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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Bulk 초전도체 개발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액체질소의 비등점인 77 K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고

온 초전도체가 개발된 후 이를 이용한 신에너지 기술 및 산업 응용기

술이 전세계적으로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끈래에는 실용화에 관

련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초전도 재료를 에너지， 기계， 수송. 의료. 전자산업동에 설용화하

기 위해서논 재료의 초전도전이용도， 임계전류밀도동의 특성을 향상

시켜야 하며，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형태인 선재나 박막등의 형태로

가꽁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박막， 선재이외에도 덩어

리형 초전도체를 특별한 가공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조기슬이 개

발되어 여러 응용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에너지 처장 및 산업전반에 혁신적인 변화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고온 초전도 재료의 제조기술 및 실용화기술 확립

이 시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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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덩어리형 고온 초전도체로서는 최초의 응용으로

기대되는 전류인입선 및 에너지저장 플라이휠에 사용될 덩어리형 초전

도체 제조기술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류인입선용 고온 초전도체는 압

출/고상소결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각 가공 및 소결조건과 초전도체

의 1-2-3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플라이휠용초전도재료는포정반응을포함한 용융공정으로제조하였으

며， 제조된 단결정형 YBCO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 및 자기적 특

성과 초전도특성에 대한 제 2 상 첨가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상기목적을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압출공정에 의한 YBaCuO/Ag 초전도체 제작

압출공정에 의한 초전도 제조기술 개발

결합제 첨가에 따른 소성특성연구

소성조건 및 미세조직연구

Ag 첨가에 따른 임계전류밀도 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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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공정에 의한 YBaCuO초전도체 제작

YBaCuO의 자화특성

. Ce02 첩가에 따른 미세조직 및 임계전류띨도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2-3 초전도 분말을 결합제를 포함한 유기물 첨가제와혼합하

여 paste 로 만든 다음 압출공정으로성형하였다. 이 방법으로 다양

한 구경 ( 0.5 mm - 5 mm )의 초전도 선재를 약 수 m 길이로 성공

적으로 가공할 수 있었다. 압출펀 1-2-3 선재는 유연성이 좋으므로.

원하는 형태로 쉽게 가공할 수 있었으며， 직경이 4.5 mm 인 Y123

시면의 경우 염계전류(Ic) 는 32 Amps 이었다. 금속 윤을 1-2-3 초

전도체에 첨가할 경우 임계전류빌도와기계적성질이 약간 상숭하였다.

20% Ag 첨가시편의 임계전류밀도는 최대 250 A/cm2이었다.

1-2-3 초전도분말에 대한 소결실험결과로. 930°C이상에서

소결할 시 액상이 생성되었다. 야와 더불어 소결옹도의 증가에 따라

1-2-3 입자형상이 판상에서 정방형로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드며， 소

결온도가 상승할수록 1-2-3 업자의 이방성이 감소하였다. 1-2-3 입

자형상변화를 액상형성， 특히， 액상내의 yttrium 용해도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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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액상 계변에너지 변화로 설명하였다. 소결옹도가 YBCO계의

포정옹도로 근접하면 용융공정에서 나타나는 집합조직이 발달되며，

액상의 생성으로 인하여 초전도체의 밀도는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임계

전류밀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초전도 결정입계에 존재하는 액상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BaCe03를 첨가하여 용융공청으로 제조한 단결정형

YBa 2Cu30 x (1 -2 ‘ 3) 초전도체의 온도에 대한 자화특성을 연구하였

다. 고상반응법과 용융공정으로 0 에서 30 wt. % BaCe0 3를 1-2

3 결정내에 미세 분산시켰다. 초전도체의 자화특성은 VSM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을 사용하여 77K. 60K. 40K

와 20K. 2 Tesla 자장범위에서 측정하였다. BaCe03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나 5 wt.% BaCe03를 첨가한 1-2-3 결정의 경우， 77K.

외부자장이 증가시 자화율 차이가 증가하는 비정상 자화특성이 관찰된

다. 측정온도가 60K에서는 제 2 차 최대점이 나타나는 자장값이 고차

장쪽으로 이동한다. 20K와 40K의 저옹에서는 비정상자화특성이 2

T 의 자장범위까지 관찰되지 않았다. 15 wt.%와 20 wt.%

BaCe03 첨가한 시편에서는 자장이 증가하면 자화율차이가 단순히 감

소한다 . Y-Ba-Cu-O의 flux pinning 기구를 BaCe0 3 첨 가에 의 한

미세조직변화로 절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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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 of Bulk High-Tc

Superconductor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ince the discovery of high-Tc superconductor having critical

temperature above 77 K, many research have been carried out to

developed new energy technology, industrial application techniques,

and a lot of results were reported for application of this material on

industry. For the practical use of the oxide superconducting

materials to energy storage, machinery, transportation, medical and

electronic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technology which

can fabricate the oxide high-Tc superconductor in an applicable

shapes such as wire, thin film and bulk. Recently, bulk YBCO

superconductor with large critical current density and strong

levitation force was developed via melt processing utilizing perite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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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This material is very attractive because its properties

are available in many application fields related energy storage

such as flywheel , motor and superconducting bearing. Therefore, in

our in!1ustry, it is time to have an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bulk superconducting material.

In this work,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ique of

bulk YBCO superconductors for application was studied. Two

different type of the YBCO superconducting material of rod and

bulky disk were fabricated by means of extrusion and melt-texture

processing, respectively. The fabrication variables were established

by examining the microstructure and various properties. Also, the

superconducting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materials was examined

by magnetic hysteresis and critical current density measurement.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bulk high-Tc superconductors

Fabrication ofYBCO rod byextrusion

‘ Establishment of the fabricatio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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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onship between deformability and binder content

· Sintering condition

· Critical current density with Ag content

Fabrication ofbulky YBCO disc by melt processing

· Magnetization ofYBCO single-crystalline sample

· Variation of critical current density by Ce0 2 addition.

· Microstructure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YBCO-Ag composite superconductors were prepared by

extrusion using inorganic binder materials. The composite materials

were extruded using a conical die with a diameter of O. 5 mm, 1 mm,

3 mm, 5 mm. Green extruded wires were quite flexible, so that they

could be easily fabricated as a desirable form. In the case of the

undoped 1-2-3 sample with a dia. of 2. 5 mm, critical current density

(Je) was 150 Ncm 2 and current density (Ie) was 10 amps.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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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ample with a die. of 4.5 mm, meanwhile, J e and Ie were 50

Ncm 2 and 32 amps, respectively. Incoincidence between Ie and J e

with sample diameter seems to due to the degradation of current

carrying properties by the self-induced magnetic fields generated

within the samples when current flowed. Metallic Ag powder was

used as an additive and the content was varied from 0 to 30 wt.% by

5 wt.%. Critical current density (J c) was about few hundreds AJcm 2

and the J e increased slightly by addition of metallic silver.

Maximum J e was obtained in the 1-2-3 sample with 20 wt.% Ag

addition.

Sintering condition for the 1-2-3/Ag wire was established in

air atmosphere. Below 930 °e, plate-like 1-2-3 grains of high

anisotropy were produced while the anisotropy of the 1-2-3 grains

was reduced with increasing sintering temperature.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above 930 °e, a eutectic liquid phase formed and it led

to a significant change of 1-2-3 microstructure. Due to the formation

of the liquid phase, the shape of a 1-2-3 grain was changed from

the plate-like form to a square form when sintering temperature

increased above the eutectic temperature. ’The 1-2-3 shape change

was explained by the variation of Y concentration in the liquid

phase with different temperature, which changes the 1-2-3I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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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ial energy. In addition to this, non-uniform microstructure

involving the textured 1-2-3 microstructure with some trapped 2-1-1

phase was developed , which is due to the local peritectic reaction

between 2-1-1 and the liquid phase. Also, Jc degraded with

increasing sintering temperature. The degradation of J c of this

materials is well consistent with the formation ofliquid phase.

Influence of BaCe03 addition on magnetization characteristics

of melt-textured Y-Ba-Cu-O superconductor was investigated. Fine

BaCeO 3 particles were dispersed within the textured 1-2-3 matrix by

means of the solid-state reaction and melt-texture processing.

Magnetization hysteresis curves for the single-crystalline 1-2-3

samples were obtained by using ofvibration sample magnetometer,

at temperature of 77K, 60K, 40K and 20K and at the magnetic field

from 0 to 2 Tesla. In the undoped sample and the sample with 5

wt.% BaCe03 addition, anomalous magnetization behavior,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second peak at an intermediate magnetic field ,

was observed at 77 K. The second peak shifted toward higher

magnetic fields when temperature was lowered to 60 K. In the

samples with much addition exceeding 10 wt.%, meanwhile, the

secondary peak effect disappeared. The variation of magnetization

behavior due to the addition of BaCeO 3 is discussed on the ba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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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crostructure related to oxygen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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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츠
1.-

채 l 절 Bulk Y-Ba-Cu-O 초전도체의 응용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상업화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계전류밀도를가진 초전도체를각 제품의 특성에 맡

게 적당한 형태로 만플어야 한다. 또한， 고자장하에서 벌생하는

lorenz force 를 극복하여야 하므로 척당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임계전류밀도향상과 가공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고온 초전도선재를 액체질소온도(77K)

에서 대용량 응용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미홉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bulk형 Y-Ba-Cu-O 초전도체를 제조하는 새로운 공정들이 개발되

었으며， 이 공정으로 제조된 초전도체는 그 물성이 상당히 우수하여

몇몇 분야에 있어서 bulk형 초전도체의 중 소규모응용을 가능케 하였

다. 이 장에서는 bulk 형 초전도체의 응용분야 및 현재까지의 연구동

향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1. 전력저 장 (Energy Storage)



