반응 후 980°C에서 상온으로의 냉각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주목활만한 현상은 미세균열이 형성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간에

색상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 미세균열의 주변에는 산소의 확산에

의한 쌓정 구조가 관찰된다.이는 미세균열이 산소의 효과적인 확산 경로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관찰결과는 개가공이나 고각업계가 산소의

확산 경로인 다결정 YBa2CU 30y의 결과와 비교과 된다.

그림 2-2는 그럼 2-1 의 중앙에 표시한 부위의 450°C. 공기중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여준다. (a) 는 소결시간이 6시간 (b)는

20시간이다. 미세균열에서 초기에 형성된 사방정영역이 열처리 시간이 증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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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Microstructural change of the delineated rectangle region of fig. 1 with

annealing ti~e in air at 450°C showing that the transformation stress form

tetragonal to orthorhombic phase induced microcracks along the (001) cleavage

plane of Y-Ba-Cu-O oxide. Annealing time of (a) and (b) is 6 hand '20 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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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균열이 없는 부위로 확장됨이 관찰된다 그러나 그럼 (a) 에서

는 사방정으로 변태하지 않은 부위가 여전히 관찰된다. 이는 전 시펀에 산

소가 확산하기 에는 열처리 시간이 충분하지 뭇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그렴 φ)에서는 거의 전 영역이 사방정상으로 변태함을 보인다. 또한

상전이가 진행된 시연일수록 상전이시의 응력 발생에 따른 미세균열이 상

대적으로 증가한다. 앞서 관찰한 열응력에 의한 미세균열과마찬가지로 상

전이에 의한 균열도 산소원자의 확산경로도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정방정-사방정 상전이에 의합 미세균열 생성은 다음의 두가지 과정으로

셜명될 수 있다. 첫번째 가능한 과정은 일방향 성장한 1-2-3 판 내부에서

의 미세균열 생성이다. Y-Ba-Cu-O 산화물을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려하면 산

소원자틀이 1-2-3 결정 격자 내로 확산 침투되고 두개의 Ba-O층사이 에 위

치한 다1(1 )-0사슬 구조에 일차완 규칙배열을 하게 된다. 이 산소원자의 일

차원 규책 배열로 인하여 정방정에서 사방정구조로 상전이가 일어난다.

1-2-3 상으로의 산소의 확산은 결정격자의 C축의 수축으로 인한 약 1.5%의

부피수축31)을 일으킨다. 또한 I차원 산소 규칙 배열에 따른 내부응력이 발

생한다. 이 응력들은 결정내에 미세균열을 형성하고자 이 계의 벽계면￠

leavage plane) 인 a-b 면30)으로 미 세균열을 생성시 키므로써 소멸된다. 예를

들어 고상반응으로 Y-Ba-Cu-O 산화물을 제조하면 생성된 초전도 결정들의

방위가 매우 다양하며 결정립의 코기 또한 수 따아코론 정도로 작다. 이

겸우어1는 그다지 많은 미세균열 생성 없이도 쌍정의 생성만으로 내부응력

의 대부분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액상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의

빌방향.배열 부위에서는 모든 결정립들이 C축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압축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큰 응력은 단지 쌍정의 생

성만으로 소결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겸과적으로 변태응력으로 인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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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배열 영역에는 많은 균열들이 포함되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 았기

과정은 적층된 1-2-3 판들의 계변에서의 균열 생성이다. 그림 2-1 에서 관찰

된 일방향 배열 부위는 하나의 커다란 결정렵과 같이 보이긴 하지만， 자세

히 관찰해 보면 비슷한 성장 방위를 갖고 있는 결정들의 입합체이다. 그렴

2-3 에 1-2-3 업자들이 포정반응에 의하여 (액상 + 2-1-1 상)으로 부터 성장하

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1-2-3 입자의 성장방위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

지 않으며 판틀간의 약간의 mismatch 와 이방성 성장에 기인하여 두개의

판사이에는 잔류하는 액상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계면에서 폰

재하는 액상들로 인하여， 만일 계면이 초전도 결정의 내부보다 취약하다면，

산소확산시의 변태응력에 의하여 이 부위가 파괴되기가 쉬었을 것이다.

Min 등 29)은 편광 현미경을 통하여 다결정 Y1Ba 2CU30y에서 산소의 겹

보기 확산계수를 계산하였다 .. 450°C 공기중에서 이론 멸도의 90% 인 시 편

의 경우 산소확산계수(D)는 1.1x 10-8 cm2/s , 96% 밀도 시 편의 경우에는 2.2

x 10갖m2 /s이었다. 이 계산에 의하면 1cm두께의 정방정 시편을 완전히 사

방정A로 변태시키기 위해서는. 90% 밀도와 96% 밀도시편의 경우 각각 5일

과 100일의 열처리 사간이 요구된다. 두 시편사이에 열처리 시간이 상당이

차이를 보업은 개기공이 산소 확산에 효과적인 역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그림 2-1 과 2-2에서 관활한 바와 같이， 액상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

변에는 고상반응법으로 만든 시면에 비하여 개기공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각업계도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가 액상공정으로 제초한 시편

에서 열처리 시간이 낀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본실험에서는 열충격에 의 한 균열과 상전이에 의한 미세균열이 관찰되

었고， 이들이 산소확산 경로가 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실제로 이러한

결함들이 폰재하지 않는다면， 액상공정으로 제조된 시편얘서 산소확산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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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Fig.2-3:

'"

Microstructure at the impinged area of two textured 1-2-3 regions
’ i

‘

showing" the typical texture-growth pattern of 1-2-3 plates from the mixture of

liquid: phase and' 2-1-1"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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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문현들에 보고된 것 ::S:l，.혀)보다는 훨씬 더 긴 열처

리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33)processIngLiquid-phase zone-melt textur~_ng 햇과

me1t-powder-melt growth표)와 같아 액상을 이용하여 초전도 입자들을 일

밀도를 기록하고 있다.

방향 배열시키는 공정들은 Y-Ba-Cu-O계에서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임계전류

그러나 이들 시편 모두에서 많은 미세균열들이 관

찰되고 있으며， 이는 재료의 임계전류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

다. 열충격에 의한 균열생성은 열처리 기술의 적절한 개션을 통하여 제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나 상전이에 의한 균열생성은 이계 자체에서 해

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균열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방

법， 예를 들어 제 2 상 첨가물에 의한 균열생성억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뛰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세조직 제어를통하여 1-2-~ 재료의 ;입

겨l전류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액상공정으로 제조한 Y-Ba-Cu-O 초전도체에서 Y2BatCutOS 첨가에

따른미세초직 변화

발견이래 Y-Ba-Cu-O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를산화물 초전도체의

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그 결과

개선된 제조공정들이 점진적으로 개발되어 왔다ι 현재까지 가장·가능성있

는 공정 인 melt' textruing process 36-39)는 BaCuO + .CuO + Y2Bat<;:uiOs (

이 공정윤2-1-1 상) • YtBa 2CU30 y ( 1-2-3 상) 의 포정반응을 포함하고 었다.

제조된 Bulk시편은 수 Tesla의 자장하에서도 104A/αn2
의 높은 임계 전류밀

도를나타낸다. 고 업계전류빌도를 얻기 위한 결정적인-미세조직은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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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을 C축에 수직하게 배열합이다. 포’정공정의 대표적 ‘미세조직 종의

하나는 C촉 배열된 초전도 입자내에 2-1-1 입자들이 포획된다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1-2-3 상내에 미세분산된 2-1-1 입자들로 인하여 재료의 임계전

류밀도가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때) 많은 연구들이 Y-Ba-Cu-O 계

에서 임계전류밀도와 미세조직에 미치는 2-1-1 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집중

되어 왔다~앵) Murakami 등40)은 2-1-1 함량이 증가활수록 임계전류빌도

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고· 원인으로 2':1-1 상과 1-2-3 기지간의 계변을 저l

안하였으며， 이들이 flux pinning. center로 작용한다 하였다43-45) 반면 Jin

j동 41)의 결과에 의하면. 2-1-1 입자의 크기를 submicron 까지 제어 하더라도

임계전류밀도에‘ 있어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McGiiul 등

의 연구 42)에 의하면•. zone..:melt-textured 시변에서논 2-1-1 첨가가 오히려

임계전류멀도를 저하시키는 역활을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2-1-1 입자의 임

계전류밀도에 대한 효과에 관하여: 아직도 서로다른 의견들이 제사되고 있

다. Y-Ba-Cu-O 계에 2-1-1 을 첨가할 경우에는 2-1-1 입자들의 미세분산만

비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다른 여러가지 미세조직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 41-44)

몇몇의 미세조직 관찰결과를에 의하면. 2-1-1 첨가는 포정반응을촉진시켜 미

세조직을 균일하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임계전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인

자충와‘하나인‘ 미세균열생성을 억채한다고 한다 41) 또한1 2-1-1 첨가는 생성

되는 '.1 -2-3 결정립의 두께를 갑소시키며 이 두께는 2-1-1 함량과 입자코71 에

의존함을·보였다 41-42) 그러나 이러한 미세조직 관찰은 임의의 결정학적 r 방

위변에서 얻은 것뼈)이거나 서로다른 여러 방위면에서 얻은 값을 평균한 것

.41)이다.. Y-Ba-Cu-O의 미세조직은 철단된 결정방위면에 따라 탈라칠 수 있

으므로; 좀더 정확한 2-1":1 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한 결정면에 대

하여미쩨조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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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요로 저1조된 Y':'Ba-Cu-O 에서 2-1-1 첨가에 따른 미세초직을 관찰함에 있

다.

1) 시펀제조

사용된 1-2-3와 2-1-1 분말은 Y2(\, BaC03와 CuO 분말을 고상반응법으

로 제조한 것이다. 적당한 화학조성으로 각 분말을 잘 섞은 다음 공기중

910°C - 950°C에서 24시간 하소한 후 공랭하였다. 1-2-3 분말은 2-1-1 분말과

섞어서 압축하여 성형체를 만든후， Couple 된 시편을 만들기 위하여 2-1-1

첨가 성형체를 1-2-3 성형체위에 올려놓고 950°C에서 24시간 소결하였다.

소결후 다시 1030°C로 급속히 가열한후， 1000°C로 3O°C/h의 냉각속도로 냉

각시킨 후 1°C/h 속도로 980°C 까지 서냉하였다. 이 시편을 980"C 에샤

10시간 유지한 후 공랭하였다. 시편내로의 산소 확산을 위하여 공기중

450°C 에서 48시간 유지하였다. 몇몇의 시면들은 포정열처리 후 액쩨질소

조에서 급냉한 후 다시 공기중에서 시간을 달리 하여 열처리하였는데， 어는

산소확산과정에 따른 미세균열 생성을 관찰하기 위합이었다. 미셰조직은 광

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마경으로 관찰하였으며， 관찰부위은 그림 I 에 나타낸

것과 같은 일방향 성장 부위가 두 성형체간을 통과한 계면부위이었다.

2) 결 과

그럼 3-2는 포정반응 후 액체질소조에서 급랭한 정방정 시연의 1-2-3 성

형체와 2-1-1 첨가 성형체의 계면 주위의 미세조직이다. 두 성형체깐의 차

이는 미세조직내에 분포하는 2-1-1 입자의 분포밀도 차이로 잘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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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region

1-2-3
com'pact

Interface
2-1-1 added

compact

Fig. 3-1. Schematic drawing of the partially melted sample where a 1-2-3

compact was bonded with a compact with 2-1-1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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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compact

.. Interface

2-1~1 ’ added

compact

Fig. 3-2. The optical micrograph of a tetragonal sample quenched in a liquid

nitrogen bath after the peritectic reaction, showing the microstructural change

near the interface between a 1-2-3 compact and 2-1-1 added compact. L a떼 C

denote a liquid phase and a microcrack,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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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쳐l 에 해당한다.

미세조직의 위부분은 1-2-3 성형혜， 아래부분은 2-1-1 을 20 wt.% 첨가한 성

두 성형쳐l의 계면부위를 관통하는 몇몇의 미세균열이 관

찰되는데， 이 균열들은 액체질소조에서 급랭딴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반면

2-1-1 입자의 포획 에 따

른 불완전 포정반응에 의한 것A로 여겨지는 잔류액상들이 관찰된다.

여겨진다. 1-2-3 성형체 부위에서는 1-2-3 기지내에

2-1-1 첨가 성형체에서는 잔류액상이 관찰되지 않는데， 야는 2-1-1 첨가에

따라 1깅-3 생성반응어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렴 3-3은 포정반응후 공기중 4500C 에서 48시간 열처리후의 미세초적

어다. 미쩨조직상에서 관찰되는 plate 계 변의 방위로 부터 1-2-3 plate둘이

그럼 2에서 관찰된전 영역에 걸쳐 같은 방위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방정 미세조직과는 달리， 공기중 열처리 후 다량의 미세균열이 관찰된다.

각하다.

미세균열의 생성은 2-1-1" 첨가 부위보다는 1-2-3 성형체 부위에서 대단허 심

이 부위에서의 균열들은 매우 깊으며 1-2-3 성형체 부위를 쉽게 전

파한다. 그러나 2-1-1 첨가 부위에서는 균열 전파가 억제된다. 또한그림 3

이는 1-2-3 상의 성장기구와 관련이 있어

의 왼쪽 부위에서 관찰핍과 같이， 액상이 포획된 부위에서는 1-2-3 입자의

성장 :방위가 약간 어긋나게 된다.

보인다.

그렴 3-4는 그림 3의 두 부위에 대한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2--1 ,,1

첨가 부위 (그림 3-4(b))에서의 1-2-3 plate의 두께는 1-2-3 성형체 부위 (그럼

3-4어》의 것보다 대단히 미세하다. Plate 계면을 따라 생성된 며세균열들은

2-1-1 업자들과 만난 경우 대부분 입자를 깨고 계속 전파하눈 경향을 보인

다. 반면 2-1-1- 첨가 부위 에서는 미세균열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라나 2-1-1 첨가부위에서도 미세균열 밀도와 plate 계변의 두께는 2-1-1

첨가 부위에서도 미세균열밀도와 plate 계연의 두께는 2-1-1 업자의 분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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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 lI rface

1-2-3 compact

강그 co-uple$ e

2-1-1 added
compact

합f

휠

똘혔짧 1OO lfff편:￡-•

The optical micrograph of a orthorhombic sample annealed in air for

48. h after the peritectic heat treatment. Land C denote a liquid phase and a

microcrack, respectively. - 33 -



Fig. 3-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for (a) 1-2-3 compact region and (b) 2-1-1

added region of Fig. 3, showing the variation of a microcrack density and

thickness of 1-2-3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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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한다. 그림 3-5는 이러한 결과의 한예로서， 국부적으로 2-1-1업자틀이

모여있는 곳에서 plate 두쩨가 미세하여 짐을 보여준다. 또한 미세균열 생

성도 억제된다. 따라서 균절한 미세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2-1-1 업자들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림 3경(a)는 커

다란 2-1-1 입자와 균열 이 만나는 곳에서의 .균열 성장 형태를 보여준다.

