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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I. 제 목

초전도재료 용용기술개발

약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99]년에 발견된 산확몰 고온 초전도체는 77 K (액쳐|질소 비눔올

도)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해 고 부가가치의 용용연

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고온 초전도체는 높은 차장 하에서 큰 천류를

저항 없이 훌렬 수 있는 통전 흑성과 외부 자장에 의한 자기부상 륙성융 지

니고 있다. 초전도체는 높은 전류롱전 농력올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 대용량

장치， 예를 뜰어， 에너지 저장장치， 초전도 자석 송전선 모터 및 발전기 풍

에 용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실용확에 필수적인 통천 전류의 증가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벌써 실용화 초기단계에 도달하

여 수 년내에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온 초전도체가 본격척으

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고자장하에서 높온 임계 천류 밀도를 유지 하면서 선

재의 강도와 유연성풍의 기계척 륙성옳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최종목척은 고자력 및 고업계천류복성융 갖는 고온 초천도 벌

크 및 션재의 전력분야 용용기술 개발이다. 우수한 자기척 욕생옳 갖는 고

온 초천도체 벌크 찢 고임계전류륙성의 초전도선재의 체작융 통하여 고온

초전도체용용의 기반올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전력분야에서 가장 필수척인

초전도 선재의 가공 기술 확보 및 고자력 초천도 벌크 용융공쟁의 여러 변

수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에너지 처장용 훌라이 훨에 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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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수행하였다. 산업의 ’발달에 의한 천력 수요의 급증은 대용량 고효율

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개발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고온 초천도체를

이용한 플라이 휠 장치는 저장 용량올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환경올 오염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망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대 전력 분야에 사용되는 초전도 전력기기는 대부분 코일의 형태로 사용

되고 있으므로 장선재의 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송전선의 경우에도 장

션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송전션이나 초전도 코일에 사용이

가농한 초전도 장선채 제조 기술 개발올 최종 목표로 하였다. 초전도 분말

제조 기술， 열처리 기술， 선재 가공 기술， 초전도 특성측챙 기술 풍올 체계

적으로 연구하여 안청척이고 재현성있는 초전도 장선재 제조를 위한 공청변

수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쩨 개발된 선재를 웅용하기 위한 저온조의

껄계 및 시작품 제작을 위한 연구호 병행하여 초전도의 웅용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빛 범위

1. 벌크형 초전도체 제조 및 용용

1)' 고자력 초전도체 제조기술 연구

2) Fly wheel system의 가본 얼계 및 제작

2. 초전도 장선재 제조 연구

1) Emulsion chying 방법에 의한 초전도 분말제조 및 특성시험

2) CIP 분말 충진법에 의한 선채 특성 변화

3) 초전도 선재의 가공 기술 연구

4) 초전도 선재 접합

5) 초전도 선재 가공의 기계적 소성 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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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온초 열유동 해석 및 설계기술 연구

IV. 연구 개발 결과 및 활용에 판한 건의

Y2ll 압차크기에 미치는 용융공청 전의 Yl23 결청크기의 명향올

Y-Ba-Cu-O 계에서 관찰하였다. 업도가 작은 Yl23을 초기원료로 사용하면

미세한 Y2ll업자가 액상에서 생성되는 반면， 입도가 큰 Yl23를 시용할 경

우 큰 Y2ll 입자가 생성된다. 포정반용 후 집합조직 Yl23에 포획되는 Y2l1

입자크기도 액상에서 생성된 Y2ll의 크기와 밀첩환 관계를 가진다. 미세한

Y2ll 생성은 작은 Yl23 입도에 해당하는 많윤 Yl23 계변척에 기인한 것으

로 생각되며， 이것이 Yl23의 분해 및 Y2ll 생성에 대한 핵생성율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Yl23 입도가 다른 두가지 시료를 사용하여 Yl23의 Y2ll과 액상으로의

분해과청올 비교， 관찰하였다. 사용된 Yl잃 분딸의 입도는 각각 8μm과

4，αmμm이었다. 두 시편 모두에서 Yl23상의 용융은 사료표면에서 부터 시

작하여 내부로 진전되었다. 미세 Yl23분말시료의 경우， Yl23 결청입계가

Yl23 주 분해위치로 작용하여 상대척으로 많은 Y2ll 업자가 생성되었다.

큰 Yl23 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Yl껑 domain 계면， Y2lνYl23 계면， 미

세균열둥의 결함이 Yl23상의 분해위치로 작용하였으며 커다란 Y2l1이 생성

되었다. 결론척으로， 결함이 많은 Yl23 분말을 용융공청 Y-계 초전도체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미세한 Y211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Y계 초전도체를 용융공정으로 합성할 때 Y2ll을 미세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청올 개발하였다. Yl231Y21l 혼합체와 Y21l 머세화 캠가물인

Ce~를 attrition m피mg으로 분쇄， 혼합하면 다음과 같은 창점올 얻을 수

있다， (1) Yl23J):.21l 혼합체내에 ~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2) Yl23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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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십 나노메터 크기로 분쇄하여 용융시 Y21l 핵생성을 촉진한다 (3)

Yl잃1Y211 혼합체의 Y211올 분쇄되어 그 크기와 수가 제어된다. 이 공청으

로 균일한 미셰조직과 미세한 Y21l올 얻을 수 었었으며， 임계전류멀도도 향

상되었다. Y2ll 입자가 미세한 시료의 경우 πKIT에서 1.1xl04Ncrrr, IT

에서 O.56xl어'Alcrn2의 Jc를 갖는 반면， Y211 입자가 큰 시료의 Jc는 같은

온도 1，2T의 차장에서 2.Oxl~Alcm2 and 1.16xl(f Alcm2여 었다.