초전도를 이용하여 전력을 저장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

데， 초전도전선으로 구성된 폐쇄된 회로에 전류를 공급하여 저장한 후

왼하는 시기에 저장된 전력을 외부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SMES

(Su 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와 bulk 용 초전도

체와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원판체를 초전도체 위에서 회전시켜 에너

지를 저장한 후 저장된 운동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fly

wheel 이다 (Fig. 1 참조). 초전도 자석으로 에너지를 저장시킬 경

우의 장점은 에너지손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Nb 3Ti 이나

Nb3Sn과 같은 저용 초전도션을 이용하여 이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고온 초전도체를 액체헬륨을 사용하는 저온에서 이용할 경우， 임계전

류멸도가 금속화합불 초전도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

온 초전도자석보다 다량의 전력을 처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액체질소온도에서는 고온초전도체의 입계전류밀도가 낮기 때문에

77K에서 응용화논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Figure 2는 용융법으로

제조한 초전도위에 부상한 영구자석을보여준다. Y-Ba-Cu-O를 용

융법으로 제조할 경우. 초전도결정을 크게 결정 립이 큰 초전도상을

성장시킬 수 있고， 아 입자성장을효과적으로 제어하면 큰 무게를지

탱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제조할 수 있다. 용융법으로 제조한 초전도

체는 외부자력에 대한 강력한 반발력 (Repulsive force) 뿐만 아니라，

자력이 초전도체에 포획되어 발생하는 인력 (Attractive force)을 보

유하게 되므로 영구자석을 포함한 회전체를 초전도체 위에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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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flywhe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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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evitation of a Nd-B-Fe permanent magnet above melt

textured Y123 superconductor.

- 5 -



옳
u

엎
싫댐
』



고정시킬 수 있다. 일본 ISTEC 초전도그룹은 Melt-Powder

Melt-Growth 공정으로 채조한 Y-Ba-Cu-O 초전도체와 0.4 T의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2 Kg 무게를 부상시킨 바 있다 (1] . 초전도체.

윈에서 부상시킬 수 있는 무게를 증가시킬수록 fly wheel 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많아친다. 초전도체와영구자석간의 간격이 가까

울수록 반발력이 증가한다. 반대로 초전도체를 자석에서 멀리하게 되

면 반발력은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인력은 자력이 초전도체에 속박되는 flux pinning force로 인해 발생

하는데， 이 때문에 fly wheel이 기계적으로 회전할 때 상당량의 에너

지가 소모된다. 이러한 Magnetic dragging현상은 사용되는 영구자

석의 형상에 따라 따라 달라진다. Mural‘amI 등은 고리모양의 영구

자석을 사용함으로서 damping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2) . 또한 회

전체의 균일성을 부여하고 회전체와 대기와의 마찰을 출일 수 있도록

진공중에서 사용한다면 에너지 손실은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초전도체를 사용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하면 공해

가 전혀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자기차폐 (Magnetic shielding)

초전도체는 외부자장을 차폐， 속박하는 효과가 있다(3].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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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도는 초전도체의 엄계전류밀도와 비례한다. 초전도 양자간섭기

(SQUID: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와

같아 미세한 자력을 측정하는 장비에는 자력을 차폐하는 기술이 필

요하다'. 인간의 신체부위에서 발생되는 자력은 대단허 미약하기 때문

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nOIse를 차폐하여야 하며. 초

전도재료는 이론적으로 잡음자기장을 완전하게 차폐할 수 있으므로

미세한 자장에 탐지에 아주 적합하다(4.51. 최근 일본에서는

BSCCO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차폐가 시도되었다(5). 인체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내경 65 cm , 길이 200 cm )의 실련더형 초

전도 용기를 제작하여 측정한 결과 우수한 자기차폐성능을보였다

(6). 초전도체로 제작한 차폐용기는 SQIUD을 이용한

neuromagnetic 측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7J.

3. 초전도자석 (Superconducting magnet)

용융법으로 제조된 초전도체는 flux pinning에 의해 외부에서

작용하는 자력을 속박할 수 있다- 영구자석위에 초전도체를올려 놓고

77 K까지 온도를 서서히 내리면 초전도체는영 구자석으로부터 발생

하는 자력을 속박하게 된다. 이 현상은 초전도체가 자석이 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가높을수록 속박되는 자력

의 양은 커지므로 엄계전류밀도가높은 초전도체를 만들면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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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형 초전도체 자석을 만들 수 있다. MPMG 공정으로 제조한 시

편에 대해 측정된 결과(8)에 의하면， 초전도체를 0.5 T의 자석위에

위치한 후 77K까지 냉각시킬 경우 초전도체의 중심부분에는 O. 5 T

의 자력이 속박되며 중심에서 외부로 갈수록 속박되는 자력의 양이 점

진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영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자력의 분포가 균일

하지 않아 이 자력분포에 대해 작용하는 flux pinning force가 초

전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끌일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Bulk 형 초

전도체를 초전도 자석으로 사용하게 되면 초전도체를 선재로 제작할

펼요가 없으므로 가공이 단순하다는 잇점이 있다. 용융법으로 제조

된 초전도체를 자석으로 이용한 경우 77 K에서 1.35 T 의 자력 (9)01

보고된 바 있다. 낮은 온도에서 작동할 경우에는 초전도체의 임계전

류밀도가 상대척으로 높으므로 높운 자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Y-Ba-Cu-O 단결정의 경우 4.2 K에서 6T 이상의 자력을 발

생시킬 수 있다(lO). Bulk 형 초전도 자석은 비자성체나 약자성

체에 균일한자력을 공급하여 반응차장을 측정하는 MRI(Magne tic

resornace image)와 같은 장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무접촉 때어링 (Contactless bearing)

베어링은 회전축의 처점을 방지하고 회전력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사용되는 기계부품으로사용된다. 일반적으로사용되는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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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회전축과 접촉하여 축을 지지하므로 접촉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된다. 이러한 손설을 줄이기 위해 윤활재를 사용하거나 구릅마찰

을 이용하고 있다. 영구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베어 링을 만뜰면

접촉에 의한 마찰을 줄일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전자의 위치를 고정

하기 위 한 특수한 제어장치가 펼요하다. 만일， 초전도체를 고정자

로 사용하여 그 위에 회전자를 부상， 회전시킨다면 접촉에 의한 에너

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속으로 회전자를 회전시킬 수 있다.

용융법으로 제조된 초전도체는 반발력과 인력을 동시에 ，보유하므로

회전자를 임의의 위치에 접촉 없이 고정시킬 수 있다 Bulk 형 초

전도체를 이용한 베어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블(1 1-14) 이 보고된 바

있으며 가능한 부상력을 증전시켜 많은 무게를 회전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초전도체 베어링 시스댐의 기

본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Figure 3은 개발된 초전도베어령의 실물

사진으로， 현재 공기중에서 약 73.500RPM의 회전속도를 기록하였

다 (1 4) . 전자석의 극성을 연속척으로 변화시켜 줌으로서 영구자석을

포함한 회전축를 회전시키며 이 때 회전체의 위치를 고정하는 고정차

로 초전도체를 사용한다. 베어령윷 친공중에서 사용한다면 대기마찰

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회전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

을것이다.

5. 전류단자 (Current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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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 speed supercondcuting bearing developed by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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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기로 상용화되고 있는 MRI-CT (Magnetic Resonance

Image Analyzer)에 사용되는 자석이나 실험용 초전도자석은

Nb3Ti Y- Nb 3Sn 의 화합물 초전도선재를 solenoid 형태로 감

아서 제작된다. 초전도자석을 가동하려면 외부에서 전류를 공급해 주

어야 하는데. Fig. 4에서와 같이 전류인입션을통해 자석에 전류를

공곱하여 자석을 가동시킨다. 소규모 실험용 solenoid는 30 A 정

도의 전류를. MHD발전용 자석의 경우는 10000 A의 많은 전류를

공급하게 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저용 초전도자석은구리나 황동으로

제작한 전류단자를사용하여 초전도자석에 전류를 공급한다. 금속재

질의 단자들은 열전달아 빠를 뿐만 아니라 전류가 도선에 흐를 시 전

류단자에 전기저항이 발생하므로 이곳을 통해 외부의 열이 냉매로

전달된다. 초전도자석의 운용비중 냉매(액체헬륨)사용비와냉각기 가

동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열유입의 원인이 되는 전류단자

의 재료선정이나 설계가 중요하다. 세라믹 고온 초전도체를 전류단차

로 사용하면 저항발생에 따른 열손실이 없으며 작은 단면적에 많은 전

류를 흘릴 수 있다. Y-Ba-Cu-O 초전도체를 전류단자로 사용하려는

연구(15-17)가 시도되었다 Dorri 등(I5)윤 자장을 이용하여 일

방향 성장시킨 Y-Ba-Cu-O 초전도체를 전류단자로 사용하고자 제반

특성을 측정하였다. 1x6x20 cm 크기 시펀의 임계전류는 30 K. 0.1

T에서 380 A로 전류단자로의 응용 가능성이 업증되였다. 세라막

초전도체는초전도전이온도가액체질소온도부근이므로전류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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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전체를 초전도체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냉각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한 재질로 전체 전류단자를 만들기 보다는 상온에서

77K까지는 구리나 황동의 전도성 재질. 77K 이하에서 자석악

가동온도까지는 세라믹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hybrid 형의 전류단자

가 바람직하다. 미국 Argon National Lab.에서는 구리선과 BSCCO

을 이용하여 hybrid형 초전도 전류단자을 제작하였으며， 이 경우

1000 A 전류를 지속적으로 흘혈 수 있었으며 열손실은 기존의 전

류단자에 비해 약 30 %정도 줄얼 수 있었다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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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보1-
로
'--

제 1 절 연구내용

1. 전류 인입선용 Y-Ba-Cu-O 초전도 선재 제작

압출공정을 이용하여 초전도체를 적당한 형태로 가공하였다.