Plate 의 계변을 따라 전파한 미세균열들이 조대한 2-1-1 업자와 만나서 업

자 내부로 균열이 전파됨을 알 수 있는데， 업자내부에서의 균열 성장방향

은 plate 계면 방향과 일치한다.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균열이 입자 전체를

관통하나 큰 업자의 경우에는 균열 이 입자전 채를 관통하지 않는다. 이 결

과는 2-1-1 입자가 균열성장을 어느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어떤 경우에는 균열생성이 plate계연 방위와 무관한 경우도

있는데， 그립 3-6(b)에서와 같이， 2-1-1 업자틀야 균일하게 푼포되어 있는 부

위에서 입자들을 파괴시키며 전파되고 있다. 이 결과는 2-1•1 업자분산으로

견덜 수 있는 외부 응력의 수준이 폰재함을 의미하며 이 응력수준은 2-1-1

합량과 업자크기에 의해 결정되리라 판단된다.

그렴 3-7은 포정반응후 공기중 1시간 열처리한 시편의 편광광학 현미경

사진이다. 미세조직상에서 다량은 어두운 션들로 나타나는 부위들이 관찰

되며， 이 션들의 방향은 1-2-3 판들의 성장 방향과 일치한다. 이들 형상이

상당히 확장된 부위(그렴의 왼쪽 부분)에서는 짱정조직이 관칠되는데， 이는

겁은 부위들이 사방정쌍에 해당되는 부위임을 의미한다.

3) 고찰

일반척으로 세라믹계에서 상전이나 열수축으로 인한 미세균열 생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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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5.:. VariaUon of. plate thickness due to the segregation of 2-1-1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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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showing (a) crack blunting at the large

2-1-1 particle and (b) crack propagation to a random orientation, breaking the

2-1-1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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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he optical polarized micrograph of a sample annealed in air for 1 h

after the peritectic heat treatment showing a typical diffusion process of o~ygen

atoms in the melt growth region. The dark and twin-possessing area is

corresponding to orthorhomb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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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의 결정렵크기와 관계가 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미쩨균열 생

성은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shaw등 4야운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다

결정 Y-Ba-Cu-O에서 1-2-3 결정내부에서 균열아 생성되는 임계 결정립크기

가 1 micron이라 보고하였다. 본 실험과 같은 액상공정으로 제조되는 시변

에서의 결정들은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시편의 그것보다 대단히 이방성을

갖는다. 이러한 형상 이방성은 제조공정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1-2-3 입

자의 크기는 두께가 약 수 micron , 길이가 수 mm 정도가 된다. 이렇게

큼 이방성 재료에서 결정립내에서 미셰균열 생성을 결정하는 인자는 평균

결정렵크기보다는 plate의 두께를 제어하는 것이 미세균열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과 3-4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2-1-1

첨가에 따라 plate 두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머셰균열 생성도 억제되

었다. 이러한 결정렵의 두께 감소가 1-2-3 결정랩에서의 미세균열‘생성억채

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방정- 사방정 상전이시 2가지 형태의 응력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

나는 a"b면 위에 산소원자들의 1 차원 규책배열애 따른 응력으로 이 응력

의 대부분은 쌍정형성에 의해 소멸되리라 추정된다. 다른 하나는 c-축의

수촉에 의한 응력으로 이 응력이 미셰균열생성의 주원인으로 믿어진다.

Kim등 SO)의 연구에 의하면 방향성 성장부위에서 산소확산은 두개의 방향

성 배엽 부위가 만나는 고각업계로 부터 시작하여 얼방향 성장부위에서는

plate 계연을 따라 진행된다하였다. 이러한 산소의 확산과정을 그렴 7에서

잘 관찰된 바있다. Plate계변을 따른 산소확산에 의해 야 부분은 결정립의

내부보다 우선적으로 사방정 상전이가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그림 3-8에

도식화한 것처럼 인장응력하에 있게 된다. 이 조건하에서 plate의 계면들

은 결정내부보다 미세균열이 생성될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갖체 된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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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g~ Schematic' drawing ofatoxygen'diffusion proces's in the mel t'. texture

region. 0 imd Tdenote orthorhombicand'tetragonal phas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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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본 실험의 관찰과다른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미세균열 생성이 plate

계변에서 진행됨을 관찰한 바 있다. 계속해서 계변을 따른 산소확산이 진

행되면， 생성된 균열 선단에서 상전이 지역이 확장되므로 이것이 균열 전파

를 조장하게 되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2-1-1 첨가에 따라 plate 의 간격이

좁아지고 많은 2-1-1 업자들이 계 면에 위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세 분

산된 2-1:1 입자들은，그렴 3-6 (a) 에서 관찰된 바와같이， 미세균열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

라. 다심선재의 설계 및 제조

상용되고 있는 저온초전도체 션재의 경우 강력한 자장의 자석을 제조하기

위해 주로사용되고 있다. 초전도선재는 임계온도이하에서 그초전도특성을

나타내며따라서 임계옴도이하의 온도를만틀고또유지하기위한일정한용거

나혹윤단열장치가필요하다. 송전 케이블처럼 넓은공간을 점유하는경우냉

각및 단열에 어려움이많으므로경제성이문제되고있다. 현재이러한냉각방

법의 한계성에 의해 한정된 공간의 냉각용기를갖는강력한자장의 자석 제작

에 한하여 주로 제작되고 있다.

고온초전도체의 경우 임체온도를 질소 비등점이상으로 올리게 되었으며，

이와같은결과로고가의 액체헬륨을냉각재로사용하는저온초전도체에 비해냉

각방법의 한계점을어느정도해결할수있다해도역시 현재로서는높은자장내

에서 높은 전류 밀도를 얻을수 있다는 특성에 의해 우선 강력한자장을 얻기위

한자석의 제조에 쓰여질 것으로고려되고 있다.

이처럼높은 자기장내에서 초전도선재가사용될 가능성이 점차높아졌으

며，이에 대한많은 연구가수행되어왔다. 초전도체의 경우그림 4-1 과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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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Critical-current surface for a commercial superconducting alloy of

jiohinti-titanium- (Based on recent measurements at 4.2 κ togather with

earlier measurements at variable temperature. ) [Ref.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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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흘릴 수 있는 한계 전류량즉 임계 전류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결과는 강력한자기장을 얻기 위한자석의 사용션재로는，불리한

조전이 된다 따라서 높은자기장내에서 안정하게사용할수 있는초전도·재료

의 개발이나혹은 열적， 전자기학적인 형태의 셜계에 있어 많은 발전이 r 지금까

지 계속되고 있다51)

I) 션재의 안정화

가) 안정화를 위한복합재료

초전도자석의 발전 역사를볼때 큰 규모자석의 경우，제조후셜계펀 값의

자기장을얻지못하거나，혹은운전중급격한자석의 손상을경험하곤하였다.

이와 같윤 현상은보통 flux jumping 이라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0" Flux

jumping 현상은외부자장에의해 초전도체에 형성된 초전도차폐전류가급격

히 ( IO'~ 초 ordeη 감소하고 자속이 도체안으로 침투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

상은온도나 자기장의 변화와 같은 disturbance 에 의 해 야기된다. 이러한 자속

의 이동에의해 열이 발생되며，이 열은초전도쳐l 성질을유지하기위해열전달에

의해 외부로 방출되어야한다. 이때 식 1과같이 magnetic diffusivity DM이

thermal diffusivity .DH 보다큰경우 발생열이 방출열보다커지게되며， 따라서

flux jumping 현상을방지할수없는상태가된다51)

다~ > DH

‘
l
I
/

’
l·‘

/‘‘
、

저온초전도체의 경우 대략 ~ = 103
- 104 cm2 /sec' 정도이며 D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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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ι/않C 정도이다. 즉 초전도체만으로 제조된 션재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없음을 얄.수있으며 따라서 구리와같이’ 열전도율이 큰재료와의 복합

이·필요/함을 알수 있다.‘ 더우기 금속계 저온초전도체에 비해 고온초전도;체의

경우여러 종L류의 분딸을 혼합 성형 소결한재료이므로， 물성 상수를예상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가공조건에 따라소결체의 성질이 변할것을 예장할수 있다.

따라서 실험에 의한물성 조사가제조조건에 따라각기 수행되어야한다.

저온초전도쳐l에서 구리와 같이 열，전기 전도도가좋은재료를사용하여 안정

화시키는 경우초전도체와 구리의 상대적인 양의 증가에 따라흘렬수 있는전

류%t을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수 있다. 이관계는식 2 로표현할수있다.

(A.eu 1 AS)'3 -+dAcu / As) = (f 2Je 192qf1) It' .(2)

, ; ’· ‘

"
’ ‘- ‘

여기서 Am눈’선재에서 구리의 단면적， -As 는초전도체의 단면적 ; p" 는

쿠려의: resistivity, Ie 는 업계천류 밀도; qf는단위면적당의 heat flux rat님 , It=

Jt As，그리고 g 는 proportiona11ity상수 ( 원 형단변의 경우 g= 2 n V2
) 이 다. 서

L;

재의 i셜켜l시 안정화를위해구리와같은열전도율이큰 재료를복합하여제작해

야합을:알수있으며， 구리와 초전도체의 비율을설계 단계에서 미리 결정해야

;합을알수있다.

::;고온초전도체의경우가공방법으로서 현재 powder-in-tube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있으며，튜브의재료로는은(silver)을주로사용한다. 은은

및 전기전도도가 표 4-1 과 같이 우수하므로 저온 초전도체 선재의 감성

(integrety) 를주는이외， 초전도체에 대한열적 자기적 안정화에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따라서튜브의 두께즉은과초전도체 양의 비율을적당히조절합으

로써 펼요로하는 최대 흘릴 수 있는 전류(trasI>ort current) 를조절할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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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1. Physical properties of pure copper and pure silver

Copper Silver

Melting Point 1083°C 960.8°C

Coefficient of
thennal expansion (20°C) 17.0 μm/rn.K 19.68 μm/m.K

Specific heat (20°C) 385 JlKg.I< 234 JlKg.K

까lennal

conductivity (20°C) 391 W/m.K 4186.8 W/m.K

Elec미cal

resistivity (20nC) 17.1 n.Q .m 17.7 nQ.m

Tensile sσength 220 MPa 13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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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있다.

나)‘ 다심 션재 설계 개념

외부의 자장。l 가해질 때 초전도체에 침투하는 자속션 ( flux line) 에 대 항

하여초전도체에는차폐전류가흐르게된다. 이때흐르는전류는입계전류를

초과할수없으며， 따라서 자장아증가합에따라자장이션재내에 침투하게 된다.

침투된 magnetization 에너지 %판그립4-2 에서보는것처럼 초기와최종상

태에서의 자기에너지 ( magnetic energy ) 의 차이로 계산되어 질 수 있다‘ 한

편，단열상태에서의열발생량및 열발생에의한온도변화와의관계는 식 3 과

식 4 와같이 계산되어진다. 여기서 단열 상태의 가정은식 1 에서 언급한것처

럼 재료의 thermal diffusivity 에 비해 magnetic diffusivity 의 크기가 매우 코

기 때문에 충분히타당한것으로받아들여 진다.

;.d·Em = :!. (1 0.7/6π )JMdM

= - (40 /3) 10경2 J Ic dJc

.d Em = J C(T) dT

(3)

(4)

여거서 .d Em 은 저장된 자장 에너지， C(T) 는 heat capacity, a 는초전도체를

slab 으로 가정하는경우두께에 해당하며， 각각의 적분은초기 ( i 하첨자)및 최

종상태 ( f 하첨자)에서 각각 magnetization, 임계자속밀도그리고 온도에대하

여 계산한다. 식 3과식 4의 결과로부터 초전도체가 magnetization 에너지에

의한 열발생으로부터안정하기 위한 조건은식 5 로 표현될 수 있다. 본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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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Magnetization of a slab as a function of ambient field. The solid;.

line magnet.ization is based on Jc=const and the dotted-line magnetization

on Jc=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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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이 단위로em， 자속단위로 De, Je단위로 A/em:.! 을사용하였다.

a < Jef
l

[( 3/40) 109 C(Ti) Tel 1/2

단 Te = - (l /Jei)( a Je / 8 T)T=Ti

(5)

이와같은계산식은실제 제촉된 션재의특성조사및측정결과와약 10 %

이내의 오차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저온초전도체의 경우대략 a 의

값을계산해보면 약 0.016 em 정도이며 이때흘랄수있는전류는약 20A 에불

과하다. 따라서 20A 이상의 전류를 필요로하는자석의제작을위해서는다심

션재측 filamentary. conductor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초전도체만을고려

한 경우위와 같bl 단열 상태의 가정이 어느정도합리적이나， 실제 초전도체l 선

재는구리와같은재료와의복합 째효이묘로등온상태로가정하여계산하기도

한다. 에，경우결과만을살펴보면식5에 대하여 식 6 으로표현된다51)

a < Jei-1 (12/ n농 sTe/ (J )112

-

( 6)

여기서 κ s 는초전도쳐l의 thermal conductivity 이다. 이 경우 a 의 값도

역시 매우작게계산된다. 따라서 이렇게 작게 계산된 초전도션재의두쩨를가

지고，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다심선재의 형태로셜계및제작되어야 함을알

수있다.

다심 션재의 경우 각각의 filament 가 독립적인 역할을한다면 션째 전체가

흘릴 수 있는 전류의 %딴 각 각의 filament 에 흘릴 수 있는 전류량과

filament 수의 곱으로표현될수 있다. 직류전류에 대하여는각각 filam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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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거동하나교류의 경우 시 간에 따라 외부자장의 변화가 발생하묘로

이러한자장의 변화애 의해 matrix 즉구리와같은 nomal 재료에 전류가 발생

된다. 이때발생되는유도전류는식7 과같이표현될수있다.

1=10경 H (7)

만일 matrix 의 전기 저항이 무한대라면서로 filament 간의 천류는차단

되고유도전류는 filament 내에서만흐르게된다. 그러나 matrix 의 전기저항

이 어느정도값을가지게되는경우각 filament간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

게 형 성된 전류가각 filament 에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양보다 커서는 안된다.