용융공청으로 제조한 SmUiBa24Cl잉 4Qy의 5m2ll 미세화에 대한 분위기

산소분압( Paz ::::1, 0.2, 0.01, 0.001)과 시발물질의 명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첨가물 없이 제조된 5m계의 5m2ll 크기는 대략 수십 μm청도로 크며

5m21l크기에 대한 분위기 산소압의 명향은 거의 없다. 용융공청 전에 시발

물질인 Sml23/Sm2l1율 attrition milling 으로 분쇄할 경우 용융공청 후

Sm2ll이 균일하게 분포되며 및 업자크기가 약 ν2 청도로 감소된다.

Attn피on 꾀피ng과 CeOz를 병행하여 제조한 분말로 용융공청올 할 경우 약

1-2μm의 미세한 5m211올 집합조직 Sm123에 불산시킬 수 있었다.

고온초천도체의 전류 통전능력과 자기부상 륙성이 급속히 향상되어 수년

내에 부분척으로 전력장치에 실용화가 가농활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Y-계 덩어리형 고온초전도를 이용한 플라이훨은 고에너지 효율의 전력처장

장치로서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간내 실용화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 일본 둥에서는 고온초전도 플라이훨은 초기

실험단계인 성능실험올 통해 실용화의 가농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2단계 목

표로서 중대형의 플라이훨을 얼계 쩨작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고온초전도

체를 이용환 플라이휠어 효율격인 전력처장 장치로서 실용확되기 팎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체첨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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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전도체의 자기부상력의 향상

- 고온 초전도체의 캉도， 견고성， 그리고 내구성 향상

‘ 영구자석의 자장 균일성 향상

- 훨의 찬동에 의한 전력손실 개선

- 저밀도， 고강도의 재료개발올 통한 에너지밀도 향상

- 모터와 generatπ의 power 향상

초전도체의 부상특성을 측청하기 위한 측청기기를 체착하였다. 초전도체

와 명구자석간의 거리에 따른 인력과 반발력을 load cell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모터를 사용하여 이통 및 그 속도를 조절합 수 있게 하였

으며， 이송거리는 encorder로 측청되도록 하였다. μad cell의 4 종류로 최대

측청 힘은 각각의 3없g， 10kg， 많g와 lkg로 하였다.

플라이휠에 사용할 목척으로 대형 덩어리형 초전도체를 용융공청으로 제

조하였다. 사용된 분말의 조성은 Yl.8이었고 시편 1 개당 약 200g의 분말

이 사용되었다. 용융공정후의 시료의 크기는 직경이 빼nm， 높여가 않run이

었다. 측청된 부상력온 최대 2.5N 이었으며 초전도체와 자석간 거리가 5mrn

에서 1‘않g의 반발력이 측청되었다‘ 자력속박에 의한 hys않eSIS가 관찰되며

약 lOmm 거리에서 인력이 약 O. 5N이었다. 이 크기의 시편융 20 개 λ빠할

경우 10kg의 플라이휠율 무난히 부상시킬 수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0 - 300째1의 처장놓력율 갖는 플학이훨 시스댐융 젤계하였다. 훨

의 직경은 3OOmm, 무게는 5 -10kg으로 셜계하였다. 훨의 회전은 고압 질소

가스를 훨 측면 4 곳에서 쏘아주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액체질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저온조에 초전도체가 원형으로 배얼되도록 하였다. 플라이훨 회천

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으며 휠 밑바닥에 고리형의 홈올 파서 앵구자석

올 끼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구자석은 일본 Sumitomo 사의 NEOMAX-50

- v -



CR의 Nd-B-Fe 차석으로 1mm 거리에서 표면자력이 않뼈 - 35<XlGauss,

5mm거리에서 표면자력이 1당)() - 2000Gauss인 것올 사용하였다.4 개 고리

형 자석의 치수는 외경 x 내경 x 두께가 각각 200 x 170 x 10rnrr4 150 x

120 x 10mm, 100 x 80 x lOmm와 60 x 40 x 10 mm 이다. 외경 200nUn와

l않nm인 자석의 청우는 4 조각으로 자석을 성형하여 자화처리후 결합재로

첩합한것이다.

Bi계 초전도체를 선채로 가공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반용성이 우수한 초

기 분말올 제조하기 위하여 Emulsion dr피ng method 방법에 의하여.

Bi(Pb)-Sr-Ca-Cu-O계 초전도체 분말율 합성하였다. 이때의 최척 emulsion

올 체조하기 위해 사용된 S따factant에 대한 oil파 acqueous solution의 제조

공정 부피비와， 시간변화에 따라 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따1피SlOn 제조조건

풍의 제반 변수를 확립하였다. 얻어진 분발의 평균분말 크기는 lUm 이하의

구형 업자였으며 좁은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합성된 분말의 최척

하소조건과 소결조건올 결쩡하였으며 열처리결과 없DOC 소결온도와 ν13

attn. 산소분압하에서 %시간이상 소결함으로써 고온상올 얻올 수 있었고 이

때의 임계온도는 108 K를 나타내었다.

Bi 계 초전포체를 이용한 선채 제조공정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은 튜브에 분말대선 냉간 청수합(CIP) 방식에 의한 Billet 창업은 30% 청

도의 초전도 분말의 충진 밀도 향상과 Core의 단면척 (fill factor) 중가률 가

져왔다.

X-ray 분석 결과 Bi-2223상과 Texture 형성은 은과 초천도 core 내면보
다는 주로 계면에서 더욱 더 발달 된다는 사실올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확

률척으로 Su야π따폈It가 입자의 배열이 M앓뼈n어 된 초전도 Core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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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다는 T않ture를 통해 초전도의 연속성이 잘 유지된 계변에서 더욱 잘

흐른다는 것올 보여주고 있다.