YBCO 초전도 분말을 사용하여 봉형상의 초전도체를 제작하고자 초

전도 분말을 결합제 (binder)와 혼합하여 paste 형태로 만든 후 성

형 다이에서 압출하였다.

가) 초전도분말제조

Y20 3 • BaC03와 CuO 분말을 혼합， 하소하는 고상반응법으

로 1-2-3 초전도 분말을 제조하였다. 저울에서 정 량한 분말을 알루미

나 막자사발에서 균일하게 혼합한 후， 공기중 880 DC에서 30시칸 하

소한 후 로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일반척인 123 상 형성온도보다

낮은 온도구간에서 혼합분발을 열처리하였는데， 이는 초전도 분말의

성장올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미세한 초전도 분말을 사용하여야 결합

제와 초전도분말이 균일하게 혼합되고， 따라서 압출시 혼합체가 왼활

하게 유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균일한 반응을 위해 하소중 각 1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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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마다 하소분말을 로에서 꺼내어 분쇄하였다. 분쇄하여 200 mesh

의 Sleve로 채질하였다. Figure 5는 제조된 123 초전도분말의 전자

현미경사진으로약 2-3 마이크론 정도의 미세한 분말임을 알 수 있다.

나) 결합제

초전도 분말과 결합제를 혼합하여 paste 를 만들기 위해션

결합제 (binder) . 소성제 (plasticizer) , 다이 윤활제 (lubricant) ,

분말 분산제 (dispersan t) 와 용매 (solvant)가 펼요하다. 본 실

험에서는 콜로이달형 초전도 분말을 연결시켜 주는 결합제로

en thycellulose 를 사용하였다. Enthyce llulose는 소성도를 높여

줄 뿐 아니라， 결합강도가 우수하고， 소결 후의 비연소 잔류물이 척

기 때문이다. 소성제 (glycerol)는 결합제 분자간에 분포하여 결합제

가 치벌화 되는 것을 방지해 주므로 결합제에 flexibility 를 증가시켜

준다. 또한 이 물질은 결합제인 cellulose와 compatibility가 좋다.

윤활제와 분산제는 paste의 유통특성을 체어， 분말의 agglomerate

를 방지하며 소성시 다이벽과의 마찰을 줄이는 역활을 한다.

S trearic acid는 아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는 재료로 알려져 었

다. 결합제올 용해시키기 위한 용매로 에틸알코올과 부털카비톨을

혼합비를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초전도분말에 대한 결합제의 부피분

율이 높을 경우 결합제 연소 후 성형체내에 다량의 기공이 포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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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1-2-3 powder used in extrusion ofY123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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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따라서 결합제의 양은 무게비로 약 3%로， 기타 유기물의 양은

2% 정도로 최소화 하였다.

다) 초전도 paste 제조 및 압출

먼저 결합제를 포함한 유기물들올 20 gr 초전도 분말에 대한

각 구성비로 정량한 다음. 100 ml 알코올이나 (알코올 + 부틸카비

톨) 혼합 용매에 용해시켰다. 두 용애간의 혼합율윤 paste의 점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용매혼합벼의 제어가 중요하다. 알코올

과 부틸카비톨의 혼합비가 8:2에서 압출하기에 가장 척절한 정도를 얻

을 수 있었다. 청가유거물의 원활한 용해를 위해 용매의 온도를 약

BOaC 로 가열하고 magnetic stirrer를 사용하여 용매와 binder를 슐

일한 혼합하였다. 고체입자들(유기물)이용매에 완전히 용해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1-2-3 분말을 용매에 넣었다. 혼합 후 초전도

paste를 오븐에서 100°C 여하로 가열하여 잔류용매를 완전히 증발

시킨 후 상온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초전도 paste 를 Fig. 6의

압출 다이내에 장입한 후 압출하여 봉형의 시편을 체작하였다. 압

출하기 전에 압출구를 폐쇄한 상태에서 척당히 가압하여 paste내의

기공을 제거한 후 Fig. 7과 같이 압출하였다. 압출다이의 압출각에

따라 소성도와 마찰이 변하므로 압출다이의 설계가 중요하다 Fig.

8은 두가지 다른 용매를 사용하여 압출한 결과로， 사용한 압출다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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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graph of extrusio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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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illustration of extrusion of Y123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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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hoto of the extruded wires; the used solution of A

was 100% alcohol and B was ( 80% alcohol + 20%

butylc carbi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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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은 3 mmol 었다. 시편 A는 100% 에틸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로 압출체가 연속적이지 못하며 압출후 flexibility를 유지하지

못한다. 반면 용매로 (80%알코올 + 20% 부틸카비톨)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편 B와 같이 약 50 em 길이의 연속적인 압출이 가능하

였으며， 압출 후에도 적당한 flexibility 를 갖는다. Figure 9는

3mm 다이에서 압출한 초전도체를 실패에 감아 본 것이다. 소결전의

압출체는 figure에서와 같이 상당한 유연성올 갖는다. 압출체는 이후

건조， 결합재의 제거 및 소결공정을 거쳐 초전도체로만든 후 제반 초

전도특성 〈전이온도， 엄계전류밀도) 등을 측정하였다. 초전도 선재

제조의 압출변수， 소결조건등의 공정변수 및 초전도특성에 대한 연구

룰 수행하였다. Figure 10은 초전도 인입선을 만드는 전체적인 설

험공정도이다.

라) YBCO-Ag 복합 초전도체 제조

고전척인 세라믹 가공법으로 제조된 다결정 Y-Ba-Cu-O 초

전도체의 엄계전류밀도는일방향 성장된 박막이나 단결정에 비하여

매우 낮다(19) . 낮은 임계전류밀도는 초전도 업계의 화학조성， 원

자의 볼규칙 배열， 업계에서의 전류의 이방성， 업계에 존재하는 제 2

상 물질， 업계간의 약한 결합과 미세균열동에 기인한다. 고상반응

법으로 제조된 Y-Ba-Cu-O의 미세조직에는 1-2-3 입자들이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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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reen Y123 wire wounded on a bob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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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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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배 열되며 입계의 대부분은 고각입 계 (high angle grain

boundary)이다. 소결중에 이들 고각입계는 몇 A 두께의 전위

(dislocation) 가 존재하는데 그 두께가 Y-Ba-Cu-O의 coherence

length와 비슷하다. 따라서 전자의 흐름이 초전도 결정내부에서

원활하더라도 입계에서 전자의 이동이 어렵게 되므로 전체적인 초전

도 흐름이 억제된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화학조성이 불균일하거

나 이와 유사한 결함들이 존재할 때도 초전도 흐름에 유해한 결과

를 초래한다. 이와같은 업계의 weak link로 인해 결정내에서는

많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시료전체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매우 작게 된

다. 특히 외부에서 작용하는 자장이 있을 때 이 현상은 더욱 가속된

다(20) . 일반적으로 소결한 시편의 전류밀도는 수백 Ncm 2 이나 약

100 G 정도의 외부 자장에서 수십 A/cm 2 청도로 떨어진다.

Bulk 형 산화물 초전도체에서 입계의 weak link 문제를 해

결하가 위해셔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은

(Ag)과 같은 전도성물질의 coherent length(~)는 수백 A이므로

금속으로 초전도 입자를 Y-Ba-Cu-O 의 §인 30-40 A 보다 두껍게

coating 하면 입계의 weak link 를 제거할 수 있다. 매우 앓은 금속

층이 입계에 존재하게 되면 심각한 weak link 없이 전자가 초전도

입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21). Figure 11과 같이， 초전도

결정업 계간의 8-M-8 (8uperconductor-meltal-superconductor)

접합을 만들기 위해 초전도체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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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tion layer

S-I-S junction

Metallic layer

S-M·S junction

Fig.ll. Schematic illustration of S-I-S and S-M-S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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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은을 사용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금속 은분말을 1-2-3 분말

과 중량비로 30 %까지 혼합하여 위에서 기술한 압출공정으로 선제형

태로 가공하였다. Figure 12는 은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사용된분말은약간 둥근형태로 약 5 μm의 평균입도를 갖는다.

마) 소결조건

1) 하소분말의 DSC 결과

소결옹도에 따른 상생성을 알고자 하소한 1-2-3 분말에 대하여

공기중에서 열분석특성을조사하였다. 하소한 1-2-3 분말은 대부분

이 1-2-3 상이고 소량의 미반응 BaC0 3 와 Cuo이 포함되어 있다.

Figure 13은 DSC (Differencrial scanning calorimetry) 분석결

과로， 두개의 peak가 920°C와 1000 °C에서 관찰된다. 1000 °C의

커다란 peak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1-2-3 상의

incongr~ent 용융에 의한 것이고 920°C 의 작은 peak는， 확실치

는 않지만， 미반응왼료물질들의 반응이나 1-2-3 상의 공정반응

(eutectic melting)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공기중에서

Y-Ba-Cu-O 의 공정반응이 923°C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22).

·36-



Fig. 12. SEM micrograph of silver powder used in fabrication

of Y123-Ag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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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SC analysis of used 123 powder in the ex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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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소분말과 소결체의 x-선회절분석

고온에서의 상생성을 이해하고자 하소분말과 여러 소결온도에

서 체조한 1-2-3 시료에 대하여 x-션회젤분석을하였고. Fig. 14이

그 결과이다. 이미 실험공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소분말의 회절

션에는 미반응된 BaC0 3 (29 =24. 28) 와 CuO (29 =35. 46)

의 회절션이 주생성상인 1-2-3 상의 회절선과 함께 관찰된다. 반면

공기중. 910°C에서 20시간 소결한 시편에서는 모든 회절선이 1-2

3 상의 회절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반응된상의 회절션은 관찰되지

않는다. 즉， 소결에 의해 하소시의 미반응상들이 반응하여 완전한

1-2-3 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23.