이와같은관계로부터식 8 과같은관계식을얻을수있다.

1/ = (2 (J Jc d10 8I감 ) (,\ (w Iw+d » (8)

여기서 ~ 는 선재의 한계 길이 ( pitch length ) i d 는 초전도체의 두께， W

는초전도체와초전도체사이의 matrix 두께， ,\ 는초전도선재내의초전도체의

분율을나타낸다. Nb-Ti 선재이 경우대표값으로계산해보면 H=100 Ge/sec

경우약 μ=10cm 정도를얻는다. 계산식에 의하면 filament 의 길이가짧을

수록 션재내 filament 간의 영향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한계길이 4 를

줄이기 위한 실제 방법￡로써 선재를 twisting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Twisting 하는 pitch 를한계길이이하로 하는경우각각의 pitch 사이에 유도된

전류의 방힐판 pitch 마다서로바뀌게된다. 결과적으로 pitch 간의 전류흐름

이 독립적인회로를 형성하게 됩A로써 앞에서 제시한 임계 길이를 만족시킬수

있다. 이와같이 twisting 된 선재를사용하는자석은그렇지않은션째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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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보다그렴 4-3 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magnetization 을시킬수 있음이 보

교되고잉있다.“‘

이상과같이초전도체 션재를저l조합에 있어 단심 선재는물론실제응용에

있어 다십 선재의 제조펼요성이있음을알수있으며，따라서고온초전도션재

가공방법으로많이 사용되고 있는 powder-in-tube 방법에 의한 다섬 션재의 가

공기술및 가공성에관한 연구가초전도체재료의 성질 향상과더불어수행되어

얀-‘합을‘，알·수있다‘ l 그러나지금까지 고옹초전도체에 대한 물리적，기계적，

멸적씬 자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비한 상태이며， 따라서 적절한 다심 션재의

설계가어려운형편이다. 본보고서에서 제조하려고하는 고온초전도선재는주

로외국 관련자료에서 발표한 고온초전도 다십 선재의 직경 및 filament 의 갯

수를참고하여다심 선재를제조하고자하였으며，가공성및 제조공정 개발과함

께 원하는 형태의 다심 선재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을목적으로하고자

하였다5씨.

J :2) 초기충진량에따른단심선재의은두께변화

단심 션채의 기계적 성질 및 물성을 향상시키고제조공정의재현성을확보

하지위해서는초전도물성 연구와 함께 은 튜브내의 초전도체 분말의 충진과충

진된튜브의 인발에대한제반연구가펼요하다.Powder-in-tube 방법으로제조

되눈고:온초전도체션재에서 은 튜브의 두께 결정은션재의 임계전류결정등설

체사양에있어중요한의미를가질뿐만아니라，제조공정에있어서도인발장

력에 대하여 선재가 건전하게 인발될 수 있도록하는중요한인자이다었) 본 연

구에서는비스무스계 초전도체 분말과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은(silver) 튜

부를수명.인발기를사용하여원추형 die 로인발하였다. 일반적으로튜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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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킹에 관한 이론식에 의하면 외경이 감소합에 따라서 튜브의 두께가 증가한다

고셜명이 되 어지나， 실제 초전도 션재 제조과정에서는 인발응력애 의한 die 수

직 압력에 의해서 은튜브 내 분말야-압축되면서，분말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콜튜브의두께률오히려앓게하는현상을보여주고있다.

다심션재의가공에 앞서서 단심 션재내의 초전도체의 PJ=을조절활필요가

었다. 초기에 선택한튜브의외경 및 내경의 비율이 최종우리가원하는직경의

션재로인발가공되었을때초기에 션택된 초전도체의.선재내단면적 비율이 바

뀌게 될 가능성을생각할수 있다. 따라서 이에대한변화 양상을조사하고자하

였다. 즉 이러한 은튜브두께변화가튜브내부의초전도체분말의내압에의한

영향에의한다고볼때초기의충진밀도，즉초기충진 압력에 따라선재의 비율

이변한다고생각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을이론상으로해석하기위해서는은

튜브내에서분말와 거동 및 은튜브와분말사이의경계변에서의거동등에 대한

충분한정보가펼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해석에 앞서본연구어I서는실험을통

해 단심 션재에 있어 초기에 선정된 튜브의 내 외경 비율에 대하여 초전도체와

은과의 비율이 인발 과정을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

더우기 초기의 충진압력을 달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결과를 버교하였다. 이와

같은실험 결과는단심 및 다심 션재의 제조공정 자료로 유용하게사용될 것익l

다.

가) 설협 방법

초전도체 분말의 충진음 외경 6mm，내경 4mm，길이 100mm인 코기의

튜브에 충진압력 (packing pressure) Pc= a, sao, 1000, 1500, 2000 Kg/cm 2의 압

력별로 유압프레스를사용하여충진하였다. 충진시 초전도분말의 균일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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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밀도를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튜브에 대하여 진동을 가하면서 같은량의 분말

을여러번번나누어 넣은후매회마다 그림 4-4와같은유압프레스로요구되는압

력을가하여 충진-하였다. 또한 비스무스계 분말충진시 충진압력에 의한은튜

브가 좌굴 또는 변형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그렴 4-5 와 같은 소형밴드렬

(mandrel)을 사용하였다. 충전후 은튜브의 양단은 O.5 cm두께의 은마개로 봉

하였다.

선채로가공하기전각 압력별로충진된시면은 500°C 에서 1 hr 풀렴열처리

(annealing)를하여 윤의 가공성 좋게 하였다. 풀컴 열처리 후그림 4-6과같은

회전단조기( swaging machine) 에서 포인당(pointing)작업을 실시한 후 그럼

4-7과잘아연속 작업이 가능한 인발기로 션재 가공하였다. 그림 4-8 에서 보듯

이 선재의 급격한 감소율을 막지위해 여러가지 직경을 갖는 다이를 채작하였다.

사용된 다이눈 반경각이 8-9 0 였으며 다이직경은 단연감축율이 25% 인 다이를

선정하여 일정한 범위로 선재를가공하였으며 최종션재는 외경 1.0mm 까지 가

공을하였다.

충진압력에 따른 시 편은 은튜브의 단면감소율 (reduction ratio, R) 이

R=2.2, 3.6, 6.6, 12,9, 24.8, 36.0 인 각시편을 채취하여 마운팅 (mounting) 한 다

음 연삭(grinding)한후 공구현미경으로 각시편에 대해 3회썩 측정하여 명균치

를구해서 은튜브내의 초전도분말의 단연적 변화 맞 은투께 변화룹 측정하였다.

나) 선재내의 초전도체 비율의 변화

초기에 외경 6 mm, 내경 4mm 의 튜브에 초전도분말을충진한후 인발에

의해 직경을감소시키는경우그럼 4-9 과같은선재외경에 대한초전도쳐l의 직

경 비율울보이고 있다. 초기에 분딸이 4 mm 내경에 완전히 연속체로충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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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Hydraulic press used for initial tube pac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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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5. Mandrel used for tube p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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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waging machine for point proces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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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Draw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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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 Dies for draw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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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렴 4-8

초기 압력이 500

다고가정했을때 초전도체의 의 선재내 직경 비율은 그림에서 보듯이 0.67 정도

이나그값은인발작업초기단계에서급격히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현상은초기의 충잔펀 분말이 충분한내압을갖지못해 외부의 인발압력에 대하

여 영향을주지뭇하고，단순히튜브만의 인발결과로생각활수있다.

에 의하면 초기 충진압력이 착을수록 감소하는 양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초기

충진 압력이 okg/cm2 및 500 kg/cm 2 의 경우는 그 이상의 초기충진압력셰 비

해 인발공정 전체에서 낮은값을보여주고있으며， 그값틀은초기의 큰감소:후

거의 각기 및정한 값을유지하고 있었다 실험하기전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초

기 충진율이 높을수록튜브내에서의 초전도체의 단면 점유벼논 초기 튜브씌 내

외경벼에 보다 접근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 또한 초기 “충진율이 1000

kg/αn2 이상의 초기충전압력 이상에서는거의 비슷한값으후산란정도가크게

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실혐 결과는단심션재에 있어원하는직경의 선재를

가공하는경우초전도체의 점유비를예상할수있으며， 이에따라초기에사용되

는 은 튜브의 내경 및 ‘외경을‘ 결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kg/cm2
이상의 시편에서 단면 감소율 36 인 경우 감소된 선재 외경 1 mm 에서

거의 벼슷한값으로접근핸것을볼수있다.즉 외경 1 mm 까지의 인발작업

중각각의 초기의 충진 압력에 관계없이 내부의 압력차가 감소되어 일정한 값으

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초기 충진율이 okg/cm 2
인 경우는 이와는 달리

그이상의 초기 충진윷시편에 비해 아직 임계 내부 압력 까지 접근하지 않은것

으로보여진다. 이 결과는지금까지의 제조공정이 주로초기압력을주지않고

충진해왔으며 또한최종원하는션재의 직경이 약 lmm 정도라는사실을생각

할 때 매우중요한 결과로 생각될 수 었다.

그림 4-10은 각각의 단연 감소율을 갖눈 인발 공정 후， 초기 충진 압력을 달

리한션재들의초전도체의 점유비를비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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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값은산란 정도가 심하게 보이고 있으나전체적으로 각각의 단면 감소율 정

도에 대하여 초기 충진율이 큰시-편알 수록션째내 초전도체의 점유비가증가하

파있다. 이 경우초기 충진 압력 Okg/αn2 에서 1000kg/cm2 사이에서는거의 일

차합수적인 변화를보아고있으며 그이후는물론실험 값의 산란정도가심하

게나타나기는하지만그·증가율이 감소한것A보보여 진다. 또한단면감소율

이 커질 수록초전도체의 접유벼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변곡위치가점차 낮은충

진율 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그림 4-10 의 단변 감소율 R=36 의겸

뷰잘보여주고 있다. 그립 4-11 에서 보듯이， 각각의 단연 감소율에 대하여 ;2 차

합수형태로줄어드는 것을볼수있다. 단면 감소율 10 이하에서 튜브두께는각

충진시편에대하여차이를보이고있으나，점차그차이는줄어들고있다. 그림

4-lJO 에서와는달라、튜브두꺼 l만의 변화를비교한그림4- 12 는전체적인 튜브두

께의 변화양상을잘나타내고있다 .
.’

--
‘ι

1

‘

3) 다십;선재의，제조

.‘-
’‘--‘’‘‘

본과제를통하여 powder-in-tube 방법에 의 한 다심 선재제조는 1990 년 고

온초전도션재개발에관한연구보고서에서 1m 의 filament 를갖는비스무스

계의 다심 션재를 제조한경험이 있다. 이와같은제조경험윷토대로본보고서

에서는 filament 의 직경을더욱 줄이고， 약 500 개 이상의 filament 를 갖는 다

심 선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이 제조과정을 통해 원하는 직경의 초전도체 그

리고원하는은과초전도체의 비율을얻기위한공정 기술을개발하그l자하였다.

1990년도보고서에서제시한 1087H의 filament 를갖는다십션재의 경우각

filament 에서 초전도체의 직경에 비해 은튜브의 두께를너무 적게 션정된 것으

로생각되었다. 즉이와같은두께로는다음의 인발혹은롤링 과정에서파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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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매우크다ψ.

본보고서에서는 최종 다심 션재에서 초전도체가 충분히 안정된 형태로자

리잡게하기위해 나절에서 수행한 단심 선재에서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립

4-9 에서보듯이 초기의 인발과정을제외하고는거의 일정한 값을 인발전 과쩡

을통해 유지하고 있 었으며. 1087ij 다십 션재의 제조 결과 cluster 를 만들기 위

해 가공펀 단심션재의 초전도 직경 및 튜브의 직경바가최종다심션재의 경우까

지 거의 비슷한값으로유지되고있음을알수 있었다. 이같은현상은 앞철의 단

심 인발결과에서보았듯이 최종제조된 단심 션재의 경우이미 분말이 입계충

진 압력에 도달되었다고 생각할수 있다. 이와같은 실험결과를참고로하여 520

개의 filament 를 갖는다심 고온초전도체를제조하고자하였다.

가) 다심선재의가공

외경 3.6 mm, 내경 2.6 mm 인 은 튜브에 비스부스계의 초전도분말을충진

하고양단을압착소성변형시격분말의 누출을 방지하였다. 분말충진된은튜

브는 전기 가열로에서 500ae 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은 의 가공경화를 해소시격

연성 및 전성을 좋게하여 작업 성을 향상시 켰다. 충진된 은 튜브는 swaging

M/C으로 pointing 작업을하여끌단을인발작업전에 die를통과할수있도록

직경을감소시켰다. 인발 작업은 die 를 션재직경에 비해 20%를 넙지않도록

선정하여급격한 단면 변형에의한 선재의 파손을방지하고자하였다.

인발가공을통해 외경 0.8 mm 까지 가공한후 이 단심을 26 개 모아 외경

6mm, 내경 5mm 의 은튜브에 넣어 cluster 를제조하였다. 이 경우단심에서와

같윤풀림 열처리를수행하였다.그림 4-13 과같이 g 채의 단심 filament 를 갖

는 cluster 를다시 외경 6mm，내경 5mm의 은튜브에 20 개를 넣어 최종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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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렛. Multifi1am.e~tarr superconduc~ing wire used tor , cll1stersof the

52q fila피enta.ry sl:lp~rcondt낀ting ~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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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filament 를갖도록하였다. 역시 열처리 후인발작업을수행하였다， 단

심가공과는달리 pointing 작업중은퓨브가길이방향요로자주횟어지는현상

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전공정을통해 3-4 차례의 열처리를수행하였다. 그럼

4-14 에서 보는 것처럼 .520 개의 filament 를 갖는 직경 1.5 mm 의 다심 션재를

가공하였다.

나) 다심선재의 형태조사

그렴 4-14 에서 보듯이 520 개의 filament 를 갖는 최종 ISmm:직경와 다심

션재에서 각 filament의 직경은 0.017-0.034 mm ( 17p m-34 p m)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다. 각 filament 의 형상이 저온초전도쳐l 다심 선재에비해고르지

못하며크기또한 일정하지 않다. 이와같은결과는저온초전도체가금속화합

물인데 비해 분말을이용한 powder,..in-tube 방법에 의한 고온초전도체의경우

션재내의 분말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고적당한내압을튜브전체에고르게 가하

지못하묘로인발작업중불균일한형태를얻윤것으로보여진다.따라서고온

초전도체의 션재 설계는저온초전도체에벼해 높은제조기술수준을요구할것

이며， 이와같은제조기술의발전이 없으연 설계 단계에서 최적 설계의 개념은

저온초전도체의설계 개념과는달러 제조공정 단계에서 생기는여러 현상을고

려하는최적 설계의 개념을가져야될것으로생각된다.