공기 중에서 840 "C, 200시간 혈처리한， 두께 13α!m (Core 단면: 45u

m), 폭 5.잃mm !Tessing 단면 시편의 Ie는 최고 싫A， ]e는

16,700Ncm2 (πK， QT)로 측정되었다. 압연 횟수에 따른 core 단면적 감소

는 k 특성의 조직척인 중가를 가져왔으며 3 회 압연한 단면 시편의 Ie는 최

고 7.2A, ]c는 11，뼈 Ncm2 (πK， αf)로 측청되었다.

고온초전도 선재를 실제 용용에 척용하기 위해서는 장선의 선채에서 길

이에 따른 초전도 성질 변화가 쩍은， 즉 균칠한 형태의 선재가 필요하다. 따

라서 선재의 일부분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국부척 결함으로 인해 전체 초전도

선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결합 부분

율 체거하고 양단율 첩합하여 사용하기 위한 초전도 접합 기술이 필요하다.

포한 접합 기술은 NMR용 자석， 초전도 스위치풍융 제조 할때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단면의 미세구조를 조절한 초천도 선재체쪼의 선재간 첩

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심선채에서 초전도 core를 서로 하나씩 접

합하는 filament一to-:fil따rent 첩합기술올 성공척으로 개발하였으며 첩합부의

특성 측정 결과 50% 청도의 접합도를 보였다.

산화물 초전도체의 선채 가공 중의 기계척인 소성 특성올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같다.

초전도분말과 피복채 의lver 로 복합된 선재를 소성 기계가공 하는 경우，

일반 끔속 가공에 비해 복장한 소성 흐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

용 전산쿄드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선재가공 중의 소성효릅올 해석하

였다. 훤형 단변의 인발선재를 m뽑ing하는 경우 선재의 초전도코어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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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몰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은 설계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하고， 가공중에

생기는 현상이므로 발생훤인올 조사하여 제조공정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Pr엉s dies 와 피복재 사이의 마찰계수를 변수로 하여 계산한 결

과 선채코어의 함몰현상온 마찰계수에 크게 명향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초기 원형단면에서 평편한 테이프형태로 변행하면서 첩촉부 변

객이 급격히 변하게 되고， 따라서 선재중심으로 향하논 마찰력의 분

포가 급격하게 되어 초천도코어의 함몰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마찰계수는 공청조건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선재 중심부의 불균일

한 소성흐릅 또한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

훈발의 소성이론으로 채태한 개선된 Drucker-Prager 여론온 비교척

분말의 소성흐름올 잘 반명한 것으로 보이나， 계산에 필요한 분말 불

성 연구가 수행되어야 좀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었다. 선재코어 중심부의 함몰현상이 마찰계수에 직첩적으로 명향올

받는다는 개념을 가자고 기계체조 공청올 해석하면 많은 개선 사향올 발

견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 rolling 에 대한 소성흐릅 해석이

수행될 예청이며 이 역시 pressmg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재륙성 향상을 위

한 기계가공 공정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 된다.

초전도 선재를 용용하기 위한 저온조의 냉각 방식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 연구에서는 액체헬륨의 재 순환올 위한 헬륨 냉동 용축기

를 구매 셜치하여 운천 륙성율 시험하였다. 액체 헬륨을 담아 코일율 냉각

흩}는 일반척언 형태의 저온조에 대한 열유동 현상율 해석객인 방법을·통해

계산하는 방법용 제시하였다. 또한 따뼈al ∞빼uter를 이용하는 알고리즘파

간단한 SOlπ'ce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실제 저온조에 척용， 계산 결과

를 분석한 결과 그 효율성이 큰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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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uperconductor applicat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Since the discovery of high Tc 0짜de superonductor ha까ng transition

따nperature above 7π(， the boiling temp많ature of Ii뼈d 띠tIogen，

ill따lsive stu버.es have been earned out to develop the technology which

can be 때plied to ele따ic power system.

f표gh Tc superconductor has two major characteristics: 1) 빠'ge current

C따πing capabilities in 비gh magnetic field and 2) 비gh magnetic

levitation as the 않temal magnetic field is 않)plied. πle 비gh current

carrying ca뼈bilities of superconductor can be widely applied to large

ele따ica1 devices such as Sl\1ES, 비gh :field su야rconducting magnet,

electricity transmission 대.hIe， motor and generator, which are q띠te

important in the future industries.

Recently the researches WI얹'e m려피y cα1않ntrated to increase the

current canγmg ca다lCities for the future 학껴plications and 하파lly m파ly

res않rchers report VI얹γ promising results together with the devl려opment

of primitive pilot scale devices. Therefore the applications by using 비gh

Tc suPerconductor seem to be realized in a few y，않rs. Howe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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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다itical factors for the intensive applications using 비gh Tc

superconductor, 비gh critical current density in high magnetic field should.

m외ntain 잃 well as goo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bend stre때단1

and fl，않ibility.

안le final goal of this pr1이ect is til develop the application technology

of high Tc sup효rconductor for electric power sys따n Th많할or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fabricate b벼ksu따conductor wi암1 바gh

n펴gne따ation 때.d i않 ap마lca다on IS necess하y as well as the f삶πication

technologies for the long 1밍191:h of super-conducting wire conductor,

which is most essential for the application of 리ec미c power system

High Tc bulk superconductor with 비gh magnetiza다on property was

fabrica때 by using melt-process 하t많 investiga디ng many process

없rameters and also the basic study for flywheel energy storage device

was sys따natically carried out With development of industry, the

consumption of electric power ste때피y increased and [mally require the

ene명y storage de찌ce ha띠ng 싫rge capacity and 바gh e표lClency.