24)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 소량의 미반응상이 1-2-3 상의

업계나 그 내부에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고온에서

소결한 경우에도 미반응상들이 완전히 제거되나， 대신 다른 제 2 상의

회절선이 관찰된다. 이 회절션을 분석한 결과， BaCu02 와CuO 상의

것염을 알 수 있었다. 이 상들의 회절선온 930°C이상에서 소결한 시

펀 모두에서 관찰되는데， 공정반응에 의한 액상생성에 따른 것으로 추

정된다. 이 결과들은 Fig. 13의 공정액상생성을관찰한 DSC 결과

와도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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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calcined 1-2-3

powder,Y123 sintered at 910°C and (c) 980 °C in air

for 20 h and then annealed at 450°C for 20 h in

flowing oxygen.

- 41 -



3) 소결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900 °C-990 °C사이 여러온도에서 소결한 사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먼저 DSC와 XRD 결과에서 액상생성이 관찰된 930°C

소결시펀의 미세조직을관찰하였다. Fig. 15는 930°C 소결시편에 대

한 광학현미경 사진들로， 편광현미경 사진인 (a)를 보면， 일반적인 소

결시편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형상의 판상형 1-2-3 입자들이 관찰

되며 업자들내부에는 정방정-사방정 상전이의 의한 쌍정들이 발달되

어 있다. 전반적으로균일한 미세조직이 발달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

국부적으로 제 2 상입자들이 관찰된다. (b)의 미세조직은 1% 염산으

로 etching한 것으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작은 고립된 제 2 상

둘이 관찰된다. 이들은 대부분 CuD로 x-선 회절분석에서 는 검출되

지 않았다. 이는 CuO의 부피분율이 대단히 적기 때문이다. 이 온도

에서 CuO 가 존재한느 것으로 보아 공정액상이 생성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이들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허 기술하기로 한다. 930°C이상에서 소결

한 시펀들에서는액상생성이 뚜렷하고 또 그생성량도소결온도에 따라

많아진다.

Fig. 16은 소결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이다. 소결온도는 각각

(a) 930°C. (b) 950 °C. (c) 970°C 와 (d) 980 °C 로 공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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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icrostructure of Y123 sample sintered at 93(fC for

20 h and then oxygenated at 450°C in air for 24 h; (a)

polarized micrograph and (b) etched micr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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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Microstructure of Y123 sample sintered at(a) 93(fC

(b) 950°C, (c) 970°C and (d) 990°C for 20 h and then

oxygenated at 450°C in air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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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간 소결 후 다시 450 DC 20 시간 유지하였다. 앞서 관찰한 바

와 같이， 930 DC소결시편에서는 CuO 개재물이 고립되어 분포한 반

면， 그 여상의 온도에서 소결한 시편에서는 다량의 CuO 생성과 더불

어 공정액상이 연속적으로 1-2-3 업자틀를 둘러 쌓고 있다. 또 다

른 주복할 만한 점은 액상에서 성장하고 있는 1-2-3 업자틀의 형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2-3 입자형상이

판상형에서 정방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이방성 성장에서 등방

성성장으로 입자성장기구가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세조직상에서

입자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평캄 값으로 aspect 비를 구하여 Fig.

17에 나타냈다.Y一계의 포정옹도 부근인 990°C에서는 aspect 비가

거의 1에 가깝다. 업자성장기구의변화는 소결온도에 따른 액상의 생

성과 또다른 요인언 액상의 화학조성변화로셜명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액상의 생성으로 초래되는 또다른 현상은 불캄일한 미세조직의

발닿어다. 시편의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미세조직이 형성되며 소결온

도에 따라 다르다. 950 DC 소결시편에 대한 미세조직을 Fig. 18에

나타내었다. 우선 950 DC 소결시편에서는 표면부위에 약 20 μm

크기의 조대 한 2-1-1 상들이 관찰되며 disk형 시편의 테두리를 형성

하고 있다. 2-1-1 형성부위의 바로 안쪽에는 100 μm - 200 μm

크기의 막대형 1-2-3 입자들이 액상과 함께 관찰되며 시편의 내부에

는 작은 1-2-3 판상입자들과 5-10 μm 크기의 2-1-1 입자들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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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 Non-unoform microstructure observed in Y123

sample sintered at 950°C and then oxygenated at

450°C in air for 24 h. (b) is a high magnification of

the center reg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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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b); note the formation of 2-1-1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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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시편의 중심부위의 미세조직을 확대해보면( Fig. 18(b) 참

조)， 아곳에서도 액상들이 관찰되며 2-1-1 업자형상은 전반적으로 구

형인 것을 알 수 있다 990°C 소결사편의 경우에도 미세조직이 붉

균일하다. Fig. 19에서 보듯이， 소결시편의 표면은 용융공정에서 잘

나타나는 집합조직형태의 1-2-3 입자들이 관찰되며 2-1-1 업자들이

1-2-3 조직내에 포회되어 있다. 이는 이 집합조직이 2-1-1과 액상의

포정반응에 의해 형성된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이다. 반면에 시편

표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는 액상과 작은 고상입자들이 관찰된다.

이 입자들이 확인하고자 편굉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Fig. 19(b)에

서와 같이， 업자내부에 잘 발달된 쌍정초직이 보인다. 따라서， 작은

입자들이 1-2-3 상임을 알 수 있다- 이 미세조칙에서 홍미로운 현상

은 1-2-3 입자의 형상인데 , 대부분의 업자들의 표면이 각져 있지 않고

척당한 곡율을 갖는다， 이는 이 입자들이 액상에서 용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들 작은 1-2-3 입자들은 액상에 용해되어 조대한

1-2-3 집합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물질을 공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훤

다. 사편의 내부도 표면과 마찬가지로 1-2-3 집합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집합조직내부에는 구형의 기공들도 관찰되는데， 2-1-1과

액상에 반응하여 }-2-3 상을 생성하는 포정반응시의 산소방출(25 )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시펀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기공

올 형성하다가 성장하는 1-2-3 상내에 포획되었을 것이다. 앞서 950

°C 소결시편의 미세조직과 비교할 때. 2-1-} 액상이 있었던 곳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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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 Non-unoform microstructure observed in Y123

'sample sintered at 990°C and then oxygenated at

450°C in air for 24 h. (b) is a high magnefication of

the intermediate reg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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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b); note the twin structure in the 1-2-3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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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집합조직이， 조대 1-2-3 입자와 액상이 생성되었던 곳에서는

1-2-3 입자의 용해가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CuO 나 공정액상의 생

성이 2-1-1 생성을 유도하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2-1-1과 액상이

반응하여 }-2-3 집합조직이 생성됨을 의미한다. 자세한 반응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바. 액상생성과집합조직

1) 1-2-3 입자형상

우선， 소결온도에 따른 1-2-3 업자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미 Fig. 16 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1-2-3 업자형상은 소

결온도가 증가시 이방성이 큰 판상형에서 정방형으로 변했다. 동시에

소결시펀들에서 액상생성도 관찰되었다. 즉 이 액상생성으로 1-2-3

입자성장의 kinetics를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문헌

(1 1， 12J 에 의하면. 1-2-3 제조공정중의 여러가지 경로에 의해 액상

이 생성될 수 있는데， 본실험에서의 액상생성의 주원인으로는 1-2-3

분말의 조성변화와 고온에서의 공청액상생성을들 수 있다. 액상조

성은 꽁정액상이라기 보다는 약칸 CuO-rich 한 초성일 가능성이 높

다. 왜냐하면 알루미나 도가니에서 하소시 }-2-3 상과 알루미늄의 반

응(26-28J과 소컬 중 1-2-3분말과 CO 2반응(29-30J에 의해서 바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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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액상은 기본적으로 공정액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Y-Ba-Cu-O 계의 2원 상태도를 참고로 액상의 거

동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Fig. 20의 상태도에 의하면， 서료의

조성이 제조공정중 변하지 않고 원래대로 }-2-3 조성을 유지한다면，

소결온도가 상승하더라도 Y-Ba-Cu-O계의 포정옹도인 10l0
a
C까지

액상은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료의 조성이 1-2-3 조성에

서 약간어라도 상태도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정액상이 생성

된다. 공정온도 부근의 낮은 옹도에서는 C1 조성의 액상이 생성되

나 온도가 상승하면 C2 조성의 액상이 생성된다. 지렛대법칙 (l ever

rule)에 의해 생성되는 액상양은 저용에 비해 고온에서 상대적으로 많

다. 액상이 전혀 없을 경우는 왼자들의 확산이 고상을 통해 진행되겠

지만， 액상이 생성되면 물질이동 경도가 액상으로 변하게 되므로 1-2-

3 입자성장의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즉 1-2-3 입자성장의 속도는

액상에 의해 제어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결온도에 따륜 1-2-3

입자형상변화를 완전히 셜명하기 어렵다.

상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소결옹도에 따라 생성되논 액상

의 조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액상의 조성변화는 기본적으

로 액상중의 이트륨농도의 변화이다. 일정조성에서 액상조성은 Fig.

20 의 고상선을 따라 변하게 되는데， 저온에서 생성되는 액상(C 1) 보

다 고온에서 생성되는 액상(C 1 ) 에서 이트륨의 용해도가 높다. 즉， 소

결온도의 변화는 액상조성의 변화를 의미하며 각 온도에 따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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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seudo-binary phase diagram of Y-Ba-Cu-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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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을 둘러 쌓고 있는 액상은 조성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된다. 이

는 1-2-3 입자와 액상의 계면에너지 변화를 의미한다- 액상조성에

따른 고상입자형상 변화의 한 예로서 . y‘Ba-Cu-O계에 소량의

Pt02 나 Ce02 를 첨가하면 액상에서 성장하는 2-1-1 업자의 형상이

변한다(32-34) . 순수한 포정액상에서의 2-1-1 형상은 막대형이지만

Pt02나 Ce0 2 [1 1 .1 2) 를 첨가한 경우에는 침상형의 2-1-1이 생성된

다. 이 결과는 액상조성과 고상입자의 형상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의미한다. 본실험에서 관찰된 1-2-3 업자형상 변화도 소결온도

에 따른 액상조성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1-2-3 계변에너지변화로 1-2-3 입자형상을 설명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인자로서 고상자체의 결정구조나 화학조성을 들 수 있다.