다십 선재내의 filament 가 명균약25p m 의 직경을가지고있다고가정하

여 초전도선재내에서의 초전도쳐l 와 은의 단면비를구하면 약 15% 정도의 단

면비를 얻을수 았다. 이 단면비율은저온초전도체의 경우에 비해 적은 값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최종선재에서 cluster 와 cluster 사이의 두께를줄이는방법을

생각할수있다. 앞으로의과제수행은초전도체의점유비를조절하기위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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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520 filamentary high-Tc superconducting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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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과보다고르고일정한초전도단면 형태를얻을수있는기술개발이 필

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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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반응법과 액상공정으로 제조한 Y-Ba-Cu-O계에서 ce02첨가에 따

른 미세조직， 초전도성과 미시경도를 관찰하였다. 고상반응중에 대부분악

ce02는 BaCe03를 형성하는데 소모되며， 일부 소량이 1-2-3상과 반응하여

사방정-정방정 상전이를유발한다. ce02 첨가에 따른 BaCe03 생성량의 증

가와 상전이로 인하여 ce02 합량에 따라 Tc는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시료를 액상공정요로 제조활시얘는 BaCe03가 생성되더라도 1-2-3상과 분리

시킬수 있고 1-2-3 기지내에 미세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 2

상을 초전도상으로 부터분리시킬수 았기 때문에 재료의 Tc는 ce02 합량에

관계없이 90K 가량의 높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미세분산된 BaCe03

입자들은 재료의 미시경도를 상승시커는 역활도 함을 얄 수 있었다.

1-2-3 입자들이 일방향 배멸된 영역에서 편광현미경을 사용하여 조사하

여 산소확산을 조사하였다. 정방정상이 사방정상으로의 상정이를 관찰한

결과， 사방정상은 많은 미세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정방정 상에서는

미세균열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산소확산은 열충격에 의한 미세균열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며 상변태 응력 에 의하여 생성된 미세균열로 같은 역

활을 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개기공이나 고각입계가 산소확산 경

로인 다결정 Y1Ba 2Cu 30y의 결과와 비교된다.

2-1-1 첨가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및 상전이에 따른 미세균열 성장을

동일한 방위로 성장시킨 시편의 포변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2-1-1 첨가는

포정반응시 1-2-3 상 생성을 촉진시격 잔류액상이 전혀 없는 균밀한 미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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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갖게 한다. 또한 미세균열 생성을 상당히 억제하며 1-2-3 plate 의 두

께를 감소시킨다. 방향성 성장영역에서의 마세균열 생성기구는 plate 계면

을 따른 산소확산경로 및 1-2-3 plate 두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1-2-3 plate 두께의 감소 및 미세한 2-1-1 입자의 분산이 l균열 생성 및 성장 r

억제에 중요한 역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자장자석의 solenoid 에사용하고자하는고온초전도체션재의 경우，저.

온초전도체의설계 기준으로해석하여다십 션재의 개발펼요성을조사하였다.

단심 선재의 경우초기 충전 압력을가하는경우 충잔하지 않은시편에바해 초

전도체와윤튜브와의단면비가 초기의 은튜브의 외경 및 내경 단면비에 보다，

접근하고있었다 초기의 인발 작업 단계에서 비교적 급격한 단먼비의 감소가

있었으나 그 후 인발 단계에서는 거의 일정한 단면벼를 유지하였다.

Power-in-tube 방법에 의해 520 개의 filament ( 직경 17까 In- 34，μ m)를 갖는，

1. 5 rom 외경의 고온초전도선재를제조하였다.각 filament 의 형상이 저온초

전도다심 선재에 비해 고르지 뭇하나외국에서보고되고 있는고옴초전도다심

선재와버교해볼때대둥한외형적특성을갖는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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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diffusion paths and microcrack formation
in the textured 1-2-3 regions of partial-melted Y-Ba-Cu-O oxide

Chan-Joong Kim, Ki-Baik Kim and Dong-Yean Won
Superconductivity Research Departm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O. Box 7, Daeduk-Danji, Ta깐on 305·353, South Korea

Received 26 March 1992

By annealing tetragonal Y-Ba-Cu-O in air, the oxygen diffusion process in the textured region of 1-2-3 plates was investigated
by use of an optical polarizing microscope. The oxygen diffused region was identified by observing the orthorhombic phase near
cracks containing twin structure and the tetragonal phase, the crack-free region. The thermal cracks formed by rapid thermal
processing offer good diffusion paths for oxygen atoms in the textured region. The transformation stress from the tetragonal-to
orthorhombic phase results in the formation ofmicrocracks along, the cleavage plane ofthe Y-Ba-Cu-O oxide. In addition to the
thermal cracks, the transformation cracks are though to be effective oxygen diffusion paths in the textured 1-2-3 region. This
result is comparable to that for polycrystalline Y-Ba-Cu-O oxide where oxygen diffusion paths are regions of open porosity and
high-angle grain boundaries.

Reprintedfrom MATERIALS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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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ealing tetragonal Y-Ba-Cu-O in a,ir, the oxygen diffusion process in the textured region of 1-2-3 plates was investigated
by’ usc of- an optical polarizing microscope , τhe oxygen diffused region ~as identified by observing ， thζorthorhom ，bic phase ‘ near
~~acks containing twin s따cture an.d thetetragona1 phase, the crack-free regi~n: The ，t，her~a~ .~r~샤~Jorme~: b):' ， r~p，~d챈erqtal

processing otTer good diffusion paths for oxygen atoms in the textured region ,The transf，?~ation str~ss，단o~. the ，t.~tragonaH !3-

‘ orthorliombic phase result승in the formaiion o(microcracks along the c1eava'ge plane o'f th'e Y-:Ba-Cu~d 'oxide. In a'ddition to i~e

thermal cracks. the transformation cracks are, though ,to be eπecti\'e oxygen diffus'ionψaths)in ‘the text~red I:'i-}'t-egion'‘ 돼is

result is comparable to that for polycrystalline Y-Ba-Cu ,:"Ooxide where oxygen l;iiffusion paths are regions'of open"porosityfand
high-an밍e grain boundaries. ‘ · ’ ‘ ” ‘r • ! : I: ,:

1. Introduction

, It is well known that the superconducting behavior
of YIBalCu30" (1-2-3) is' sensitive to theoxygen
content [I]. By cooling the oxide in an oxygen at·
mosphere from 900-950°C, which, is the usual sin
tering temperature for, this system, the high-temper
ature tetragonal phase transformsto the , low
샌mperature orthorhombic phase ,due to the one-di
mensional oxygen ordering along the Cu ( 1-)-0 chain.
In order to stabilize the ‘ orthorhombic phase ,’ low
temperature annealing at ‘ about :500 °C -is:generally
carried out in an oxygen atmosphere: The' oxygen
diffusion into the 1-2-3 phase,results ina gradual in
crease in Tc withincreasing the oxygen conten t. !n
polycrystalline Y-Ba-Cu~O， made by the· conven
tional sintering method, oxygen atoms diffused into
the 1-2-3 grains through open porosity. and grain
boundaries [2 ,3]. This result can be easily obseπed

센’ the investigation of the optical twin image' near
the oxygen diffused region under polarized' ligh t.

Meanwhile, the Y-Ba-Cu-Osamples prepared , by
liquid-phase techniques whichinvolved the peritec
tic reaction ,. show a ’ different microstructure com
pared to , the convemiorially sintered sample. This

’

/ “" ’ "‘,•~ ‘:“, ‘ 1.1:" ’

‘-
‘/

1f,.--

’microstructtire'is: characterized' by ’ largetextured 1
2~3 grains and, a pore-freestrudure. Furthermore,
the high-angIe grain ’ boundaries 'are riot obserVed ‘ in
thetexttired"grain··regi'ons. Iri sp'iie o(the absence’of
open' porosity arid the ‘ grain' boundaries;·IUle :Wne
needed to· obtain a T~ of 90 K is shorter'lha'ri ’that
normally expected" although i" islonger than th a-i for
conventionally sintered-samples, Until now, no sys
teinatic study has been' reported so:as to uilderstana
the' mechanismofoxygen diffusion in ‘ textured y
Ba-Cu-O. This'papeneports tile results'Ofou{siudy
of the'diffusion process of oxygen atom's'irt ’ the tex
tured 1~2-3 region of ‘ partially ’ melted ylBa:수CU~o.

이

-.‘’’’tl,-’‘‘---

2; Experimental' procedure‘<' 、 f' :

The 1-2-3 powder used ‘ in' this experiment ’싸홉s

m'ade by the solid-state'reactiori'ofY20j;BaCOj and
CuO powders of 99.9% punty.‘ Th'e 'powders Iwere
mixed and calcined at 900<l C for 2'4 ’it in air，、 Tilt dl1
ciiled powder was 'crushed ’in an :ah.imimt! in히rtar with
a pes‘Ie. ‘ The crushedpowder' waS uniaxially'press'ed
at 300 ‘ MPci aild' isostatically p'iessed into: a cyIln
drical pellet. The ’pe l1efwas'sirifered at 950°C'for24

‘ 1· ;: - ’- ‘

0167.577x/9~/$ 05,00 © 1992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All rights rescπ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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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n' air, and:then:air cooled. The sintered pellet was
then rapidly heated to 1030°C때dc。이ed to 1000°C
at a cooling rate of 30°Cjh and then cooled further
at a rate of I °Cjh to 980"C. The pellet was main-'
tainedat 980°C for 10 h andthenair cooled. In or
der to 'investigate'the 'inicrostructuralchanges with
oxygen diffusion, the pellets were annealed for var
ious time periods at 450°C in air. The microstruc
ture was studied on polished surfaces of the sample
by use of an optical polarizing micrQscope.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I shows' an optically polarized micrograph of
the partial-melted sample annealed at ~50°C for I h
,i'n ajrafter air cooling from 980°C. The microstruc
wre shows the impinged area oftwo ,textured 1-2-3
regions. Small Y2Ba.Cu.Os (2-1-1 )particles (light
green) which were trapped in the textured region and
remnant liquid phase at the grain boundaries are ob
served. This is a typical microstructure of the Y-Ba
Cu-O saJl1ple resulting from the peritectic reaction,
liq\lid， ph~se +2-1-.1 phase • 1~2-~ phase. The large
cra~ksrunning ~1<;»pg a cert,ain, crystal direction were
also, observed in the brown p~ase of the texturedre
gion. These cracksappeat to , be formed during the
~ooling ~tage from 9,80 0 C. , The r~gions near the ther-
malcracks, have a difl농rent brightness from the crack
fr~e region under a polarized light. The crack-bear-

.,ing regi9J1 .has an 9Ptical t,win ~truct\，lre and the crack
free r:eg~oJ1 (greenish) has no. twin structure. The ob

,serveq m,icr:qstructure , il)dicates .thfl~ the tetragonal
lo-o~horhombi.c ， p，lla~e transformation in the tex
tur~d.' region was ,made; through the thermal cracks
whiCh is a fast diffusion path for oxygen. This find
ing is comparable to that obseπed for polycrystal
line Y.Ba2CU30y of smal' gr.ain ,size where the dif
fusion path of oxygen is in the regions of open

;-porosity:. and grain bO,undaries [2].
‘Fig. 2;show~ the, microstructural change ofthe de-

.lil)ξa~e(l:fect~ngle region offig. I for annealing times
{it 4~O°Cpf.6 h; (fig. 2a) and 20 h (fig. 2b) in air.
The orthorhpmbic‘ region' which first formed at the
.thermal., cra~~s ， ~xt.e~ded into the crack-free region
.~ith ipcreasil)g‘ a~nt:al.ing: time. The crack-free un
‘ transformed regi9n(greenish) is still obseπed in fig.
2a, which is due to the insufficient annea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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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 almost all of the tetragonal region trans
formed to the orthorhombic phase in fig. 2b. It is no
ticeable that the phase change induced the formation
of microcracks running along the .(001) cleavage
plane [4] of YBa2Cu30y- These microcracks as well
as the thermal cracks would offer effective diffusion
paths for oxygen.

We consider two possible formation processes for
microcracks by the phase change. One possible pro
cess is the cracking in the inner region of the 1-2-3
plate owing to the transformation stress. When the
Y-Ba-Cu-O oxide is heated in an oxygen atmo
sphere, the oxygen atoms diffuse into the 1-2-3 lat
tice and locate on the one-dimensional Cu( 1)-0
chain between two Ba-O layers. As a result of the
oxygen ordering on the Cu ( I )-0 chain, the tetrag
onal-to-orthorhombic phase transformation occurs.
The oxygen diffusion into 1-2-3 phase results in a
1.5% volume change by a contraction of the c axis
[5]. This results in an internal stress due to the one
dimensional oxygen ordering on the a-b plane [4].
These stresses can be relieved by the formation of
microcracks along the a-b plane which·is.the c1eav
age plane of this system as well as the formation of
microtwins ofmartensitic behavior. In the small and
randomlyoriented 1-2-3 grains (average panicle size
ofl- 1O μm) ofconventionally sintered samples, such
a strain seems to be mostly relieved by forming the
twin structure without serious formation of micro
cracks. In the textured region of the partial-melted
sample, meanwhile, a large compressive strain de
velops along the c axis because all the 1-2-3 plates are
stacked normal to the c axis. This large stress seems
not to be completely relieved by only forming the
twin structure. Consequently, the transformation
stress would lead to cracking along the cleavage plane
of this system, resulting in a microstructure contain
ing a lot of microcracks in the inner region of plate
like grains.

Another possible process is breaking of the inter
face between 1-2-3 plates. The large textured region,
as seen in fig. I , is not a single grain but the gathering
of platelike grains of a similar growth orientation. A
typical growth pattern of the 1-2-3 plates from the
peritectic reaction of liquid phase and 2-1-1 phase is
shown in δg. 3. The microstructure clearly shows how
the textured 1-2-3 region developed. The growth di
rections of the plates are not perfectly match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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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 Microstructure of partial-melted Y I Ba2CU30y annealed at 450·C for I h showing the oxygen diffusion along the thennal cracks in
the textured 1-2-3 region. The region with optical twin morphology is the orthprhombic phase and the crack-free region is the tetragonal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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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crostructure at the impinged area oftwo textured 1-2-3 regions showing the typical texture-growth pattern of 1-2-3 plates from
the mixture of1iquid phase and 2-1-1 phase.