The flywheel energy storage device using high Tc superconductor has

many advantages: easy controllerability of storage capa뎌ty and positive

많1찌rorunen않1 characteristics, which were 없lticipa:양화 as a very prorrnsmg

technology for future industri려ized society. The most of the

S따leI'conduct뇨19 electric power de찌ces which can be used in large

electric power system require the shape of magnet or coil. ’Therefore in

order to meet 갑lis requir얹nents， the development of long wire conductor

is absolutely necessary and it is also 다ue in case of electric pOwer

transmission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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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많efore the 파1머 떠rget of 압lis project has been set as the

development technologies for long high Tc wire conductor. To

accomplish this target successfully, various serial processing 않chnalagies，

such as, star피ng from powder IJIi랴mation， wire mech때떠1 f:없ieation

mηcess， heat treatment and to 없뻐ly섭cal study far mechanical

defannation during wire fabrication, were done systematically I for rna뼈ng

long 배gh quality superconduc디ng wire with good process s떠bility and

rep!며:ucibility. Also the studies for des핑n 때d fabrication of σyostat for

high Tc su야rconducting de찌ce were carried out in parallel with

development of superconductor wire applica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 E삶πication 때dits 뻐plication af b1.바 su야~cαlductor

1) Development of sup.:π'Conductor fabrica디on with 비gh

magnetization

2) Basic design and fabrication of flywheel sys따n

2. R삶πication of the long length su없'Conducting w뾰

1) Superconductor powder pre맹ration by emulsion 굶찌ng meth여

and its characteristics

2) ch따a다하istic v랴iation of ￦ire in t앉ms of CIP billet method

3) Study for fabrication technology af superconducting w뇨E

4) Joining of su~conducting wire

5) Analsis of plastic flow in superconducting wire during mechanical

defon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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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alysis of heat flow in σyostat and design te다mology

N. Res퍼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Influence of the grain size of a precursor rna따퍼1 (YIBa£U307-y

phase) prior to melt processing on the par피de size of YzEalCUIOS was

investigated in melt-processed Y-Ba‘ Cu-O oxides. YIB82CU3O,-y powder

compacts with various gr려n s갑es WI얹'e prepared by sintering at 잃o "C,

910 "C and 930 "C in air. When the YIBa£tl307-y s없nple of fme grain

S갑e was melt-process려， 파Ie YiBalCUIOs particles are produced in the

Ba-Cu-O liquid phase while c때rse YiBalCulα 맹rtides were produced

when the coarse grained Y1Ba£U307-y sample was used. The production

of fine YzBa1Cul않 맹rtides a마없rs to be due to the increased gr려n

boundary area associa다녔 with small grain size of the YI잃 phase, which

then pro찌des more decomposition sites for YIBa£tl307-y 휠려ns 따ld

nucleation sites for fonnation of YzEa1Cul(꿇 맹퍼cles.

By hea파19 and hal며ng of YIBa£ll3다-y compacts above the 홈riteetic

tern야rature of Y-Ba-Cu-O, the decomposition process of a YI잃 phase

into Y2II and a Ba-Cu-O liquid was investigated. T￦o 버ff하단It s하Iψles

of a :fine-grained and large domain YI정 S따nple wi많e used so as to

unders없nd the effect of gra피 boundaries and 띠않nal defects wi야lin the

domain on the YI23 decomposition, res야~tively. In both samples,

decomposition initia않s at a sample swface and 상1얹I goes on toward the

center of the san꽤~le. In 떠se of the :fine-grained sample, the grain

boundaries of the YI잃 phase act as domin따It decomposition sites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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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23 phase and therein Y211 particles nucleate. In case of the domain

sample, together with Yl23 dom없n houn벼nes， 비gh energy-state sitεs

within Yl23 domains such as a 1껍/띠or Y2ll interface, miσocracks

려so act as the decomposition site. τnese res띠ts indicate that providing

m와ly decomposition sites for a Yl23 phase is a key way to yield fine

Y2l1 par피cles during incongru앉it mel마'!g.

New process yiell벼ng fine Y21l particles in melt-않xtured

Y-Ba-Cu-O was developed by combining attrition milling of Yl23-Y211

powder and C하:k addition prior to the par피al mel파)g. Beneficial IX>ints

of the attrition milling are as follows; (1) it allows uniform distribution

of the Y211 refiner (CeOz) in the Yl잃-Y211 powder rr뻐U표e， (2)

produces nano-crys않lline Yl23 powder with 없rge surface 하ea per

volume which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Y2ll nucleation chπmg

incongruent melting and (3) controls the' number and the size of Y2ll

which was pre-forined at calcination/sin따ing stage of the

o표'-stoichiometric powder of Y1.8 composition. The Y2ll particle of the

melt-te없Ired Yl잃 sample, which was PI멍ared from the attrition-mill어

powder was as fine as submicron 뻐d i잉 distribu디on was quite uniform.

Critical current densiη (Jc) at 77K of melt-textured Yl.8 s따nple

con없m피g 찮\e Y2ll (less than 1μm) was 2.0 x lat Alcrn2 따ld 1.16 x

l (f Alcm2 at IT and 2T, res야ctively ， which is twice than Jc of 1.1 x

l(f Alcrn2 (없 1T) and 0.56 x l(f A1cm2 (하 2T) of the Y1.8 sample

conta피피g coarse Y211 (- 5μmm aVI하age si양) .

5m2l1 refinement during melt PIα:essing of Sml.sBa2.4C，퍼40y

compound with/without ce다 dopant was investigated at various 0엠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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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rtial pressures of 0.001 - 1atm. τbe miαustructures for the undopc:최

5m1.8 samples which WI많e attrition n퍼led at놨 calcination revealed that

앙Ie oxygen partial pressure did not render any rerr펴rkable effect on

5m211 refinement. The size of 5m211 particles of the undo야겠 samples

was about 10 - 30μm and the ratio of the average 5m211 size at the

때plied oxygen pressure ranges v;따ied wi압파1 a factor of 2. CeOZ dopant

effectively reduces 야le 5m211 size and the av，없ge particle size was

빼out one fif압1 of that of the undoped case. F‘ur암Ier 5m211 refin얹nent

was achieved when the Ce02 addition was combined with an

int많n뼈iate attrition m퍼피g of the 혜cined prl없lI'sor prior to 햄rtial

melting. With an intensive intern휩diate milling for 1hr, the 5m21l

particles wi맏e refin어 m 때αlt 1-2μm. Attrition m파ing also e펴lanC어

the unifonnity of 5rn21l distribu디。ill in the 5ml23 matrix.