다른 연구결과(11.12) 에 의하면， 약 700°C부근에서 정방청에서 사

방정상으로 상전이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격자상수가변한다[35) . 이

와함께， 산소완자들이 초전도결정내의 일차원 Cu-O 결합에 위치하게

된다.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산소왼자의 함량은 온도의 함수로 고

옹에서 보다 저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산소원자들이 결정내에 포함된

다. 이 결과들은 소결온도에 따라 1-2-3 상의 화학조상 및 결정격자

가 변함을 의미한다. 이 인자들도 1-2-3 상의 형상변화에 영향을 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인자와 액상의 조성변화와 중， 어떤 것이 1

2-3 형상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확설치 않다. 1-2

3 결정의 입자형상을 잘 제어하면 초전도결정간의 접촉영역을 확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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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척인 Jc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집합조직

Figures 18과 19의 950°C 와 990 °C 소결시편에서 관찰

된 바와 같이， Y-Ba-Cu-O 계의 포청용도(l010 °C)이하에서도 2

1-1이 생성되었고( 950°C). 1-2-3상의 집합조직이 형성되고 있다

( 990 °C). 일반적으로 1-2-3 상의 집합조직은 2-1-1과 Ba-Cu-O

액상의 포정반응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경우 부분용융된 시료를 2

1-1과 액상 영역에서 1-2-3 영역으로 서냉할 경우. 1-2-3 상이 액상

내에서 형성되며 집합조칙을 이루며 성장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집

합조직은 990°C에서 관찰되었으며 , 그 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2-1-1

과 액상이 생성되었다. 즉. 950°C 에서 액상과 2-1-1이 생성된 부분

이 990 °C의 미세조직에서 1-2-3 상의 집합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다.

따라서 집합조직이전의 미세조직의 발달 상황은 아래의 반응식으로셜

명될 수 있다.

CuO + YBa2Cu30x-를 Y2BaCuOs + Liq. -:------ (I -I)

즉. 소결중의 여러인자에 의한 바륨의 손실은 부가적인 산화구리의 현

성을 가져오고， 산화구리는 다시 1-2-3 상과 반응하여 액상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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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생성하게 된다. 본실혐의 950 °c의 미세조직은 위의 반응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왜 이 반응이 시편의 면과 내부에서 집중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추정하기로는， 바

륨과 공기중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이 표면에서 부터 진행되므로 반응

양상이 표면애서 부터 시료내부로 전파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중간의 2-1-1이 생성되지 않은 미세조직은 설명 이 가능하지 않다.

950°C온도에서 생성된 2-1-1과 액상이 ,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아래

와 같은 반응식 (1 -2)에 와해 다시 1-2-3 상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때 1-2-3 상의 집합조직이 발달하게 된다.

Y2BaCuOs + Liq. • Textured YBa2Cu3Ox -----(1-2)

홍미로은 사실은 950°C 미세조직에서는중간영역이 조대하게 성장

한 판상 1-2-3 입자들로 구성된 반면. 990 °C에서 이영역은 작은 1

2-3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입자들의 표변은 곡

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이 1-2-3 업자들이 액상에 녹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 입자들은 계속 액상에 녹￡변서 집합조직의 12

3 업자의 성장을 위한 물질을 제공해 줄 것이다. 아직까지 용융공정중

1-2-3 집합조직의 형성에 대한 정확한 기구가 제안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포정온도이하에서의집합조직발달에대한 원인에 대한 적절히 설

명은 어렵다 Figure 21은 950°C와 990°C에서 소결한 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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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formation

Sintering at 950°C

T톨ztar빼 l~홍S

SinteriDg at 990 °C

Fig. 2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non-uniform

microstructure of the Y123 sample sintered at

950°C and 9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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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의 도식도이다. 시편의 미세조직은 3 부분으로 나누어 지며

원형태로 미세조직이 구분된다.

，사) YBCO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

압출공정으로 제작한 초전도 Y123 션재에 대한 엄계전류밀도

를 측정하였다. 초전도션은 1, 2.3.5 mm 굵기로 제작하였다. 시펀

들은 900°C에서 20시간 소결 후， 다시 산소를 흘리면서 450 °C에서

40 시간 소결후 서냉하였다. 임계전류는 4 단자법으로 측정하였고， 단

자와 초전도간의 접합은 인륨올 사용하였다. 임계전류측정시 1. 2

mm 선재는 단자와 초전도간의 접촉 저항이 커서 측정중 열이 발생하

여 초전도체가 단락되었다. Figure 22는 초전도체의 굵기에 따른 임

계전류(Ie) 이다. 굵기가 2.3mm인 서편의 Ie는 약 8A인 반면 4.4

mm인 시펀은 32 A의 Ie를 나타낸다. 설제응용시 대 략 20K에서 초

전도체가 사용되므로 저온에서는 Ie가 약 3-4배로 증가할 것이다， 따

라서 .20K에서 사용시 4.4 mm 시료에서 100A 정도의 전류는 충

분히 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시료에 대한 임계전류멸도

(J)는 2.3 mm 와 4.4 mm 시료에서 각각 160A와 53A로 초전도

선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J e가 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번째가 초전도체에 전류를 흘릴시 발생하는 자체 자장에

의한 Je의 감소이다. 초전도체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류의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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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ritical current of extruded Y123 with sample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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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한 방향으로 자장이 발생하는데， 이 자장에 의해 초전도성이 국부

적으로 깨져 더 이상의 전류를 흘리기가 어렵다. 특히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Y-계 초전도체에는 flux pinning center가 적기 때문에 작은

외부자장에 대해서도 임계전류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20 J을 보

인다. 두번째 원인으로 초전체 미세조직의 불균일성을 들 수 있다. 시

료의 크기가 클수록 미세조직이 불균일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두 시료의 미세조직에서 특별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셔료크기에 따른 임계전류의 차이는 초전도체에 전류가 효를

때 발생한는 자체자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YBCO-Ag 복합 초전도체

YBCO 초전도 분말에 금속 은분말을 무게비로 30% 까지 섞은

다음， 공기중 900°C 에서 20 시간 소결한 후 다시 산소중 450 °C에

서 소결하였다. 은함량에 대한 시편의 임계전류별도변화가Fig. 23이

다. 이 시펀들은 3 mm 구경의 다이에서 압출한 것으로 소결 후에는

직경이 약 2.3mm 로 축소되었다. 은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시편의

Jc는 160 A/cm2인 반면 은을 첨가할 경우에는 약 20%의 첨가량에서

Jc가 220 A/cm2 로 약간 상승함을 보인다. 일정 체적에서 은을 첨가

한 시편의 초전도체 부펴분율이 은을 첨가하자 않은 시편보다 적음을

고려할 때， 적은 초전도 부피에서도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다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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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ritical current density of extruded Y123..Ag

composites with A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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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첨가시에도 J c 는 약 200 Nemι 로 은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다. 이 결과는 적당량의 은 첨가로 임계의 약결합 특성이 약간

개선되었음을의미한다 Figure 24은 30% 은첨가 시편의 소결온도

에 대한 Jc이다 . Figure에서 알 수 있듯이 , 약 900 DC까지 엄계전류

밀도가 증가하다 900 DC이상에서는 급격 히 감소한다. 이는 이 온도

에서 액상이 생성되기 때문얀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25는 각 30% 은을 첨가한 시료의 각 소결온도에 대

한 압출방향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 다. 대체적으로 은입자들

이 1-2-3 상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특이할 만한 점은 초기 사용한

은븐말 ( 크기 2-5 μm)에 비해 은입자의 크기가 10 μm정도로 상

대적으로 조대하다. 이는 소결중에 은입자의 입자성장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2-3 업자의 성장도 관찰되나

은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액상생성이나 1-2-3 상의 업자

성장이 상당히 억제된다 Figure 26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1-2-3

입차의 입계에 국부적 앓은 금속은층이 깔려 있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는 은입자틀이 덩어리 형태로 존재한다. 향후 1-2-3 초전도체에 금

속은 첨가에 의한 임계전류밀도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된

다.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초전도체의 엄계전류밀도향상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도 초전도체를 사용하기 위해선 적당한

기계적 성질도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1-2-3 분말과 금속 온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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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6. High magnefication ofY123 sample prepared at 900°C

and 950°C.

- 75 ~



옳
u

엎
싫댐
』



혼합하여 복합체로 만·드는 작업은 첨가에 의해 1-2-3 초전도체의 초

전도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람직하다 Figure 27은 3

점 휩시험으로 측정한 초전도채의 파괴에너지 이다. 은을 첨가하지 않

은 Y123의 와괴에너지는 약 0.75 mmKg 얀 반면 15% Ag첨가시편

의 파괴에너지는 0.125 mmKg로 약간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임계

전류밀도 향상과 더불어 기계적 특성측면에서도금속은과 초전도체의

복합체를 만드는 것이 좋다.

2. 용융공정에 의한 YBCO/BaCe0 3 복합 초전도체 제조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를 실용화하려면 몇가지 기본적인 물성향

상이 요구된다. 응용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불성의 기준치가 다르기는

하나 전류밀도(Jc) 의 경우 약 l0 4A/cm2 이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라믹 합성공정으로 제조된 산화물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

도는 매우 낮다(20) . 그 원인으로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인자는 초전도입계의 약결합 (weak link)이

다.