4. Conclusion

. mation stress appear not to be controllable. At
tempts to reduce the microcracks, such as putting a
crack-blunting medium in the textured 1-2-3 region
are needed for improving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e of the 1-2-3 material.

Oxygen diffusion in the textured regions of the 1
2-3 phase in the partial-melted Y-Ba-Cu-O oxide
was investigated by use of an optical polarizing mi
croscope. The diffusion path was identified by ob
serving the orthorhombic regions near cracks pos
sessing twin structure and the crack-감ee tetragonal
regions. Oxygen diffusion can occur through the
thermal cracks produced by improper thermal cool
ing. The tetragonal-to-orthorhombic phase transfor
mation in the oxygen diffused region is accompanied
by formation of microcracks running along the a-b
plane. With thermal cracks, the transformation cracks
also offer good diffusion paths for oxygen atoms.
These results are comparable to that obtained in the
presence of porosity and grain boundaries which a.re
diffusion paths of a polycrystalline bulk t-2-3 ~~

terial [2].

diffusion. In the partial-melted Y-Ba-Cu-O oxide,
as seen in fig. 1, no open porosity was observed and
the high-angle grain boundary area is less than in the
conventionally sintered samples. Thus, it is more
difficult for oxygen to reach the inner portion of the
large textured region compared to that for conven
tionally sintered samples possessing small grains. The
fact that long heat treatment times were required for
sufficient oxygen diffusion in the sample containing
large 1-2-3 grains [6] supports this suggestion. We
could find in our partially melted sample that the
th,ermal cracks and microcracks formed by the phase
change offer oxygen diffusion paths in the textured
region. Without these cracks, much more time than
the values reported [6,7] in the literature is needed
for complete oxygen diffusion in the textured 1-2-3
grams.

The texture-growth techniques such as liquid-phase
processing [7] , zone-melt texturing [8] and melt
powder-melt growth <9] are known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e) ofthe Y
Ba-Cu-O superconductor. However, a lot of micro
cracks which are harmful to Je, were always present
in the microstructure of the above works [7-9]. The
thermal cracks by improper thermal procedures, may
be reduced by careful control of the heating sched
ute, whereas the microcracks due to the trans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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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 2. Microstructural change of the dεlineated .rectangle region offig. I with annealing time in air at 450°C showing that the transfor
malion stress from the tetragonal to orthorhombic phase induced microcracks along the (00 I ) cleavage plane of Y -Ba-Cu-O oxide.
、 nnealingtime is 6 h (a) and 20 h (b).

the optical etching technique. The apparent diffu

sivity (D) at 450°C in a‘r was 1. 1X 10- 8 cm2/s for
90% dense and 2.2 X 10"'" 7 cm2/s for 96% dense ma
terials. According to their calculations, it takes about
5 and 100 days for respectively 90% and 96% dense
materials to transform the center of the tetragonal
sample 1 cm thick to orthorhombic phase. The dif

ference of the diffusivity with sample density means
that open poros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oxygen

- 83 :.

each other. Due to the small misorientation among
the plates and the anisotropic growth rate, the chan
nel between two plates 찌ould be filled with the liq
uid phase. Because of the presence of the liq~id phase
at the interface, the weak plate boundaries might be
fractured by the transformation stress when oxygen
atoms diffused.

Min et a I. [3] reported the apparentdiffusivity of

oxygen atoms in polyclγstalline Y.B<hClbOy using



Volume 14, number 5,6 MATERIALS LETTERS September 1992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Min·

istry of Science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

References

[I] S. Nakanishi, M. Kogachi, S. Sasakura, N. Fukuoka, S.
Minamigawa, K. Nakahigashi and A. Yanase, Japan. 1. AppI.
Phys. 27 ( 1988) L329.

[2] Y.K. Park, H.K. Lee, N.M. Hwang, H.K. Kwon, J.e. Park
and D.N. Yoon, J. Am. Ceram. Soc. 71 (1988) C-297.

- 84 -

[3] B.-J. Min, H.-I. Yoo and Y.K. Park. Mater. Letters 7 (1989)
325.

[4 J S. Nakahara, T. Boone‘ M.F. Yan , G.J. Fisanick and D.W.
Johnson Jr.; J. App l. Phys. 63 (1988) 451.

[5] W. Wong-Ng and L.P. Cook, Advan. Ceram. Mater. 2 (1987)
624.

[6 J J. Shimoyama, J. Kase, S. Kondoh , E. Yanagisawa, T.
Matsubara, M. Suzuki and T. Morimoto, Japan. 1. Appl. Phys ‘

29 (1990) L1 999.
[7 J K. Salama, V. Selvamanickam, L. Gao and K. Sun, AppI.

Phys. Letters 54 (1989) 2352.
[8J P. McGinn, W. Chen, N. Zhu, M ‘Lanagan and U

Balachandran, Appl. Phys. Letters 57 (1990) 1455.
[9] M. Murakami, M. Morita and N. Koyama, Japan. J. AppI.

Phys. 28 (I Q89) Ll 125.



Microstructure, microhardness, and superconductivity:

of Ce02-added Y -Ba-Cu-O superconductors

Chan-Joong Kim, Ki-Bail‘ Kim, Gye-Won Hong,and Dong-Yean Won
Superconductivity Research Departm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O. Box 1,
Daedukdanji, Daejon, 3Q5-353, Korea

Byoung-Hwan Kim and Chun-Taik Kim
Department of Physics, Han Nam University, 313 O-jeong Dong, Daeduk Gu, Daejon; 300-791, Korea

Hong-Ch ].ll Moon and D0 !1g-Soo Suhr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hoongnam National University, Daeduk Science
Town, Da밍on， 301-764, Korea

(Received 6 March 1992; accepted 8 May 1992)

, The Ce02-added Y-Ba-Cu-O oxides were prepared by two different processes,
the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process and the partial melt process using
powdεr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opant on microstructure, microhardness, and'
superconductivity. In the solid-state reacted sample, most of the added Ce02 was
.converted to a form of BaCe03 , but some might enter into the 1-2-3 phase,·resulting ‘

in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that accompanied the disappearance
-‘ of twin structure in 1-2-3 grains. In the partially melted sample, however, the phase

change was not observed up to 5 wt. % of Ce02. All the added Ce02 in these samples
was consumed to form only BaCe03 which was finely dispersed in large 1-2-3 grains
during the peritectic reaction stage. The zero resistance temperatur.~ (Te) of th~ solid-state
reacted sample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due to the phase
change and the formation of BaCe03 , whereas the Te of the partially inelted sample
was nearly constant regardless of Ce02 content up to 5 wt. %, owing to the separation
of the second phase from the 1-2-3 superconducting phase. Microhardness of the·

‘ partially melted sample increased with increasing Ce02 conten t. The strengthening
effect appears to come from the composite system where the fine BaCe03 particlεsare

dispersed' in a 1-2-3 matrix.

I. INTRODUCTION

.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improve superconducting and other relflted properties,
with the aim of making practical application of high
Te oxide s~perconductors，· low critical. current density
(Je) and poor mechanical properties. still remain as
critical problems to be .overcome· in this‘ field. The
current,-carrying capacity and the load-bearing property
of YIBa2CU30y (1 -2-3 oxide) closely depend on the mi
crostructures determined by the fabrication process.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properties were known
to be composition inhomogeneity ,-· presence of a liq
uid phase , at 'grain boundaries ,. anisotropic current flow
in a crystal, and microcracks induced by the phase
transition from tetragonal to orthorhombic during low
temperature annealing in oxygen 떠mosphere. Recently,
improved fabrication methods involving theliquid phase
technique l

-
3 have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in in

creasing Je> while metal ormetal oxide additions4 - 18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of Y-Ba-Cu-O oxide
without serious degradation of the supe~conducting tran
sition temperature (TJ. Among them, silver or silver

oxide addition in Y-Ba-Cu-O oxide increased Je by
removing the weak-link property of grain boundaries1o

as well as improving microhardne~s and flexural
strength,5,8,9 whereas the Zr02 addition increases fracture
toughness by forming the finely dispersed BaZr03
particles. in a 1-2-3 matrix.6.17 Furthermore, second
impurity phases such as Y2BaICu,Os,4 BaSn03P-15
and BaTi03

16 were reported to be a possible flux
pinning medium in the Y-Ba ‘ Cu-O superconductor,
which rendered resistance to the high magnetic field.
Thus, searching for a nonpoisonous dopant with the
superconducting phase will be very I!1eaningful work,
since it may improve the J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oxide superconductor up to a practical level ‘

Most of the rare ,earth elements (RE)' except cerium
and praseodymium have been W.띠ely reported to form
the 1-2-3.superconducting phase (REIBa2Cu30y) with
a high Te of about 90 K.19,20 These elements can be
completely and partially substituted for each other be
cause of their similar valance state and ionic radius.
In the case of the Ce02-doped Y-Ba-Cu-O system,
however, Tc decreased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and
the formation of a second phase was observed,21 ,22 sug-

J. Mater. Res. , Vol., 7, No.9, Sep 1992 © 1992 Materials Resear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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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ing thatthere is no solubility of cerium in the 1-2-3
phase. The reason why cerium was not soluble in the
1-2-3 phase was explained in terms of the different
valance state of Ce+4 from y+3 , Ba+2, and Cu+3, Cu+2.
This fact is involved in making a useful supercon
ducting material, because a nonsoluble element in the
1-2-3 phase can be used in designing a superconductor
nonsuperconductor composite. Nevertheless, a system
atic study of cerium added Y-Ba-Cu-O oxide has not
been carried out yet.

In the present paper, effects of cerium oxide ad
dition in Y-Ba-Cu-O oxides prepared by two differ
ent methods,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and the
partial melt process, have been ‘ investigated. Reaction
between dopant and 1-2-3 phase, characteristics of mi
crostructure, and superconductivity were observed by
x-ray di단'raction (XRD) analysis, scanning electron mi
croscopy (SEM),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Mic:rohardnesses of the composite oxides were
estimated by the Vickers', hardness and discussed with
their microstructure:

II. EXPERIMENTAL PROCEDURE ’

A.' Preparation of YCeBaCuO oxide by the solid
state reaction method

Y1CexBa2CU30y (0 < x < 0.5) samples were pre
piued by the conventiomil' solid-state reaction method
of Y20 3 (99.9%), BaC03 (99%), CuO (99.9%), and
Ce02 (99.5%) powders. Proportioned powders were well
mixed in an alumina mortar with a, pestle, calcined
at 930°C for 24 h in air, and thenfurnace cooled.
The calcined cakes were crushed in an alumina mortar
aridthen pressed uniaxially at 300 MPa into cylindrical
pellets of 10 mm in diameter and 4 mm in thickness.
The pellets were sintered' at 950°C for 24 h in air,
slowly cooled down to 450 ’C, held for 24 h for oxygen
diffusion into the 1-2-3 phase, and then furnace cooled.

held for 10 h. At this stage, we could get large 1-2-3
crystals by the peritectic reaction of the liquid phase and
the Y2BalCu10S (2-1-1) phase.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tetragonal phase to the orthorhombic one, the pellets
were cooled slowly down to 450°C, held for 24 h, and
then air-cooled.

C. Analysis of YCeBaCuO oxides

Phases formed after calcination, sintering, and the
partial melt process were identified by powder x-ray
diffraction using Cu K a radiation. Microstructures were
investigated fOJ the polished surface of samples
by optical polarized mic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EDX),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he sample used for TEM analysis was prepared by
crushing of bulk samples in ethanol. The zero resistance
temperature of the samples was estimated from the
resistance-temperature (R-T) curve obtained by a four
probe method. Vickers hardness test was carried out for
the samples mounted by epoxy resin. Indentations were
made on the polished surface for peak-load contact time
of 5 s at load from 10 gf to 200 gf.

III. RESULTS ANO DISCUSSION

A. Zero resistance temperature with Ce02 content

Zero resistance temperatures (Tc ) of Y1CexBa2Cu3
Oy (0 < x < 0.5) prepared by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and Y1Ba2CU30y + xCe02 (0 < x < 5 w t. %)
by the partial melt process are presented in Table l.
As shown in Table I(a), Tc of the solid-state reacted
sample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e02 addi
tion: a gradual decrease of Tc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from 91 K of the unadded sample to 83 K of
Y1CeO.sBa2Cu30v' A similar impurity dependency of Tc
was reported in the literature.21 ,22 They explained the
decrease of Tc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a second

TABLE I(a). Zero resistance temperature of unadded and Ce02-added
Y-Ba-Cu-O superconductors prepared by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TABLE I(b). Zero resistilRce temperature (To) of unadded and
Ce02"added Y-Ba-Cu-O superconductors prepared‘ by the partial
melt process.

Ce02 content
(x in YtCexBa2CU30y) Unadded 0.1 0.2 0.3 0.4 0.5
To (K) 91 88 87 85 84 83

B. Preparation of YCeBaCuO oxide by partial
melt process

The superconducting 1-2-3 powder used in the par
tial melt process was .prepared by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using Y20 3 (99.9%), BaC03 (99%), and CuO
(99.9%) powders. 까le 1-2-3 powders were well mixed
in an alumina mortar with a pestle, ‘calcined at 930°C
for 24 h in air, and then furnace-cooled. The calcined
cakes were crushed, mixed with Ce02 powders of 99.5%
purity up to 5 wt. %, pressed isostatically into pellets,
and then sintered at 950°C for 24 h in air. The details
of a partial melt process carried out iO this experiment are
described elsewhere.3,16 까le pellets were 'rapidly heated
to 1050 °C, held for 0.5 h, cooled to 1000 °C at a rate
of 50 °C/h, cooled again to 980°C at 3 °C/h, and then

Ce02 content (wI. %)

To (K)

Unadded 1 2 3 4 5
91 91 93 91 90 91

J. Mater. Res. , Vol. 7, No.9, Sap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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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due to the Ce02 addition. On the other hand, Tc

of the paπially melted sample was not influenced by
the Ce02 addition [see Table I(b)]. The Tc is nearly
constant regardless of Ce02 content.. Al l the samples
showed Tc above 90 K which is a higher value than
those of the solid-state reacted samples with Ce0 2‘ The
difference in Tc between the two processes appears to be
due to the different thermal procedure and their resulting
microstructure.