Current state of developn뾰nt of energy storage sys따n using

superconductor was sUll'lIIl8rized. As a result of can다nuous effo:πs， 비gh

critical current densiη exceeding l(f A1cm2 at πK and strong levitation

ca행city have been achieved in Y-Ba-Cu-O s따:>erconductor which is

f밟πicated. by me뼈19 technique. Various applications using 앙Ie levitation

pro야뾰es of high-Tc superconductor is 앙야»ected to come true in near

future. Es야~ially， by u비i강ng 압Ie levitation force between a 따manent

magnet and the SU]뀐'Conductor， a flywheel sys따n which stores electrical

energy as mechanical energy can be design와 The b앉leficia1 point of the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 is that the em뿔y loss is as low as 

2% pc;호r a day and the stored energy is so clean, that there is no waste

d따mg 야leI"a피on. The possibility of i않 practil뎌1 application is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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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rrough the 않st of a prototype system wi상1 a capacity of a few Wh.

Now, a pilot scale test is doing with a aim of construe다ng the system

with a capacity of a few MWh. For this work, the levitation force of

S1π>erconduct뇨19 rna따ial should be irr따'Qved as well as development of

wheel rna놨ial of a low density and 비gh strength.

Leviatation measument ap뻐ratus was made to es마nate 압le r뱉ulsive

and attractive force between 따manant magnet and super∞nductcπ.

μad cells with a II뭘.xiamun capacity of 3따g， lOkg, 많g and lkg were

used for this system. 안le speed and the distance of the moving part

is designed to be controllable.

Large bulky YBCO SUl야:Tconductor was pre탱red by mlet-texture

processing with a aim of using it for a sUIX:TConducting flywheel system

The composition of this rna따빼 was Y1.8 and the WI밍ght was 때g 야~

a sample. After the melt texture processing, the :firlal dimension of the

Yl.8 samplr was 40mm in dia 하nd 3야nm in height Maximum measured

repulsive force was 2. 많~ when the magnet was contacted with the

sample and 1.5N at 5mm distance. The hys따esis due to the flux

pinning was observed. The atσactive force by the hysteresis was O.5N

at l Omm dis않nee. It is expected that lOkg flywheel can be levitated. by

using 20 s와nples.

Superconduc 디ng flywheel system with a capacity of 100 - 300 wh

was designed with a wheel of 300mm in dia and 5 - lOkg in WI밍ght.

At 탱πs of the side of wheel, 피gh pressurψed nitrogen gas will be

U똥d so as to rotate the wheel. In stator part which uses liquid nitrogen

as a c∞lant， the 20 바sk-type YBCO superconductor will be loea힘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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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fonn. Flywheel body was made by aluminum and the size was

300mm in dia The bottom of the wheel was grooved to assemble the

ring type Nd-B-Fe 홈nnanant magnets with a surlace magnetic field of

양iOO - 3000Gauss. Dimension of 4 괴ng-type m짧nets is as follows : 200

x 170 x 10mm, 1~ x 120 x 10mrn, 100 x 80 x 10rnm and 60 x 40 x

l Omm in out dia x inner dia x thickness. In case of the magnets with

a out dia of 200rrun and 1많nrn， four differ겐it magnets was bonded

together.

As a initial p하t of superconducting wire fabrication, 비ghly reactive

superconducting powder of Bi(Pb)-Sr-Ca-Cu-O system was synthesized

by emulsion 따ying method. To ob없in the optimum condition of

앙nulsion ， the synthetic variables such as mi찌ng ratio between

surlactants, oil phase and 따ueous solution, and the experimental

condition prever따ng from emulsion sepatration in 않ms of 따ne variation,

W많'e carefully controlled and then the best op피mum condi디。n was

established. The obtained par피de size was around 1μ m and its sha않

was sph려cal with unifαm size of distribution. After r받:leating the

sevl앉al heat treatment, the op피mum calcination 없d sin않파19 schoo띠e

were conf’inned Finally we could successfully ob떠in the nearly single

phase of lOOK superconduc피ng powder under 1113 oxygen atInosph앉"C at

840 °C for !j)hrs.

만le preliminary results on superconducting wire fabrication using Bi

system are summ하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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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뻐red with vibration and ramming method of powder ins망tion

into the silver tube, billet inser피on 않chnique processed by eIP cause the

30% increment of powder pac넙ng density as well as the cross sectional

area of core distribution.

Based on X-ray experimental results, the fonnation of Bi-22Z’ and

않xture was s핑띠fi혀ntly well developed at the in않rface betw않1 the

Sl짜JeI"conducting core and silver sheath as compar려 with that at the

interior area of S1￥lerconducting c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atistically the supercurrent can flow more easily along the well aligned

int많face than that at the interior area of Stipe:πconduc파19 core‘

The short specimen with 13야.I m thickness (∞re 떠ckness: 45μm)

and 5.24cm width, I:π'Dcessed at 840 "c for 2OOhrs, shows rna피nnnn

34A for Ie and 16,700Ncm2 for ]c meas따eel at 7π( and QT. 안Ie

de:였ement of cross sectional area in superconduc피ng core as a funtion of

number of rolling brought the systematic incr한nent of Ie

characteristics and the sample rolled 3 피mes shows maximum 7.2A

for Ie and 11，αYJAlcm2 for ]c m，않sured at πK and QT.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using su않'Conducting wire, it is quite

necessary to fabricate the long leng납1 of wire with unifonn distribu디on

of superconduc피ng pr<멜뾰y without any defects. Even there is only one

defect exist in the long length wire, it can be useless because of

뾰nanant defect i않elf. 안lerefore the joining technology to inter-connect

both ends of filament to iiI와nent 하ter d화ect was remove is reqt.파ed.