Y-Ba-Cu-O 초전도체를 고상소결법으로제조하면 초전도업

자들이 불규칙하게 성장/배열되며 결정업계의 대부분은 고각입계

(high angle grain boundary)가 된다. 소결중에 이 똘 고각업계에

는 몇 A 두께의 전위 (dislocation) 가 존재하는데 그 두께가 Y-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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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의 coherence length와 비슷하다. 따라서 전자의 흐름이

초전도 결정내부에서 원활하더라도 업계에서 전자의 이동이 어렵게

되므로 전체적인 초전도 흐름이 억제된다. 뿐만 아니라， 업계때서 화

학조성이 불균일하거나 원자의 불규칙 배열， 입계에서의 전류의 이

방성， 업계에 존재하는 제 2 상 물질， 업계간악 약한 결합과 미세균

열등의 결함이 존재할 때 초전도 흐름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입계의 약결합으로 인해 결정내에서 많은 전류가 흐

르더라도 시료전체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매우 작게 된다. 특히 외

부에서 작용하는 자장이 있을 때 이 현상은 더욱 가속된다 (2 J. 일반

적으로 소결한 시면의 Jc는 수백 A/cm2 이나 약 100 Gauss 정도의

약한 자장이 외부에서 가해지면 Jc가 수십 A/cm2 정도로 급격히 감

소한다.

최큰， 산화물 초전도체를 일방향으로 성장하여 입계의 약결합

을 제거시킨 새로운 공정이 Jin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36) . 이 공

청은 YBa 2Cu30 x (1-2-3) 조성의 초전도 분말을 1000 °C 이상으

로 가열하여 Y2BaCuOs(2-1-1) 과 Ba-Cu-O 액상으로 부분 용융

( partial melting) 시킨 후 다시 1-2-3 상이 생성되는 온도로 서서

히 냉각시켜 초전도입자들을 일방향으로성장서키는 방법이다. 용융

후 서냉사 초전도 입자들이 일방향으로 배열 (texture formation)

되므로 이 공정의 이릅을 melt-texture growth (MTG) (36)라 부

른다. 1-2-3 초전도입자들이 결정구조의 c-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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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성장하므로 최종적인 미세조직은 일정영역 (domain)내에서 초전

도입자들이 일방향으로 배열된 형태가 된다. 이 공정으로 만들어진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는 자장이 없는 상태에서 17000 A/cm 2
• 1

T 의 자장하에서는 4000 A/cm 2 로 보고되었다 (36) . 용융공정으

로 제조한 초전도체가 고상 반응법으로 제조된 초전도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계전류밀도를 갖는 이유는 초전도입자들이 일방향

으로 배열함으로써 약결합한 고각업계의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일방향성장기술과 더불어， 산화물 초전도체의 J c 를 높이기 위

한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초전도상 내부에 미세한 제 2 상을 분산

시키는 방법이다. Murakami등(37J은. Y-Ba-Cu-O에 2-1-1 을

첨가하면 엄계전류밀도가 향상된다 하였다 2-1-1 첨가에 의한 임

계전류밀도 향상의 정확한 기구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1-2-3 초전도상과 비초전도 물질인 2-1-1 사이의 계면이 flux

pinning sites 로 작용한다고 제안되었다(38) ‘ 이와는 반대로. 1

2-3/2-1-1 계면주위에서 관찰되는 적층결함이나 전위등이 1-2-3상

의 flux pinning sites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9]. 또

한 Jin 등의 보고(4이에 의하면 2-1-1 첨가가 1-2-3의 미세조직

을 향상시키지만 임계전류밀도에는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경우

2-1-1의 함량 을 조절하면서 그 크기를 8000 A까지 아주 작게 조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1 첨가에 따른 임계전류의 변화는 관찰되

지 않았다. 1-2-3 입자내에 조대한 2-1-1 업자들이 포획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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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임계전류밀도가 감소하기도 한다(4 1J. 따라서 2-1-1상

의 flux pinning sites 로서의 역활을 확렵하기 위해선 그 크기 및 계

변에서의 결함농도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1-2-3 상의 J c 증가와 더불어， 제 2 상물질을 챔가하면 또 다

른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1-1 첨가는 (1) 불완전한 포

정반응으로 인한 잔류액상을 제거하여 주고 (42) (2) 상전이나 열충

격에 의한 마세균열의 생성 및 전파억제 (42)， (3) 초전도 결정입

계의 생성을 촉진하여 산소확산을 촉진하며 (37 , 42. 43). (4) 1-2

3 기지내에 2-1-1 업자의 미세분산으로 인하여 초전도체의 파괴인성

치를 상숭(11)시키는 유익한 효과를 준다. 이 결과들은 어떠한 제 2

상 물질이라도 그것이 초전도상과 반응없이 초전도기지내에 미세분산

된다면 초전도체의 제반특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애서는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에 대한 제 2 상 첨가

효과를 알고자， BaCe0 3 를 첨가한 Y-Ba-Cu-O 초전도체의 자화특

성을 연구하였다. 임계전류특성에 미치는 제 2 상 첨가효과를 알고자

BaCe03 의 첨가량을 0 에서 30 wt.% 까지 증가시켜 초전도

BaCe03 복합체에 대해 온도에 따른 자화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BaCe03 를 첨가하였을 경우의 상생성과 미세조직변화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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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Y123-BaCe0 3 복합체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된 1-2-3 분말은 99.9% 순도의 Y20 3’

BaCe03 와 Cuo분말을 사용하여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것이다. 저

울에서 정량한 분말을 아세톤을 용매로 4 시간동안 ball-mjlljng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혼합분말은 얄루미나 도가니에서 공기중 890

DC 에서 40 시간 하소하였으며 , 각 10 시간마다 로에서 꺼내어 분쇄/

재얼처리 후 로냉하였다. 하소분말은 다시 막자사발에서 분쇄하여

200 mesh sieve를 통과시켜 75 마이크론이하의 분말을 분리하였다.

1-2-3 분말에 첨가하는 물질로 Ce02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Ceol Y

과 특성이 유사한 희토류 분말로 초전도체와의 반응이 거외 없다고 알

려져 있기 때문이다(45‘47). 또한 아 물질은 Ba과 반응하여 미세한

BaCe03를 생성하며 초전도상의 생성반응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순도 99.5% 인 Ce0 2 분말을 BaC0 3와 반응시켜 BaCe0 3를

만들었다 . 1-2-3 분말과 BaCe03를 무게비로 최대 30 wt.% 까지

mortar mj}ljng으로 혼합한 다음 몰드에 넣어서 잎축/등축압축으로

디스크형 성형체를 제작했다. 성형체는 공기중 950 DC에서 5 시간

소결한 후 로냉하였 다. 이 후 시편을 1-2-3 상이 액상과 2-1-1상으

로 분해되는 포정 온도(-1000 DC) 이상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50

。C!h 의 속도도 1000 DC로 냉각시켰다. 이 시편을 다시 1-3 DC!h

속도로 990-960 DC로 냉각시킨 후 10 시간 유지하였다. 이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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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액상과 2-1-1 상의 포정반응으로 수 mm 크기의 1-2-3 결정 이

성장한다. 자세한 열처려 공정은 Fig. 28에 도삭화하였다. 용융공

정으로 제조된 1-2-3 시편을 얄루미나 mortar에서 분쇄하여 단결정

형 사료들을 채취하여 자화특성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후의 공정은 고

옹에서 생성된 1-2-3 정방정상을 초전도상인 사방정상으로 변태시키

기 위한 과정으로， 관상로에서 산소를 흘려 주면서 450°C에서 72

시간 유지한 후 로냉하였다.

하소， 소결 및 용융공정 후 생성된 상은 구리 target을 사용한

x-션회절법으로 확인하였다. 미세조직은 미세연마완 표면에 대하여

면광광학 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조사하였다. 각 시료

에서 분리해 낸 초전도 결정에 대한 자화특성곡션을77K. 60K. 40K

와 20K의 온도에서 VSM (Vabrating sample magnetometor)로

측정하였다. 이 때 측정시면에 대해 자장의 방위를 변화시키면서 자화

곡션을 얻었다. 실혐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선 본문에 언급하기로 한

다.

2. 1-2-3 상과 첨가물과의 반응식

Figure 29는 소결한 1-2-3/BaCe03복합체의 분말 x-선회

절결과이다. 모든시편에서 대체적으로 1-2-3 상이 잘 생성된 것올 알

수 있으며. BaCe03 를 첨가한 경우에는 BaCe03의 회절션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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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절선과 함께 나타난다. 다른 제 2 상 회절선들은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BaCe0 3 상 자체가 1-2-3 상과 반응이 없음을 의미 한다. Ce02

나 BaCe03 를 1-2-3 상에 첩가하여 소결할 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YBa2Cu30 7-y + xCe0 2--.. (1-x)YBa2Cu307~y+ xBaCe03 +

2xCu°+ xY2B aCu°5 --------------------------------- (2-1 )

YBa2Cu30 7-y+xBaC03+xCe02"를YBa2Cu30 7_y +xBaCe03(2-2)

X 몰의 Ce02를 1-2-3 상에 첨가하여 소결할 경우， 식 (2-} )에서와

같이 .Ce02가 1-2-3상의 Ba과 반응하여 x몰의 BaCe03를 생성 한다.