B. Phase identification i

πle powder XRD patterns of (a) the solid-state
reacted sample and (b) the partially melted sample are
illustrated in Fig. 1. It can be seen ’in Fig. l(a) that the
pattern of the unadded sample consists of orthorhombic
1-2-3 peaks. With the 1-2-3 peaks, the· BaCe03 peaks
are observed in the Ce02-added samples. The intensity
of these peaks is strengthened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Another noticeable fact is that the orthorhombic
to-tetragonal phase transition was observed with Ce02
content. The variation of 1-2-3 peaks by the phase
change is similar to that of the Fe-doped Y.Ba2CU30y'깅

Compared with the solid-state reacted sample, there
is no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XRD patterns of
the partially melted samples except there is no phase
transition up to 5 wI. %. of Ce02. The BaCe03 peaks
are also observed in these samples and the relative
fraction of this phase increased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ll the added Ce02
was consumed to form only BaCe03 at the partially
mel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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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the solid-state reacted
Y'CexBa2CU30y and (b) the partially melted YBa2CU30y with Ce02.

c. CharacterIzatIon of microstructure

。

Microstructure of YIBa2CU30y is known to be
characterized by the oxygen content in a 1-2-3 crystal24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 The. microstructure of the orthorhombic
1-2-3 phase reveals microtwin structure caused by the
one-dimensional oxygen <?rdering on Cu(I)-O chains.
In order to investigate thephase change identified
by the XRD analysis of Fig. l(a), TEM analysis
was carried out. Figure 2 ’ shows the TEM bright-field
image (a) unadded'YIBa2CU30y , (b) YtCeo.2Ba2CU30y ,
(c) YtCe0.3Ba2CU30y , and YtCeo.4Ba2CU30y' As shown
in Fig. 2(a), a well-developed twin structure with tips of
a lenticular shape is observed in the unadded sample.
This image has been interpreted to be twin lamellar
by the structural change from the high temperature
tetragonal phase to the low temperature orthorhombic
one.24 The twin structure was also observed in
sample (b), indicating that the orthorhombic structure
was also stabilized at this Ce02 content. The twin image
becomes faint in sample (c) but a δne tweed structure
crossing each other was observed in sample (d) instead
of the twin structure. This microstructure is similar to
that of the oxygen deficient YtBa2CU30y 24 or transition
metal-doped Y-Ba-Cu-O system.검 Combining these
results and XRD data of Fig. 1, it is suggested that
some of the added Ce02 might diffuse into the 1-2-3
phase during the solid state reaction, disturbing oxygen
ordering on the I-dimensional Cu(1)-0. chain, though
most of them were consumed to form BaCe0 3. It appears
to contribute partly to the decrease of Tc presented in
Table I(a), as well as the increase of therelative amount
of BaCe03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The optical polarized microstructures of the p따tially

melted samples are shown in Fig. 3. In the case of the
unadded sample (a), large textured 1-4-3 grains were
observed with 2-1-1 particles trapped in t.he 1-2-3 matrix.
The observed microstructure is known to be a typical
feature of Y-Ba-Cu ....,O oxide prepared !?y methods
involving ‘ the peritectic reaction such as me1t-powder
melt-growth2 and the liquid phase process.3 The t~apping

of the 2-1-1 particles in the 1-2-3 matrix appears. to result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wth and reaction rate
of the 1-2-3 phase from. the (2-1-1 + liquid phase). In
the Ce02-added sample (b), other trapped particles in a
1-2-3 matrix are observed together with 2-1-1 particles.
The particle size of this ph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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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rystalline Y\BaZCu30 y-7 When the Ce02 content
increased to 5 w t. %; the Vickers hardness increased to
870 kgJmmz (8.53 GPa), which is similar to the value
of 887 kg/m!l!z (8.7 GPa) reported on single crystals
of Y\BaZCu307.Z6 At the large applied load of 200 gf,
however, we could not see the r~markable strengthening
effect by the CeOz addition. The hardness slightly
increased from 630 kg/mm2 (6.21 GPa) .in the unadded
sample to 700 kgJmmz (6.90 GPa) for- 5 wt. % CeOz
content.

Figure 6 shows the. average value of Vickers hard
ness as a function of the"load measured on the. partially
melted (y lBazCU30y + CeOz) composites. The hard
nes~ of all the samples decreased with increasing load
regardless of CeOz content. A similar load dependency
of microhardness was reported in the ‘ polycrystalline
YlBa2CU30y s.ample p~epared by the ~olid-state reaco

tion method.7 Generally', it is assumed tbat ‘ thF Vickers
‘ hardness should' 'be independent of anapplied load.
The load dependency was explained by the weak grain
boundary of Y1BaZCu30y oxide. As the. applied load
~creased， !he indented area b~came large enough to
extend, to the weak. grain .boundaries, resulting in the

’ ‘

i;W흙g‘」‘ f

‘ L仁빼활룰죄

씌 I

.‘二쏟_.-l.II••랴.‘;
L~얘짧‘댔n둠 뻐릎좋; SOnm

••••••••••r---;,.",c··i,ι i‘-‘ ‘ .JI'’F ι.. 0---니

Fl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the solid-state reacted YC하Ba2CU30y showing disappearance of lamella twin structure with in
c.reasi!lgCe02 ,conten t:. (a) x = 0, (b).x =.0.2, (c).x = 0.3, and (d) x = 0.4.

in 1% HN03 solution. It .wascleatly observed that large
particles and fine particles. were trapped in. the 11-2-3
matrix. with a lot of .microcracks.· It was confirmed that
the· large 'particles and. the smallerones are 2-1-1. phase
and· BaCe0 3, respectivel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XRD analysis, of Fig.. l(b). Applying the ‘partial
melt process, the dopant could be successively separated
from the 1-2-3.phase and. dispersed: in. the matrix.' The
separation of- the dopant clearly explains the constant Tc
'regardless of CeOz cont~nt， illustrated·in Table. I(b). πIe
.trapped fine .particles may act. as 'a. flux pinning ·center.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the. second. particle.and flux pinning.

Q. .Mlcrohardn!!ss. of tl:l.~ pat;t11lIly..melted. sample

Figure'5 shows ·the average ’values of Vickers hard
ness .as . a function of Ce0 2 content measured at
different applied' ·loads: ηIe Vickershardness increased
with increasing .0:0 2, .. content.‘ At· the applied load
of 25. ‘'gf,' the . Vickers:' hardness of ,the :unadded
Y-Ba ,.,. Cu--O oxidε iS'780 kgjmm2 (7.67 GPa) ,. which.
is a1higher value. than 660 kgjmmz

, (6.47GPa) of a

. J.; Mater. Res:. Vol. 7, No.9. Sap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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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the etched surface of S'w!. %
Ce02 added Y1Ba2Cu,O‘, The large particle and small ones are
YZBalCul0S and SaCcO.l phases.

. IV. CONCLUSION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Ce02 addition in
;y I Ba2CU30y superconductors prepared 'by' the'solid
state reaction method and the partial melt‘ process. Dur-

dependency of the , V~c~ers hardness, it clearly. show,ed
, that the Ce02 addition rendered a strengthening effect

through th.e dispersion of BaCe03 particles..At , this
moment we tentatively ~onclude tha t. the strengthening
effect comes fr<;lm the superconductor-second particle
composite system.

FIG. 5. Variation of the Vickers hardness with Ceo2 content of the
partially melt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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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Optical micrographs of (a) thepartially melted Y,BazCu,Oy
and (b) the 5 wI, % CeOz-added YI BaZCU30y showing fine dispersed
particles in the 1·2·3 matrix.

decrease. of , hardness. Because , the 'grain size of our
partially melted samples is larger than that prepared by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the indentation area did
not involve the grain boundary area up to the maximum
applied load. Thus the load dependency of our sample
cannot be inferred from the above explanation. Instead
of the weak grainboundary, a lot of microcracks were
observed in the large 1-2-3 grains of our samples. These
microcracks seem to be generated 'from pliase change
from tetragonal to orthorhombic or from thermal shock
during heat treatment. The microcracks were developed
with a specific crystal orientation in all the grains. As
seen in Fig. 4, the average depth of the microcracks is a
few microns, enough to be involved in the indented area
of the large applied load. Thus the load dependency of
microhardness of the partially melted sample appears to
be owing to the microcracks in the 1-2-3. grain. Even
though the partially melted sample revealed the load

1300

o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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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average Vickers hardness value as a function of an
applied load of the partially melt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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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the solid-state reaction, almost all of the added

Ce02 was converted to the BaCe03 phase, but a smal’
'amount diffused into the 1-2-3 phase, which induced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transitjon. Due to the

formation of the BaCe03 phase and the phase change,
Tc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whereas all the dopant could be successively sepa

rated from the 1-2-3 phase by applying the partial

melt process. 까le separation of the dopant from the

superconducting phase resulted in a constant Tc regard

less of Ceo2 content in the partially melted sample.

After the peritectic reaction, the Ce02 was converted

to fine BaCe0 3 particles trapped in the 1-2-3 matrix.

The trapped fine particles appear to contribute to the
increasing Vickers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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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초천도체의 보다 정확한L 측정을 위하여 bulk. 박막. Ag-sheath tape 시현의 자기장에따른 I-V 특성변화
및 electric field criterion 척용애 따른Ie 값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박악의 경우 1αlO G의 자장이 가해져도

I-V 복성야 크게 변하지 않아 최용 criterion 에 따라 L 값들이 큰 차어를 보이지 않았으나.b비k의 경우 I-V
륙성곡션이 완만해져서 켜용 criterion 에 따라 자장이 강합수록 그 차이가 성해졌다. Ag~sheath tape의 경우’

초천도체에서 발생된 저항이 Ag의 저항예 상웅하게 되면 측정전류가 Ag로 흐률 수 있으므로 특히 낮은 crite
rion을 척용해야 함을 알았다.

(l)

I , 서 롬

고온초전도체가 빨견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고온초천

도체의 중요한 임계륙성언 Ie를 보다 챙확하게 측정하

려는 노력용 하여왔다. Ie의 측챙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었으나F] 초전도체의 웅용차원에서 초전도체에 전류를

칙첩 훌리면서 저항의 발생여부률 확인하는 방법야 가장

널리 사용된다. 야 방법은 시면에 4단자법으로 천극을

형성한 후， 양단의 전류단자에 칙류전류률 서서히 충가

시키연서 천압단자에서 전압의 발생여부를 측청하는 것

으로， 시면의 I-V 륙성을 훈석한 후 척당한 criterion융

척용하여 임계전류률‘ 찾아낸 후， 엄계전류를 시현의 단

연척으로 나누어 L률 구하는 것이다. 이때 얻어지는 1

v 륙성곡선은 물철의 총류에 따라 다률 수 있고， 동얼

물질야라도 flux motion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얼반척A로 type-II 초전도체의 I-V 특성곡선은 flux

motion이 거의 없는 완천초천도 구간， 열에너지에 의해

국소척으로 flux가 움칙여 마약한 천압을 발생하는 flux

creep 구간. Lorentz force률 받아 많은 양의 flux가 일

청하게 용칙여 비교척 큰 전압울 발생융}는 flux flow

구간요로 대략 구훈 치올 수 있다.[2) Flux creep이냐 flux

flow 구간은 옐역학척으로는 아직 초천도 상태이지만

flux motion.으-로 energy dissipation이 일어냐 저항이

발생함흐로초전도체의 .응용측면을고려하여 임계전류가

정해지는 영역이다. 이 우간에서 I-V 특성은 대략 다음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I)

V= κ(fr

여기서 L는 업의의 기준천압 Vo에서 기준천류이고， n은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저항이 큰 상태로의 전이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인자이다. I-V 특성곡선에서 이 값이

클수록 초전도 상태에서 저향 상태로의 천이가 급격히

일어나고， 작을수록 완만하게 얼어나는데. Nb계 큼속초

전도체의 갱우 대략 20-60 정도이다[I) 이 값은 전류

측정값과 전압 측정값을 각각 log scale로 plot한 후 그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초전도체에서 처항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천류률 엄계

천류라 쟁의할 때，뎌] 측정기기의 한계 때문에 저항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엄계전류률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초전도체의 엄계천류를 구하는 것은

I-V 특성으로 부터 초천도체의 설쳐1값에 가까운 곤사값을

찾는 것언데， 측정값들의 통얼올 위하여 공통척&로 책

용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을 criterion 이라 하는데

고온초천도체에 척용되는 criterion 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으냐，[‘] 편리성 때문에 electric field criterion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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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electric field criterion은 시편의

전압단차에서 발생된 전압을 단자샤이의 거리로 나눈

eleιtric field로 환산하여 0.1 μV/mm ， 1μV/mm 둥의

전장이 발생할 때 천류를 그 시연의 임계전류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electric field criterion들은 1

V 특성곡선에서 임계천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척용되는 criterion에 따라 동일한 시

편에서 구해지는 L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특히 I-V

특성곡선이 완만할 경우 더욱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초전도체의 Ie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electric field criterion 중 0.1 μIV/mm. 1

μIV/mm ， 10 μIV/mm롤 YBCO bulk. YBCO film. Ag‘

sheath BiPbSrCaCuO ta'pe 시편의 I-V 특성곡선에 적

용하여 구한L가 각각 얼마나 차이가 냐며 , 또 자기장에

따라서는 어떻게 탈라치는가를 연구하였다.

55000 G-Superconducting Magnet or 1000 G-Sotenold

(a)

’ .'

Fig. 1. (a) Bold‘ diagram of I-V measureinent system.
(b) Schematics of sample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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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ng

Sample holder는 solenoid~ 초전도 자석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Fig.1(b)와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특히

초전도 자석에서 사용할 때 외부온도의 영향율 줄이기

위하여 두께 0.17 mm의 앓은 stainless steel tube률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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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사용된 YBCO bulk 시편은 940 "c에서 고

상반응법으로 제작되었다·Ie 측정을 위하여 8.0X 1.63X

O.68mm 크기로 자른 후 Ag paste로 4단자 전극을 형

성한 후 sample holder에 부작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전류단자에서 접촉저항은 약 0.1 n 정도 이였다. YBCO

film은 CVD 방법으로 MgO 기판위에 약 l 찌n 두께로

제작되었으며， 인산용액을 이용하여 약 0.4mm 선폭￡로

patterning 한 후， Ag paste로 전극을 만들었다. ~g

sheath BiPbSrCaCuO tape 시면은 BiPbSrCaCuO 초전도

분말을 Ag tube에 넣고 cold drawing한 것으로 폭 3.5

mm 두께 0.24mm의 Ag 피북체내에 폭 2mm, 두께 50

찌n의 초천도쳐1가 들어있다. 실험에 샤용된 모든 시편

에서 전압단자 샤이의 거리는 약 1mm 이었으며， I-V

특성 측경시 접촉저항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류증감에 따른 발생전압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I-V.륙성 측청장치는 Fig. l(a)와 같이 안정된 전류를1

시펀에 공급합}는 current source, 전압단자에서 발생하는

미소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nanovoltmeter (Keithley

181), 시편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sample holder로 구성

되어 있다. Current source는 공급전류의 범위에 따라

3종류의 current supply(Keithley 224, HP 6634A. HP

6~2A)가 사용되었다. 자기장에서 I-V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OOOG 까지는 액체질소에서 사용할 있는 자체

제작한 solenoid 가 사용되었고， 1,000-50,000 G 고자장

은 초전도자석(Quantum Design MPMS)이 사용되었

다.