This joining te다mique further can be 뻐plied to fabrication of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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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and SUI놨'Conducting switch

our pre파피때ry reS1찌ts of wire joining in multi‘ filament wire to

interconnect both 잠lament ends wl뾰 successfully develo야화 and the

S파mn화갑ed res띠ts after cn없act많캅ation indicate the 50% range of

joining efficiency.

Through the analysis of mech없neal fabrication process for ceramic

composite su야회rconducting wire, the following results WI하'e obtained

Complex plas다c flow was measur려 in the superconducting wire

composed with powder and sheath me떼. Plastic flow in the wire was

calcuIat때 with a commercial num많ical code. Because the indent beha:까or

in the mid of wire core was unexpected plastic flow in the design, the

formation II않chanism must be discovered to control the f:밟πication

process parame않rs. The friction between the press dies and sheath metal

was very effec디ve to make nonunifonn plastic flow in the

superconducting wire. During the pressing the friction force along the

width direction was distribu뽀d s뼈ply by the increm많It of contact area

between the press dies and wire surface. Since friction coefficient is

d알:>endent on the fabrication proc않s， the behavior of nonunifonn p없stic

flow is also gOY'없led by the fabrication process.

Drucker-Prager yield crit많ion for superconducting powder was

considered proper to simulate the powder plastic flow. Further

res않rch for measuring the mechanical pro않rties of superconducting

powder is needed to obtain more reliable calculation. The mechanical

f삶πication process may be ml떠moo to make the high quality wire by

- XV111 -



considering the concepts that the :friction is a effective 뼈rameter to

govern the plastic flow. Numerical analysis of plastic flow during a

m파ng is being considered to find optimal process p와-arne따s.

Res않reh on the c∞ling of the superconducting coils has been

procet처ing to decrease the OPf폈다on cost and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St핑erconduc디ng system The heat loss in the liquid helium bath σyostat

was c려때a힘d with the 하퍼ly피cal meth따 τbe 대lculation 려gorithm

suitable for personal computer was suggested and program using simple

it많ations was made to calculate the heat loss in commercial cryostats.

Through the analysis of heat loss. the suggested 따때yti뎌1 method was

cons피하려 V앉y useful in the engin였fig design. Helium recondensor is

considered as useful 학uipment to increase the operation 디me and

efficiency. OJ따ation test of 4K helium recondensor was 뿜rfon뾰d

without heat load under the CIγostat of vacuum state. the 4K of the cold

head could be reached stably within 메out 2 hou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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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 장 서 론

1987년 일련의 고온초전도체들이 발견된 이후 이틀 채료들에 대한 과학

척，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작되어 세계척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전기척 특성을 가지는 고온초전도재료를 실제

전력시스댐에 용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용용에 사용될 여러 가지 형태로 가

공하는 기술여 집중척으로 연구되고 있다. 고온초전도 채료룰 사용하여 전

력기기의 효율을 크게 중가시키기 위해서는 만틀어 지는 재료의 초전도 임

계온도， 임계전류밀도， 재료의 기계쩍 강도 동의 특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온초전도체들은 각각의 용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박막， 벌크，

선재둥의 형돼로 가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분야의 용용에 중점을 두어 고자력 특성을 가지는

벌크형 초전도체의 제작과 그의 용용， 그리고 전력분야에서 가장 용용범위

가 많은 선재의 가공기술 개발에 중점올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고 임계 전류밀도체를 얻기 뷔한 미세구조체어의 연구와 산확물 초전도체합

성에 대한 초기분말의 특성평가， 은과의 복합 선재제작에서의 수많은 공청

변수의 확립 및 Ag와의 상생성과 첩합조직에 관한 연구둥올 수행하고자 하

였으며 초전도 선재제작에 대한 기계공청에 대환 해석을 설시하여 특성향상

에 미치는 인자들올 고려하여 보았다. 포한 초전도체의 용용분야가 확대되

고 수요가 신장됨에 따라 효율적인 저온장치 빛 냉각방법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바 일반척인 져온조 형태에 대한 열유통현상올 해석하여 실

제 저온조 척용사 용용 가눔성올 분석하였다.

우선 덩어리형 y-계 초전도체를 고입계전류밀도체로 제조하기 위한 방



법으로 미셰조직올 개선하고 차기적 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 성장기

술과 초기 분말 조성 및 체조 방법 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높은 자기적

성질올 가지는 Y계 초전도체의 체조에 성공하였다. 이를 웅용하기 뷔한 연

구의 첫단계로 에너지 처장용 플라이휠의 개념설계를 완료하여 전기 처장용

기반기술올 확립하였다. 야 장치는 장차 전력에너지의 최대의 약점언 저장

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전기에너지의 활용도를 크게 중가시킬 수 있

는 기술로 판단된다.

한편 전력분야의 초전도쩨 용용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전력케이블 및

코일율 위해서논 궁극적으로 고온초전도체를 선재 형태로 제조 해야한다.