이 반응의 부산물로서 2x볼의 CuD와 x볼의 Y2BaCu0 5 상이 생성

된다. 이 반응은 공기중， 약 930°C에서 일어난다(47) . 생성된

BaCe03상은 Y-Ba-Cu-O의 포정온도인 1000°C 아상에서도 안정하

며 미세입자로 액상에 분산완다. 식 (2-1 ) 과 같이 Ce0 2를 첨가하여

BaCe03를 생성시키는 방법은 부산물로 CuO와 y 2BaCuOs 이 생성

되므로 균일한 미세조직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식 (2-2) 에서와 같이

Ce02첨가량에 해당되는 양만픔의 BaC0 3를 같이 첨가하거나， 미리

BaCe03를 고상반응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BaCe0 3입자들이 초전

도체에 분산된 1-2-3/BaCe03복합체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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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융공정 Y123-BaCe0 3 복합체의 미세조직

Figure 30은 식 (2) 의 반응공정으로 제조된 분말을 용융공정

처리한 시편의 미세조직이다. (a)는 BaCe03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b)는 10 wt.% BaCe0 3 (c)는 20 wt.% BaCe03를 첨가한 경우의

미세조직이다. Fig. 30(a) 에서 알 수 있듯이 . BaCe0 3첨가하지 않

는 경우에는 1-2-3 결청내에 제 2상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소

량의 2-1 ‘ 1 상이 관찰되기는 하나 그 양은 x-선회젤로 검출되지 않을

정도(3 % 이하)로 매우 적다. 미셰조직내에는 산소열처리시 산소원

자확산에 의한 쌍정이 잘 발달되어 있고 상전이시의 변태응력에 기인

한 미세균열들도 판찰된다. 반면 f BaCe0 3를 첨가한 시펀들에서는

BaCe03입자들이 1-2-3 결정내에 미세하게 분산되어 았다. 입자들

의 크기는 약 2 마이크론 정도이며 그 분포도는 그리 균일하지 않다.

아마도 액상에서 1-2-3 결정이 성장할 때 성장입자와 미세 BaCe03

업자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특정결정방향으로 업자들이 빌려간 것 처

럼 보인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2-1-1 입자에 대하여 보고된 바 있다

(46). 한펀. Fig. 30(b)와 (c)에서 알 수 있듯이 . 1-2-3 결정들의

계면에는 소량의 CuO가 관찰되는데， 이는 BaCe0 3 반응과정에서 생

성되었거나， 부적절한 출발원료의 조성조절이나 소결/액상공정중의 물

질의 휘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ffl -



옳
u

엎
싫댐
』



Fig. 30. Microstructure of the melt-textured YBa 2Cu307_Y

with (a) no addition, (b) 10 wt.% BaCe03 addition

and (c) 20 wt.% BaC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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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화특성 및 임계전류밀도

미세조직관찰에서 알 수 있었듯이 , 반응없이 BaCe0 3입자들

을 초전도체결정내에 미세하게 분산시킬 수 있었다. 이 시펀들에

대해 온도에 대한 자화곡선을 측정하였다 . 1-2-3 초전도채는 결정내

에서 전류의 흐름이 결정방위에 따라 상당히 큰 이방성을 보이므로

(48) 다결정형의 시료에 대해 자화특성을측정하는것은 결과의 신뢰

성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모든 시료에

서 잘 성장된 단결정들을 채취하여 자화특성을 측정하였다. Figure

31은 단결정형 시료의 x-선회절결과이다. 모든 회철선이 (DOl) 방

위의 회절선틀로 이 시료가 단결정형 시료임을 알 수 있다.

초전도체에 흐르는 전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초전도체에 연

속적으로 전류를 흘리는 transport method와 VSM어나 SQUID

(Su perconducting quantum in tereference device)로 자화특성곡

선를 얻은 후 Bean의 모델을 적용하여 Jc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전

자는 초전도체에 직접 도션을 접합시켜 연속적으로 전류를 흘리는 방

법으로， 금속형 초전도체와 같은 경우는 쉽게 측정이 가능하나 세라믹

초전도체의 경우는 세라먹/금속간의 접합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류를 흘릴 시 접촉부에서 다량의 열이 발생하여 시편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방법은 전류의 흐름이 결정업계를 포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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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rgranular Jc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초전

도체에 도션을 연결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자장을 걸어 준 다음 가해준

자장에 대해 초전도체에 자화되는 차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초전도

결정내부에 흐르는 intragran ular J c 를 측정하기에 좋다. Bean의

모댈 (49)에 의하면，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는 M-H 콕선에서 시편

에 가해준 자장과 반대자장에 대한 자화차이(~M = ( M-(-M))) 에

비례하며， 엄계전류밀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Jc. magnetlc = 2O x AM/d -------------------------- (2-3)

여기에서 d는 측정시편의 치수 에 관련된 상수로 너비가 a와 b인 판상

형 시료의 경우 d= (l -b/3a)가 된다. 각 변수 및 상수에 대한 단위는

J c. magnetic' ~M ， d에 대해 각각 A/em2 , emu/em 2, em이다. 각 단

결정형 시료에 대해 자장의 방위를 회전시키면서 자화팍션을 측정한

결과， 자장과 초전도결정의 c-축이 명행할 때 (Hllc) 자화곡선의 형

태가 가장 컸고 자장의 방향과 c-축이 수직할 때 자화옥션의 형태가

가장 작았다. 또한 초전도결정의 자화곡선에서 종종 나타나는 이방성

차화거동도 HIIc 경우에 잘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모

든 결과를 HIIc 경우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32는 77K에서 측정한 각 시료의 자화특성곡선이다.

(a)는 BaCe03률 첨가하지 않은 경우， (b) , (c) , (d)는 각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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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15 wt.% 20 wt.% 의 BaCe03를 첨가한 시료의 자화특성곡

선이다. BaCe03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의 자화곡선은 대단허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초전도채의 자화특성곡선은외부에서 가해

지는 자장이 증가하면 6M이 단순히 감소한다. 그러나 본실험에서 얻

은 결과에서는자장이 증가하변 6M 값이 초기에 감소하다 다시 증가

하고.1 T의 자장값에서 최대치가 된 후 다시 감소한다. 이같온 자장

특성을 비정상자화(anomalous magnetization)라 하며 그 모양。1

물고기 꼬리모양과 같다하여 fish-tail 효과라 부르는데 , 초전도결정 내

에 자장을 속박하는 flux pinning center 가 많을 때 다타나는 현상

이다. 시료 (a)에서도 2-1-1. 전위， 적층결함， 산소공공， 마세균열，

쌍정등의 여러가지 flux pinning center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중 산

소공공에 의하여 비정상 자화특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50).

왜냐하면 1-2-3 결정에 제 2 상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전도 결

정내에 산소왼자의 확산경로가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산소분위기에

서 열처리시 산소원자들이 외부로 부터 초전도결정내로 틀어오기가

어려워져 다량의 산소완자들이 점유하여야 할 부분들이 채워지지 못하

고 공공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 경우 외부자장에 대해 산소공공들이

강력한 flux pinning center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실험의 결과와

같은 비정상 자화거동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결과들도 같은 관점에

서 해석할 수 있다. (b) 서료의 경우에도 (a)와 유사한 형태의 자화곡

선이 얻어지나. (a) 보다는 약간 낮은 자장치에서 .6.M값이 최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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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시료의 경우 5 wt.%의 소량 BaCe03가 첨가되었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산소확산이 BaCe03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과 유사하

며， 따라서 결정내에 다량의 산소공공이 존재할 확률이 크다. 한편，

다량의 ， BaCe03가 첨가된 시료에서는， 비정상 자화거동은 관찰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자화특성곡선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자

화곡션이 얻어 진다. 시료 ( c) 나 (d) 의 자화곡선에서는 차장이 증가할

수록 6Mol 단순하게 감소한다. 중간자장값에서 .6.M의 감소도가 약

간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정상척 차장특성을 보

인다. 이와같은 결과는 어떠한 형태의 결함들이 고온 초전도체에서

fl ux pinning cen ter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철명해 준다. 설제로

본 설험에서는 BaCe0 3 를 첨 가하여 그들 자체나 혹은 1-2-3/

BaCe03 계면이 flux pinning center 로 작용하길 기대하였으나， 자

화특성 결과는 예상과는 반대로 BaCe03첨가로 인하여 초전도결정내

의 flux pinning center가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이후 다사 설명할 것이다.

Figure 33은 측정옹도를 내려서 60K에 측정한 각 시료들의

자화곡선이다. (a)는 BaCe03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b). (c ), (d)

는 각각 5 wt.% , 15 wt.% 20 wt.% 의 BaCe3를 첨가한 경우의 자

화특성곡선이다. 시료 (a) 의 자화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60K에서

의 차화곡선은 2T의 자장까지 6Mol 단순허 증가하며 그 전체적인

모양이 나버모양과 유사하다‘ 이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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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경우.2T 의 자장까지 6Mol 아직 최대치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실험에서 사용된 VSM의 최대발생자장이 2T 이

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장까지 확대해 실험하지 못했지만 고자장에

서 실험하면， 아마 2T이상의 자장에서 최대치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

상된다. 시료 (b)에서도 (a)와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앞의 77K

에서의 자화특성독선이 서로 유사하였기 때문에 60K에서도 유사한 결

과가 예상되었었다. 이 두 자장곡션의 결과는 flux pinning center

가 존재활 시 온도가 내려가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그

러나 77K에서 flux pinning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시료에서

는 온도를 내려주어도 flux pinning 효과가 그다지 증진되지 않는다.

Figure 33(c)와 (d)에서 알 수 있 듯이 , 자장증가에 대한 6.M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 결국 이 온도에서도 기대했던 BaCe0 3 첨가에 의

한 flux pinning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20K와 40K에서 각 시료에 대하여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Fig. 34과 35이다. 이들 자화곡션에서는 모든시료에 대해

비정상자화특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아마도 20K나 40K 의 낯은 온

도에서는 flux pinning 기구가 달라지든지 , 또는 좀더 높은 자장값에

서 최대 6Mol 나타날 수 있다. 저온에서의 자화특성의 정확한 해석

을 위해서는 고자장영역에서 자화특성을 측정하는 보총적인 살험이

필요하리라생각된다.

Figure 36은 식 (3)의 Bean 모델로 계산한 77K에서 각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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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계전류밀도(J c) 이다. Table I은 각 시료의 크기를 나타낸다.

BaCe03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과 5 wt.% BaCe03를 첨가한 시편은 비정

상 자화거동으로 인하여 최대 엄계전류밀도가 각각 1. 5 X 104 A/cm2 과

3.0 X 104 A/cm 2 이다 . 15 wt.% 와 20 wt.% BaCe03률 첨가한 경우

는 낮은 자장에서의 Jc는 높지만 자장이 증가할수록 Jc가 감소하여 1 T이상

의 차장에서는 104 A/cm2이하로 떨어진다.