II. 시편준비 및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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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c values from different criteria in three spe
cimens at H=O G

Jc(Ncm2)

Specimen
0.1μY/mm 1μ'Y/mm 10μ，Y/mm

Bulk 115 125 145
Film 28，α% 32，αm 37.000
Tape 260 415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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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가전력과 기타 noise를 줄이기 위하여 이음이나 납앵을

하지 않았으며， 측정 도선 사이의 간섭 및 ground loop의

영향을 줄이려고 twist시 켰다. Nanovolttneter에 냐타난

측정장치의 noise level은 0.01 μV 야하 이었으므로 0.1

μ!V/mm criterion을 척용하는데 별 운제가 없었다.

각 시편들의 자기장에 따른 I-V 특성측정은 0- l,OOOG

까지는 solenoid 에서 하였고 2,000-50,000 G는 초전도

자석내에서 하였는 데， 두 자장발생 장치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뷔하여 solenoid에서 측정후 계속 초전도 자석

에서 실험할 때는 두 장치에서 구한 200, 돼O. 1000 G의

.측청값들을 비교한 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고자장에서 측정을 계속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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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는 자장을 가하지 않고 77K에서 측정한 각 시

편들의 I-V 특성을 log scale로 plot한 결과야다. Bulk와

“1m의 경우 I-V 특성이 거의 칙선척 인데 버하여，

Ag-sheath tape의 경우 - 0.22(- 0.6 A) 이상에서는 칙

선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 E: Evetts 등[5]의 결과처렴

Ag내의 초천도체에 일청량의 전류가 훌혔을 때 발생하는

저항이 Ag의 저항보다 커지면 측정전류가 Ag로 훌러

나타냐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현상은 보통의 I-V

특성만으로는 잘 알 수 없고 log scale 9-J I-V plot을 병

행하여야 알 수 있다. 각 시펀들의 0.1-1 μV 구간에서

구한 n강은 bulk와 film의 경우 약 26이다. 이 값들윤

긍속계 초전도체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다른 고온초

천도체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tape의 경우는

n값이 약 5정도로 매우 낮은데 이는 초전도체의 저항과

Ag의 낮은 저항과의 혼합효과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각 시편들의 I-V 특성곡션에 0.1 μY/mm. 1 μIV/mm.

용하였으며， 시현 근처에서 외부온도 영향도 줄이고， 발 10μY/mm의 electric field criterion을 척용하여 L룰 계

생 자속의 균질성을 위하여 초천도 자석내로 들어가는 산하고 비교한 결과가 Table 1에 나타나 었다. 확소 cri·

부분은 bakelite를 샤용하였다. 미소전압 측정을 위하여 terion인 0.1 μIV/mm를 기준으로 할 때 criterion이 1

O.15mm의 가는 구리선을 샤용하였는데， 시편의 온도 77 μ，V/mm ， 10μ'V/mm로 커짐에 따라 ωlk의 경우 9%, 26%

K와 상용에 ‘ 위치한 nanovoltmeter 사이에서 발생하는 박막의 경우 14%, 32%정도 Jc가 크게 계산된데 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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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토의-0.79

Fig. 2. Logarithmic ‘plot of I-V curve. (a) bulk; (b) film;
(c) Ag~sheathed tape.

0.6

-0.63

0 .4

-0.07
log I (A)

(b)

-0.2 : 0.0 0.2
log I (A)

(c)

-0.91 .

-0.8
-0.6

/’
t’
’’’-

/’.‘

-0.4

1.6

1.2

0.8

0.0

0.4

-0.4

(>

1)

>

M
。
‘



〈연구논문) Electric Field Criterion 척용에 따른 자가창내에서 ...-이규훤 등

훌 쓸훌톨

.

톨훌훌

.

톨톨

5

4

3

6

(
N
e。
\
〈
)Q『
M
。
，

0

-2

-3

2

3

(
N
E
μ
\
〈
}U『
@
。
.

432
log H (G)

(a)

2
0542 3

log H (G)

(a)

-4
0

2

다

빼
。i

2

겁

빼
。
-

432
log H (G)

(b)

O
O542 3

log H (G)

(b)

”0

Fig. 4. (a) Logarithmic plot of Ie as a function of mag
netic field for 0.1 μIV/mm(O-O) ， 1 μ~/mm(e
e) and 10 μ'v/mm(V'-V') criteria in film. sped·
men, (b) Logarithmic plot of n value as a func
tion of magnetic field in film specimen.

Fig. 3. (a) Logarithmic plot of Ie as a function of mag
netic field for 0.1 μ'V/mm(O-O) ， 1μIV/mm(e
e) and 10 μ，V/mm('\7-'\7) criteria in bulk speci
men, (b) Logarithmic plot of n value as a func
tion of magnetic field in bulk specimen.

선재의 경우는 60%, 283%로 매우 크게 냐타났다. 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 예로서 H=lOOG에서 0.1μIV/

Tape의 경우 I-V 곡선이 완만하여 즉 n값이 작은 것도 mm로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할때 1 μ'V/mm의 갱우 1.6

문제지만 10μ'V/mm가 척용되는 엄계전류는 초전도체가 배， 10μV/mm의 경우 3배까지 크게 계산되었으며， 자

아년 Ag으로의 bypass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장이 충가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성해쳤다. 또 자창의

Table 1의 결과는 하나의 I-V 특성곡선에서도 척용되는 증가에 따른 Ie의 경향도 0.1μWmm criterion-올 기준으로

criterion 에 따라 통일 시편의 J가 얼마냐 다르게 차이가 할혜 자장이 OG일 혜의 값보다 50，α)()G얼 혜 L가 약

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1/ 100，000 정도로 크게 감소했으냐， 10μIV/mm 의 crite-

다음은 각 시편에 자장을 가해줌에 따라 I-V 특성이 rion으로 보면 약 1/1;뼈로 우려 100배 쟁도 탤 감소하는

어떻게 변하고 각 criterion에 따라 L가 어떻게 차이가 것처럼 보였다. Bulk 시연에서 L의 감소는 300G 이하의

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bulk 시편의 5-50,OOOG 낮은 자장에서는 weak link 때운이고， 그 이상의 높온

차창에서 0.1μ'V/mm, 11lV/mm, 10μIV/mm의 criterion 자장은 pinning model로 셜명되고 있는데，[6] 척용 crite-

을 척용하여 각각 계산한 Ie값틀의 변화를 Fig.3(a)에 rion에 따라 자창에 따른Ie의 변화가 천혀 다르게 훈석될

나타내었다. Log 함수젝으로 분석할 예， 각 criterion에 수 있음을 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 약 lOG 까지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Fig.3(b)는 bulk 시편의 I-V 특성곡션에서 n값과 자

이상의 자장에서는 각 criterion.으-로 계산된 L들야 차이 장과의 관계를 나타 낸 그렴이다. H=OG에서 ”이 26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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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Fig.4(b) 에 나타난 것처럽

I-V 특성곡션의 n값도‘ 차장이 가해져도 크게 출i]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초천도 박막은

grain 사이에 불순물이 적고， 확막형성 과정씨l 서 생긴

point defect 들이 flux motion을 억제하는 pinning cen

ter의 역할을 하기 혜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때] 따라서

bulk와 같이 많은 flux motion이 일어나지 않아 I-V 특

성곡션이 ι완만하여 지지 않으므로 척용 criterion 에 따

라서t도 J 값의 차가 크지 않았다.

Fig.5(a)..는 O←50.0q0 G의 자장에서 Ag-sheath tape

사변의 criterion에 따라 계산된L 값들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야다. 우선 Table 1에서도 보인 것쳐럼 bulkY. 박
악과 달리 H=10G 이하의 자장에서도 10μV/mm의 cri

terion.으로 구한까값의 차이가 크게 냐타났으며， 이 crite

non을 적용하여 계산된 L는 자장이 증가하여도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J 야는 이미 연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측정전류가 초전도체가 아닌 :Ag쪽으로

흘러 Ag의 I-V 특성을 나타냈기에 나타 난‘현상이다.

1μ，V/mm criterion 의 적용 경우도 10μV/mm 의 경우보다

나았지만 자장에 따른 i，가 별로 감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0.1 μ'V/mm의 criterion을 척용하여 구한

ie값들이 실제값에 비교적.가까우므로 자장층가에 따른

이 시편의 L 변화를 알수 있게 할 것이다. 이 tape시편은

bulk 시편의 50000 G에서 L값이 1/100，000로 감소한 것

에 비하면 훨씬 적은 1/100 청도만 줄었다. 이는 초전

도쳐1와 ’Ag의 뱅렬연결로 인한 효과일 수도 있겠i냐，

1. R. Motowidlo[9) 의 Ag-sheath BiPbSrCaCuQ 경:우처 렴

제작중 drawing 과정에서 grain들의 c축 정렬과 annea

ling 과정에서 약간의 texturing 효파가 영향을 주었을

컷이다. Fig.5(b)에 tape 시편의 ”과 자장과의 관계를

냐다내었다. 이 n값은 0.1-1 μ'VI 샤이의 칙선의 기울

기에서 구한 것으로， 자장이 증가함에 따라 5에서 1로

감소 하였다. Tape 셔현의 I-V 특성 연구 결과， 금속피

복된 선재 시훤들의 L 측정은 bulk나 박막보다 I-V 특

성을 좀더 연벌히 분석한 후 척당한 criterion을 척용해야

됨을’알았다.

-·96 ‘

론

고온초천도체의’ L 정밀측정의 일환￡로 b비k. 박막，

Ag-sheath tape에 대해 시편에 따른.. I-V특성‘ 및 자기장

하에서 I-V 특성변화， 척용 electric field criterion에 따른

fc' 값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하여-보았다. Bulk 시편의

I-V 특성곡션은 자장에 따라 민감하게 · 변하여 자장이

IV. 결

5

Fig. 5. (a) LOgarithmic plot of Ie as a function of mag
“ i. netic ‘ fieldfor 0.1 μ'V/mm(O ...，..O) ， 1.μIV/mm(e

~e) and 10 μ'V/mm( 'V→\7) ’ criteria in Ag-shea
. .' thed tape .specimen. (b)J;Ogarithmic plot- of n

value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in Ag-shea
thed ‘tape _specimenι 1

이었으나H=30G 이상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H=1ooo

G셔상에서는 ,1 청도로 떨어 졌다. 이는 자장이 중가

할수록’ I-V. 특성곡선야 완만해지는 것을 나타 내는 데，

T. '~T; M. Palstra(7)의 결과에 의하면 이는 자장이 강할

수록 flux motion이 많아져 저항이 .발생하여 I-V 특성에

영향을 ’주기 ‘ 때문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weak

link가 많고 pinning야 약한 시편에서는자장아 높을수록 ;

I-V 특성.곡션이 완만함￡로， 높은 critetion을 적용하여‘

ie률 계산하연 ie가 크게 계산될 수 있음을 이 결과는-보여

주고었다

Fig.4(ci)는 박막시편에 자장을 가했윷 때， 각. crite- ‘

rion에 ‘따라 계산된 ie의 변화를 냐타낸 결과이다. 시편

사정으로 1000G 까지만 실험을 하였는데， bulk.2} 달리

1000G의 자장까지는 척용 criterion 에 따라 L ’값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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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질수록 완만하여져 n값의 감소가 심했다. 따라서

척용 criterion에 따라 L 값의 차이도 심해져 ， H= lOO
G에서 각각 1.6배， 3배의 차이가 H=50，OOO.G에서는 100

배 정도 까지 싱한 차이를 보였다.

Pinning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박막시편의 경우 1000 ‘

G의 자장이 가해져도 I-V특성이 크게‘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척용되는 criterion에 따른 Je의 차이도 크게 변

하지 않았다. 그러나 Ag-sheath된 tape‘ 시편의 경우， 측

정전류가 초전도체와 Ag의 병렬회로로‘흘러 겉으로 나

타난 I-V 특성의 양상이 달랐으며， 자장이 가해지연 I-V

특성도 변하여 적용 criterion 에 따라 λ의 차이가 심한

편이었다. 그러므로 금속 펴복초전도 선재의 경우 bulkY.
박막보다 I-V 특성을 보다 면멸히 분석한. 후 척당한 cri-

terion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시편의 종류에 관계없이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crite

rion을 적용하는 것이 측정서편의 본래 값에 가까운 lr를

구하는데 좋지만， 측정시 noise나 측정기기의 한계 때

운에 시편의 걸이를 길게 하여 전압측정 단자 사이의

간격올 넓게 하는 것이 측정강도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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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Differences of High Tc Superconductor by Adopting Different
Electric Field Criteria in Magnetic Field

Kyu Won LEE, Yong Ki PARK and long Ch미 PARK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Taejeon 305-606

Chan Joong KIM and Hee Gyoun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aejeon 305-353

(Received 31 March 1992)

We have studied I-V characteristics of high Te superconductors in magnetic field and relations bet
ween the electic field criteria and the defined Je values in bulk, film, and Ag-sheathed tape. In bulk

‘specimen, the I-V characteristic curves became broad with increasing magnetic field and hence'lr
.values defined from different criteria were gradually dispersed. However, the' I-V characteristic curves
of film did not broaden as much as those of bulk and differences in Je values were not distinctive
with the applied field. It was found that a lower criterion should be adopted to define Je especially
for Ag-sheathed tapes since the test current was progressively trans(ered to Ag sheath from core
material as the resistance of the core material became larger than that of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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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소강판에서 탐색코일의 형태에 따른 Barkhausen ‘ Noise 특성조사

황 도 근

상지대학교 울리 학과， 강원 원주 220-702

김 호 철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대전 305-701

(1992년 1월 13일 받음. 1992년 3월’ 23일 최종수정본 받음)

‘ -방향성을 가진 3% 규소강판에서 surface 형 또는 encircling 형 탐색코일을 사용하여 Barkhausen Noise플

측정하였다.4000회를 감은 surface형 코얼은 시현을 가공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으며， SN비가 좋다.1500회를

\ 감은 encircling형 코일은 SN비가 나쁘냐， 투자용과 자화곡션을 통시에 측정할 수 있었다. 반자화(half a magneti
, 'zation) 과정 동안 냉간압연된 시편에서의 Barkhausen noise의 envelope은 보자력 부분에서 단일 peak쓸 이

루었으며. BOOt에서 annealing원 사편은 자기이력콕션의 knee 부분에서 두 peak를 이루였다. 이것은 자구‘적이

운동·할때 채료의 결함과 자구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구역의 불큐칙적 변위와 자구의 생성， 소멸에 의한

’‘ 효과로 설명하였다.