이로써 고온초천도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초천도자석 및 대전류 롱전 전도쩨

를 개발할 수가 있고 핵융합 연구와 연계하여 전력생산과의 효율성올 향상

시킬 수가 있다. 히지만 세라믹 고온초전도체는 고유의 취성으로 인하여

케이블이나 코일에 사용가능한 강도가 높고 유연한 선채 형태의 가공에 어

려움이 크다. 선재로의 제작은 기계적 가공에 의해 배열성이 향상되는 Bi계

고온초전도체가 적합하며 이 계의 고온상의 창션채 제조에 앞서 사용훤료에

대한 구체척인 이해와 특성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반척인 고상분말합성에 의한 닮계 초전도 분말합성파는 다른 뾰피sian을

이용한 액상분말합성법으로 분말올 체조하여 열처리죠건에 따룬 고온상형성

기구를 고찰하였고， 실제 선재체작올 뷔한 대표척인 PI1‘ 공정종에서 내포하

고 있는 여러 공정 변수중 초기단계의 분말거폼， 충진밀도와 분말의 특성에

따른 유동성 빛 입자분포가 최종 임계천류밀도 특성에 미차는 형향을 냉각

청수압 방식에 의한 분말 성형법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

여 피복재언 은과 분말파의 반용기구를 재 청랩하고， 선재의 피복파 없e부

분의 기하학척인 면올 고려함으로써 표면척 및 균일성의 향상에 의하여 고

온상 유지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어 높온 천기척 특성의 다심선재개발에

,‘



효율적으로 웅용 가농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초전도

선채의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로서 은과 Bi계복합션재애서의 상생성과 집합

조직 형성에 대한 연구와 복합 다심선재의 첩합에 판한 연구를 실시하여 높

은 임계전류밀도 값올 지녀는 선채의 전력선， 전력 언입선， 코일 둥의 사용

올 위한 공정변수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채의 총단면 조철올 통한

미셰구조 및 전거척 성질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고온 초전도 선재는 산화물 분말파 피복금속과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기

계가공 소성해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많은 공청변수들이 서로 비독립적

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한요소법파

같윤 수치해석척인 방법을 이용하여 선재에 발생하는 불 완전한 소성흐름올

해석함으로써 실제 초전도 선재제작에 필요한 기계공청 변수를 결청하여야

한다-

한편 가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온초전도체들의 용용분야가 첨차 현실

화됨으로써 효율척인 저온장치 및 냉각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초전도체를 냉각하논 방식은 대상이나 사용목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냉매의 순환이나 외부와의 단절볍둥이 서로 다르게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열손실올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학척인 해석을 통한 설계가 필수쩍이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헬륨올 담아 코일올 냉각하는 얼반척 저온조의 열유동

해석올 수행하기 위해 PC률 이용한 전산 알고리즘과 source πogram을 제시

한 후 실제 저온조에 척용서켜 그 결과릅 분석하였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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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절 덩어리형 y-계 초전도체 제조 및 응용

고임계전류밀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Y-Ba-Cu-O의 미세조직

체어가 필수적이다. 포청반용올 포함하는 용융공정으로 Y-Ba-Cu-O를 제조하

면 초전도입자들을 일방향으로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임계전류밀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방향성 성장기술의 개발과 미셰조직의 개선올 통하여

Y-Ba-Cu-O의 입계전류밀도를 용용 가능한 수준까지 향상시켰다. 이 공청올

초전도선재제작에 직접 척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정여 있지만 뼈lk형 초전도

체 제조나 단결청 육성공정에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용융공정으로

제조된 Y-Ba-Cu-O의 미세조직의 특성， 임계전류밀도와 미서l조직의 관계 및

bulk형 초전도체의 용용기술현황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1. 덩어리형 초전도체 제조동향

1986년 여후 현재까지 발견된 산화물 고온초전도체의 대표척인 것

으로는 I.a-Ba-Cu-O[I], Y-Ba-Cu-O[2], Bi-Sr-Ca..eu-Q[3], ’n-Ba-Ca-Cu-O[4]와

Hg-Ba-Caεu-Q[5]가 있다. 이 틀의 초전도 전이온도( Tc : 저항이 。이되는

온도 )는 액체질소의 비풍점 (77K)이상으로， 액체 헬륨을 냉매로 사용하는

Nb:3’fi, N1>JSn 풍의 화합물 초전도체와 비교할 때， 저가인 액체질소를 냉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척 잇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가 산화물 초전도체

의 실용확에 집중되어 왔고， 그 결과 몇몇 분야에서는 실용화에 근접한 수

준의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산화물 초전도체를 실용화하려면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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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첨올 해결하여야 하는데， 초전도체에 흩릴 수 있는 전류밀도(Ic : σiti때l

CUlT앙1t 뼈lSity)의 향상과 세라믹 물질인 초전도체를 가느다란 선재형태로 만

들 수 있는 가공기술의 개발이다. 이 중 Y-Baε'u-o 초전도의 전류빌도는

단g.l-l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얼부분야에서 용용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

해 었다.

세라믹인 산화물 초전도체를 가느다란 선채로 가공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개발된 공청중 가장 가능성 있는 공청으로

powder-in-tube 공정 이 있다. 뻐-Sr-Ca-Cu-O나 π-Ba-Ca-eu-o계 초천도분말용

금속(Ag)판에 장입한 후 압연이나 압출과 같은 기계척인 자공으로 형태를

만든 후 적당한 온도에서 열처리하면 초전도체를 선재형태로 제작할 수 있

다. 반복척언 기계가공과 열처리로 초전도 입자들이 c-축에 수칙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 공정으로 제조된 초전도체는， 화합물 초전도체와 비교하여， 저

온(4.2 K), 고차장에서 탁월한 임계전류특성를 보인다. 그러나 77 K에서는

작은 자장에서도 전류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므로 액체질소온도

에서의 용용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Y-Ba-Cu-O 는 초전도 분말의

특성상 Bi-Sr-Ca-Cu-O나 ’TI-Ba-Ca-Cu-o계와 달리 초전도 입자플올 선택한 방

향으로 배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powder-in-tube 법으로 고임계전류멀도를

갖는 초전도 선재를 제조하기 어렵다. 포한 선채로 가공한 후 분쇄된 분말

들올 연결시키기 위한 열처리 공청과 비초전도체인 정방청상을 초전도상인

사방정상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산소열처리 공쩡이 요구되는 풍 공청야 복잡

하다. 또한 이 경우 산소훤자가 초전도체내로 균일하게 확산되지 않기 때문

에 균일한 장션의 초전도체를 제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powder-in-tube 공청

을 이용한 Y-Ba-Cu-O 선재제조연구는 큰 진전이 없다.