마. 제 2 상 첨가에 의한 Y123 의 flux pinning

고온 산화물초전도체에비초전도물질을미세분산시키면 J c가 상승한

다고 알려져 있다. 제 2 상 물질첨가에 의한 flux pinning 기구는 정확

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3 가지 가능성아 있다. (l) Murakami 등은 1

2-3 초전도상에 미세분산된 비초전도물질의 계변이 flux pinning center

로 작용한다고 제안되었다 (37) . 그들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초전도/개재

물간의 계면이 대단히 깨끗하여 계면 근처에 미세결함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38) . 이와는 반대로 (2) 1-2-3/개재물 계면부근에서 관찰되는 미세결함

이 flux pinning center로 작용한다는 제안(39)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세라믹물질은서로 열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에 열처리 후 냉각샤 계

변에서 strain이 발생하기 쉬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다. 투과전자 현미경관찰에서도 다량의 전위나 적층결함이 관찰되어 이를

에 의해서 J c가 상승한다고제안되었다(39). 또 다른 기구는 미세조직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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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Dimension of the samples used for magnetization

measurement.

Wt.% of BaCeO 3 Dimension of single-cIγstallinesample

( a x b x t : unit mm)

Undoped 1-2-3

5wt.%

15 wt.%

20wt.%

2.75 x 2.75 x 0.80

1.20 x 1.50 x 0.80

1.70 x 1.80 x 0.70

1.65 x 2.40 x 0.70

a, b : width, t :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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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40)로， 개재물 자체는 flux pinning center로 작용하지 않지 만. 1

2-3상에 개재물인 2-1-1 상을 첨가하여 용융콩정으로 시료를 제조할 경우

좀더 끌질한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불완전한 포정반응의 부산물

인 Ba-Cu-O 액상이 제거되고 미세분산 2-1-1 업자들로 인하여 산소 후

열처리시 발생하는 캄열의 전파가 억제된다. 따라서 flux pinning 효과

보다는 미세조직 균잘화가 주된 J c 상송 원인얼 것이 라는 제안이다.

본연구에서 수행한 실혐의 목적은 미세한 BaCe0 3를 초전도기지에

분산시켜 flux pinning 효과를 얻고자 함이었다. 우선 초전도와 반웅 없

는 제 2 상 물질인 BaCe03입자들을 1-2-3 기지내에 성공적으로미세분

산시켰다. 분산입자의 크기는 약 2 마이크론으로 1-2-3 상의 fl ux

pinning center로 보고된 2-1-} 상과 유사한 크기이다. 그러나 Figs.

32-35의 자화특성곡선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BaCe0 3를 첨가하지 않거

나 소량 첨가한 경우에는 비정상 자화 거동에의 한 강력한 flux pinning 효

과가 나타나나. BaCe0 3 첨가량이 증가하변 비정상자화 거동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Jc가 감소한다 . }-2-3 초전도체에서 미세결함이 flux

pinning site 로 작용하려면 그 크기가 초전도체의 coherency length 와

비슷하여야 하다. 금속간 화합물 초전도체와 달리，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

의 coherency length는 77K에서 c 축으로 7A , a-b 면 에서 34A으로

대단히 작가 때문에nanometer 크기의 결함틀만이 효과적인 flux pinning

site로 작용할 수 있다 (51) . 따라서 2 마이크론 크기의 BaCe03 압자자

체는 1-2-3 상의 flux pinning site로 작용할 수 없다. 또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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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e03 계면의 특성이 어떠하든간에 . BaCe0 3 첨가로 인한 J c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 1-2-3/BaCe03 계면이 flux pinning site로 작용했

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론크기의 조대한 개재물 입자

자체는 1-2-3 상의 flux pinning site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BaCe0 3 를 첨가하지 않꺼나 소량 첨가한 경우에 관찰된 강

력한 flux pinning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았다. 우선 위에서 상세

기술한 것 처럽 nanometer 크가의 결함들만이 1-2-3 상의 flux pinning

site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2-3 결정내에 포함된 전위， 적층결함， 불균

일 조성들이 flux pinning site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정내 이들의 놓도

는 BaCe03 를 첨가하더 라도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 Ba-O과

Y-O 사이 위치한 1 차원 Cu-o 결합에서의 산소공공( oxygen vacancy)

들도 1-2-3상의 flux pinning site로 작용가능하다(17J. 초전도체를 소

결이나 용융공정으로 제조하면 고온에서는 정방정 (tetragonal)구조가 되

는데， 이 구조에는 1 차원 Cu-o결합에 산소원자가 위치하지 않고 있다.

즉 모돈 산소훤자위치는 공공이 되며 1-2-3 상은 비초전도상이 된다. 450

。C-500 °C 온도，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하면 산소원자틀이 확산하여 정방

정구조가 사방정 구조로 변하며 산소공공을 채우게 된다. 1-2-3 결정내의

산소공공의 농도는 열처리 시간이나 온도의 함수가 되며 이에 따라 초전도

전이온도 (Tc) 가 변한다. 다결정형의 소결조직에는산소원자들의 확산 경

로가 되는 개기공이나 결청립계가 대단히 많으나(52. 53 ], 용융공정으로

제조한 단결정형 시료에는 산소확산경로가 상대척으로 적기 때문에 산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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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용이하지 않고 따라서 장시간의 산소분위기 열처리 후에도 상당량의

산소공공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아마도 BaCe0 3 를 첨가하지 않거나 소량

첨가한 경우의 flux pinning 효과는 이들 산소공공에 기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2-3 상에 BaCe0 3 입자등이 미세분산되면 ， Fig. 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1-2-3/BaCe0 3 계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1-2-3 결

정성장시 BaCe03입자들애 의하여 액상들이 1-2-3 결정내에 포획되면서

platelet boundary 를 형 성 하게 된다 (54 , 55]. 이 계면들은 산소확산시

의 효과적인 산소원자들의 이동통로로 작용할 수 있게 되어 같은 조건에서

열처리할 경우 결정내에 다량의 산소원자들을 함유하게 된다- 따라서

BaCe03를 다량 첨가한 시료에서는산소 공공에 의한 비정상자화특성이 관

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3상에 2-}-} 입자를 마세분산시킨 경

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56J가 보고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크

기의 제 2 상 개재물 첨가는 }-2-3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멀도를향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초전도 결정내의 flux pinning center인 산소공공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초전도의 flux pinning 효과룰 반감사키는 결과를 초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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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 Microstructure of (a) the melt-textured Y123 with

no addition and (b) with 20 wt.% BaCe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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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료르
l一

1. YBCO-Ag 복합 초전도체 제조

1-1. 1-2-3 초전도 분말을 결합제를 포함한 유기물과 혼합하여 paste 로

만든 다음 압출하였다. 이 방법으로 여러 구경 ( 0.5 mm - 5 mm )의

초전도 선재를 약 수 m 길이로 성공적으로 가공할 수 있었다. 압출된

Y123 선재는 유연성이 우수하여 원하는 형태로 쉽게 가공할 수 있었다.

1-2. 금속 은첨가로 1-2-3 초전도체 염계전류밀도가향상되었다. 1-2-3

조성 시편의 입계전류밀도(J e) 는 150 Ncm2인 반면， 은 분말을 중량비로

20 % 혼합한 시편한 경우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빌도는 250 A/cm 201 었

다. 지름이 4.5 mm 인 Y123 서펀의 경우 임계전류( Ie) 는 32 Amps

이었다.

1-3. 1-2-3 초전도분말에 대한 소결조건설험결과로. 930°C이하에서 소

결시 판상형의 1-2-3 입자들이 생성되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정방형의

1-2-3 입자들이 생성된다. 소결옹도가 상숭할수록 다량의 액상이 생성되

며. 1-2-3 입자형상의 이방성이 감소한다. 1-2-3 입자형상변화를액상형

성 , 특히 액상내의 yttrium 용해도변화에 따른 1-2-3/액상 계변에너지 변

화로 설명하였다. YBCO계의 포정온도로 근접하면 MTG공정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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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집합조직이 발달된다. 액상의 생성으로 인하여 초전도체의 밀도는

증가하나상대적으로 엄계전류밀도는 잠소한다. 초전도 결정입계에 존재하

는 액상이 전류밀도의 감소요인으로 판단된다.

2. 단결정형 1-2-3 초전도체 제조

2- 1. 용융공정으로 제조한 단결정형 YBa2Cu30 x-BaCe03 복합초전도체

의 온도에 대한 자화특성을 연구하였다. 고상반옹법과 용융공정으로 0 에

서 30 wt.% BaCe03를 }-2-3 결정내에 미세 분산시켰다. 초전도체의 자

화특성은 VSM(vibrating sample magnetometer)을 사용하여 77K ,

60K , 40K 와 20K. 2 Tesla 자장범위혜서 측정하였다. }-2-3 초전체의

자화곡선으로 부터 계산된 초전도체의 임겨I전류밀도는 77K , 1 T의 자장에

서 104 A/cm2 이었다.

2-2. BaCe03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나 5 wt.% BaCe03를 첨가한 1-2

3 결정의 경 우.77K. 외부자장이 증가시 자화율 차이가 증가하는 비정상

자화특성이 관찰된다. 측정온도가 60K에서는 제 2 차 최대점아 나타나는

자장값이 고차장쪽으로 이동한다. 20K와 40K의 저온에서는 비정상자화

특성이 2 T 의 자장범위까지 관찰되지 않았다 15 wt.%와 20 wt.%

BaCe03 첨가한 시편에서는 자장이 증가하면 자화율차이가 단순히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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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 마이크론 크기의 개재물입자들은 Y-Ba-Cu-O의 flux pinning을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적은 것으로 환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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