II. 실험장치 및 SH엽

의한 것으로 발표되였다Ii 인

Barkhausen noise 현상이 채료와 잔류응팩파 결함，

열처려 상태 등을 조냐하는 버파괴 캠냐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탐씩코일의 형태와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

본 논문에 셔는 이을 위해 두가지 행의 당색코일인 sur

face type probe와 encircling type probe을 선택하여

Barkhausen noise현상을 측정， 분석하였다. 또한 Bark-

ι hausen' noise의 재료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7] 위해 방

향성을 가진 3% 규소강판의 냉간압연 앙태와 annea

ling완 상태에서 이 현앙을 조샤하여， 180。 자구벽의

운동과 생성， 소멸로 설영하였다.

론‘I. 서
; .

‘ ..

"

r강자성체가 외부의 차장에 의해 자화될 때 재료의

결함들(defects)에 의해 불연속적인 자화를 하며， 그로

인해 자가이력곡션은 미세한 불연속션이 된다. 이런 불

연속적인 자화과정을 유도 코일로 측정하면 유도 전압이

측정되는데， 이를 Barkhausen Noise 2} 한다.[1] Barkhau

sen noise는 자성체의 결항인 천위(dislocation)， indu

sion, 입 계(grain boundary), imperfection. precipitation,

texture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 현상은 재료의

잔류응력(residual stress), 셜항 등을 조사하는 비파괴적

검사(non-destructive testing)와 재료의. 자가척 성칠을

반영효}는 차구벽의 운동학(magnetic domain wall dyna

mics)에 관련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2-4] 1980

년대 초반까지 Barkhausen noise 현상에 대한 정성적 Barkhausen noise를 측정하논데 필요한 실험장치는

해석은 자화과정에서 180。 자구벽이 운동할 때 재료내에 그럼 1과 같다. 신호 발생기는 10- 1-103 Hz의 주파수를

존재하는 결함과의 상호작용으로 180。 자구벽이 불연속 갖는 삼각파를 발생하며 전력 증폭기는 삼각파를 lO Am-

적언 운동을‘ 함으로 ，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왔다. 그 pere 까지 전류를 증폭하여 길이 15.4 em, 넓이 6.4 em.

결과 강자성체의 180。 자구벽의 운동이 활발한 보자력 높아 3.7cm. 코일 감은 수. 380회연 solenoid에 보낸다.

(coercive field) 근처에서 많야 발생한다고 발표되었다 [5.61 본 실험에세논 1 Hz의 자화 주파수로 측정하였다‘

최근에는 annealing된 3% 규소강판에셔 Barkhausen Barkhausen noise는 시편의 중심에서 측정하는데， 측정

noise 발생이 보자력이 아년 자가 이력곡선의 knee 부 하는 탐색코임.은 surface type probe와 encircling type

분애서 많이 발생하며 180。 자구벽의 생성파 소멸(nuc- probe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이 두 탐색코일의 특성과

leation and annihilation of reverse magnetic domain)에 모양은 그럼 2와 표 1에 표시한다. 탑색코일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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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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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융법으로 제초한 Y-Ba-Cu-O 초전도체에서

Ce02 첨가에 따른 초전도성

. 김찬중 • 김기백 • 이규원•• 원동연

한국원자력 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Superconductivity of CeOz-added Y-Ba-Cu-O Superconductors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

Chan-,‘Joong Kim, Ki-Bail‘ Kim, Kyu-Won Lee· and Dong-Yean Won

Superconductivity Research D영lartment， Korea Atomic Ene7핑'Y Research Institute, P.O. Box 7, Daejon, 305-353

• Korea Standard Research Institute, P.O. Bo% 3, Daejon,· 301-304

Abstract The CeO~-added Y-Ba-Cu-o oxides were prepared by the partial melt process involving the
peritec이c reaction, liquid + 2-1-1 phase • 1-2-3 phas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dopant on mi
crostructure and superconductivity. During the peritec reaction, all the added ceO~ was converted to
BaCeD,particles which were finely dispersed in large 1-2-3 grains.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
ture(TcR=O point) of the partial-melted samples was as high as 90K regardless of ce02 content up to 5

wt%. which is owing to the separation of the second phase from the 1-2-3 superconducting phase.

요 약 ceO~률 청가한 Y-Ba-Cu-o 초전도체륨 포갱반용을 포함한 준용용법으로 제조하여 미세

조칙과 초전도성을 관활하였다. 청가한 CeO~는 포청반웅중에 BaCeO，로 변화하였으며， 야 BaeeD，는

방향생 성장한 1-2-3 초전도상의 기지에 미세하게 분산된다. 초전도체의 Tc는 챔가된 ce02함량에 관

계없이 90K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준용융풍청을 척용함으로서 쩨2상물쩔융 초천도상으로부터

불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act can be available in designing a supercon·

ductor-nonsuperconductor composite which

Most of the rare earth elements(RE) except may improve critical current density and me-

cerium and praseodymium have been known to chanical properties of the oxide superconduc-

form the 1-2-3 superconducting phase(RE1Baz tor.

CU30y) which reveals high Tc of about 90K.1,2) In the present paper, effects of cerium oxide

These elements can be completely and partial- addition in Y-Ba-Cu-o oxide prepared by the

Iy substituted each other because of their simi- partial melt process have been investigated.

lar valance state and ionic radius. In the case Reaction between dopant and 1-2-3 phase,
of the CeOz-doped Y-Ba-Cu-O system, howev- characteristics of microstructure and supercon-

er, Tc decreased with increasing CeOz content, ductivity were observed by resistivity-temper-

and the formation of second phase was ob- ature curve, AC magnetic susceptibility,
served,3,4) suggesting that there is no solubil~ty .' .magnetiz8ton hysteresis curve, x-ray diffrac

of cerium in 1-2-3 phase. The reason why. ,ce- •. tion(XRD) analysis and scanning electron mi-

rium was not soluble in 1-2-3 phase was ex-' croscopy(SEM).

plained in term of the different valance state

of CeH from y H , Ba+2 Cu+3 and Cu+2•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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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YSCO, TC='1K
1: 1% clloi. 'Te= 91K
2: 2%CllOz•. Te= 93K
3: 3 %C~Oz. Te= '1 K

4:4%Cll아. 'Te= 89K
Ii: Ii %CllOZ. TC= 91 K

o
응

13090 100
Tllmpllra1urll. K

Fig. 1. Temperature-resist.ivity curves of unadded
and CeOradded'Y-'Ba-Cu-0.superconductors pre
pared by part.ial-melt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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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하 Ce02 content. All the samples

showed To above 90K ‘":,,hich is a' higher value

than those of the solid-state reacted samples

with Ce02 where To decreased ‘gradually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from 91K of the

unadded sample to 83K of YICeo5Ba2CU30y.S)

The'difference of Tc between our sample and

the solid-statereacted sample ‘ appears· to be

the different' thermal treatment

their resulting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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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erconducting 1-2-3. powder used in

the partial-melt process was prepared by the

solid state reaction ‘ method using Y203(99.9

%),. BaC03(99%) and CuO(99.9%) powders.

Proportioned powders were well-' mixed in an

alumina mortar with a pestle; calcined at.930

·C for 24 h in airand then furnacecooled. The

calcined cakes were crushed: mixed with Ce02

powders of 99.5 % purity up to 5 wt %, pressed

isostatically into pellets and then sintered at .

950·C for 24: h in air. The pellets ‘ were rapidly

heated to 1050·C I held for 0.5 h, cooled to

1000·C at a rate of 50·C/h, c。이ed again to

980·C at. 3·C /h and then held for 10 h. At this ‘

stage, textured 1-2-3 crystals were formed by ‘

the peritectic reaction of liquid phase and Y2Ba

ICu IOS( 2-1-1 phase). In order to transform the

tetragonal 1-2-3 phase to orthorhombic one,
the pellets were cooled slowly down to 450·C ,
held for 24h and then aircooled.

formed after calcination, sintering

and partial melt process were identified by

powder X-ray diffraction using CuKa radia

tion. Microstructures were investigated for the

etched surface of samples by an optical pola

rized microscopy and scanning electron micros

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SEM

2. Experimental procedure

Phases

H.. 20 Oe0.02copy

EDX).

The zero r¢sistance temperature of samples

1 꾀 l wtC1l

• 3 wr!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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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s

•
a
•

m
•

g

•

e
•

g


톨

•

@

•

g

•
힘

•

was measured from the resista~ce-tempera

ture(R-T) curve using a four-probe method.

The magnetization hysteresis curve at 17K

from' 0 to 2 T was estimated using commercial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s.

A sample of dimensions 3 x 3 x 5mm was used

for the measurement.

120

Fig. 2,' AC magnetic susceptibility vs. temperature
of the CeO-added Y-Ba-Cu-o oxides prepared by
partial-mel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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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Temperature-resistiving carves ‘of (Y.Ba2Cu

30y+xCe02, 0<x<5wt%) by the partial melt

process are shown in Fig. 1.. Tc of the partially

melted sample process was not influenced by

the Ce02 addition. The T c is nearly cons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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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 magnetic susceptibility versus tem

perature of the Ce02- added sample is shown

in Fig. 2. In spite of the decrease in volume

fraction of the superconducting phase, all the

samples exhibit similar superconducting transi

tion temperature.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T data of Fig. 1.

The magnetic hysteresis loops for the Ce02

added samples are presented iIi Fig. 3. The

intergranular currentdensity(J) can be deter

mined J rom the M-H curve using the Bean

model,P . t

J c=30..6.M/d,

where ..6.M. is. the magnetization difference for

increasing and decreasing magnetic fields and

d is the average grain size of a sample. From

40
at '77 K

u
‘잉-
3

훌 20

‘ gt•
...
mN
.@i, o
I
@

동m

-20
..

the M-H curves, we could see that the

intergranular J c slightly decreased with in

creasing Ce02 content. The Bean model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the material

factors such as phase homogeniety are uni

form. Beacuse the microstructure of our sam

pIe is not homogenious, the model c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samples. Details of the

microstructure charactristics will be discussed.

The inhomogeniety of the material factors can

be affected on the intergranular J c because the

Y- Ba-Cu-0 oxide has a anisotropic supercon

ducting properties with 'crystal oriEmtation;7)

For precise measurement of the flux pinning,
the investigation for the grain aligned sample

with the same crystaJlographic orentation' is

needed.

o 1% Ce02

‘ 3% Ce~

口 5% Ce02

-40
-::25 -15 -5 515-

Magnetic Field. KOe
25

Fig. 3. The magnetic hysteresis loops of the Ce02-added Y-Ba-Cu-O oxides prepared by partial-melt proc
ess.

The powder XRD patterns of the partial-melted report, the orthorhombic-to-tetragonal phase

sample were illustrated , in Fig. 4. The pattern transition was reported in the solid-

of ,unadded sample consists of orthorhombic 1-2 statereacted Y -Ba-Cu-.O oxide with CeOi.S
) But

-3 peaks. With ,the }..,2-3 peaks, the BaCe03 the phase change was not observed in the par-

peaks , are observed in the Ce02-added samples, tial-melted sample up to 5 wt% of Ce02.

and therelative fraction of this phase increased An optical polarized microstructures of par~

with increasing Ce02 content. In our previous tial melted samples are shown in Fig. 5. I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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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tical micrographs of (a) Y\BaZCu30y,
(b) 3 wt. % Ce02-and (c) 5 wt. % Ce02-added

Y‘Ba2CU30y showing fine dispersed particles in

the 1-2-3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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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C~ added Y-Ba-Cu-o .oxides prepared by partial
-melt process.

of the unadded sample(a) , large textured 1-2-3

grains was observed with 2-1-1 particles

trapped in the 1-2-3 matrix. The observed mi

crostructure'is ~nown to be a typical feature of 

Y-Ba-Cu-O , oxide prepared by the methods in

volving the peritectic reaction such as melt

powder-melt용roWth8) and'liφid phase proc잃s.9)

The trapping of the 2-1-1 particles in the 1-2

3 matrix appears to resulted from the differ

ence between the growth and reaction rate of 1

-2-3 phase from 2-1-1 + liquid phase ‘ In the

Ce02-added samples[ (b) and (c) ], another

trapped particles in a 1-2-3 matrix are ob-

served together with 2-1-1 particles. The parti- 1-2-3 grains was reduced with increasing Ce02

clessize of this phase ,is much smaller than that content from 5 mm in the undoped sample to

of the 2-1-1 particles. 'The , texture region of the 2mm in the 5 wt. % Ce02 sample. In order to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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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etched sur
fa,ce in 1% HN03 solution of the 5 wt.% Ce02
added Y,Ba2CU30y. The large particles and small
ones are Y2Ba.Cu.05 and BaCe03 phase,
respectively.

determlm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fine

particle, the SEM EDX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the 5wt. % Ce02 sample. Fig. 6 shows the

·SEM surface microgniph of the sample etched

in 1% HN03, solution. It was clearly observed

that large particles and fine particles were

trapped in 1-2-3 matrix with a lot of

microcracks..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large particles and the smaller ones are 2-1-1

phase and BaCe03' respectivel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XRD analysis of Fig. 4. By

applying the partial melt process, the dopant

could be successively separated from 1-2-3

’ phase and dispersed in the matrix. The separa

tion of the dopant clearly explains the constant

‘ Tc' regardless of CeOz content illustrated in Fig.

1. The trapped fine particles may be acted as a

flux pinning center.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second particle on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4. Conclusion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Ce02 addition

on the microstructure and superconductivity in

the'partially -bY'melted Y-Ba'-Cu-'O supercon

ductors. Al l. th~added Ce02 could be successive

Iy separated from 1-2-3 phase by applying the

partial melt process. The separation of the

dopant from the supercondud.ing phase result

ed in the constant Tt regardless of Ce02< c9n

tent. The CeO2 was Gdrivert강d ~to Jirie 'BaCe03

particles which were trapped in 1-2-3 matrix

during the peritectic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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