고온 초전도체의 발견은 그것이 갖는 물리학객인 중요성과 더불어 미래

의 에너지 관련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각국이 국가적인

-‘
」



107

r-Thin fi1m

~M~=::::Melt - processed

10

106

월 106

‘‘<
‘- AI~ 10~1
h
R

힘 10
3

u-,

10 102 103 104

Applied field (G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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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고온 초전도 웅용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척으로 큰 비중올 차지하게 될 대용량 웅용， 예를 들어， 초전도 송천， 천기

처장， 초천도 발전과 같은 분야의 연구는 고온 초전도체 선재확의 어려움과

낮은임계전류밀도풍 여러가지가 한계로 인해 단기척인 회망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고온 초전도체의 실용화 연구는 일부 분야에 제한되며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bulk형 초전도체를 이용한 무첩점 베어링과 전기처

장용 fly wheel 장치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Y-Ba-α1-0 제조공정올 요약하였

으며， 각 공정의 특성， 미세조직파 입계전류밀도의 상호관계 및 앞으로의 용

용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 Y-Ba-Cu-O 임계전류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산확물 초전도체는 임계전류밀도가 낮으며 기계쩍 강도도 떨어

진다. 이러한 푼제점은 산화물 초전도체 고유의 특성이거나 부척절한 제조

공청에 기인한다. 본 장에서는 Y-Ba-Cu-O 초전도체의 엄계전류에 앵향율 미

처는 인자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이방성 결정구조

Y-Ba-Cu-O계의 초전도상인 사방청 (orthorhombic) Y1Ba2Cu307.y

(Y123)의 결정구조는 Fig. 1-2에서와 같이 c-촉이 a-축(또는 t←축)의 3배가 되

는 이방성(뻐핍otrlφic) 척충구조이다. 이 결청구조에서 초전도 전류는 주로

&-0 파 Y-o 충 사이에 위치한 2 차원적 Cu(2)-Q 평면을 따라 흐르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꺼. 이 결청면을 통한 초전도 흐륨은 다른 결청학척 면에

비해 상대척으로 강력하다. 예를 들어 YlBa2Cu307.y 단결청에 대한

magnetization 측정[8]에 악하면 Cu(자-0에 수형한 방향으로의 천류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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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2)-Q에 수직한 방향보다 약 30 배 가 된다. 즉 결청구조의 비대칭성이 결

정내에서 전류흐룹의 이방성올 유발하며， 이로 인하여 외부에서 자장이

Cu(2)-Q 면에 수직한 방향에서 작용할 때 전류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2) Coherence length

Y1Ba2다13~-Y의 cob많하lee L하멍th (x)는 확합물 초전도체의 비교

해서 매우 짧으며 결정방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77 K에서 c-축으로

x의 길이는 7A , a-b 변에서는 34A이다[9]. 반면， 화합물 초전도체의 흥는

100 - 600A로 산화물 초전도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 특히 산화물 초전도체

의 혼는 c-축으로 대단히 짧가 때문에 이 결정방위를 따라 한 결정에서 다

른 결청으로 전자의 이동이 어렵다. 이 결과 두 결정의 계변에서 전류흐름

이 억제되는 W빼 뻐k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값이 작으므로 flux pinning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Y123 상내에 뼈nometer 크기의 작은 defi앙 를 만플어

야환다.

3) 입계의 weak link 성질

고전적인 셰라믹 가공법으로 제조된 다결청 Y-Ba-Cu..Q 초천

도체의 임계전류멀도는 일방향 성장된 박막이나 단결청에 비하여 배우 낮다

[l이. 낮은 임계전류밀도는 초전도 업계의 화학조성， 원자의 불규칙 배열， 업

계에서의 전류의 이방성， 입계에 존재하는 제 2 상 물질， 업계간의 약한 결

합과 미셰균열둥에 기인한다. 고상반용법으로 제조된 Y-Ba-Cu-O의 며쩨조

칙에는 Y123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며 입계의 대부분은 ·고각업계

(high 뻐gle gr빼1 boundary) 이다. 소결중에 이들 고각입계는 몇 A 두께의 전

위(벼sll없찌on)가 존재하는데 그 두쩨가 Y-Ba-Cu-O의 ∞뼈moo 11없gth와 비

슷하다. 따라서 전자의 흐름이 초전도 결정내부에서 원활하더라도 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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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이동이 어렵게 되므로 전체척인 초전도 흐름이 억제된다. 뿔만 아니

라 입계에서 화학조성이 불균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결합들이 존재할 때도

초전도 호릅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업계의 weak. 파파로 인해

결청내에서는 많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시료전체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매우

작게 된다. 특히 외부에서 작용흩}는 차장이 있을 때 이 현상은 더욱 가속된

다[11]. 일반적으로 소결한 시편의 천류밀도는 수백 Allαn
2
이나 약 100 G 정

도의 외부 자장에서 수십 A/cm2
청도로 떨어진다.

4) 입계특성올 강화하는 방법

Bulk 형 산화물 초전도체에서 입계의 weak link 품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다용과 같은 방법을 고허할 수 있다. 은(Ag)과 같은 전도성물

질의 S는 수백 A이므로 금속으로 초전도 입자를 Y-Ba-Cu..Q 의 혼인 3-40

A보다 두껍게 @찌뻐g 하면 입계의 W않k 뻐k 를 제거할 수 있다. 매우 앓은

금속층이 입계에 존채하게 되면 섬각한 W않k 빼 없이 전자가 초전도 입쳐l

를 통파할 가농성에 대한 결파가 보고된 바 있다[12]. 그러나 금속초전도

복합체를 소결하면 금속재가 초전도입차를 c빼멍 하기 보다는 서로 독립척

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상척인 초전도-금줄듀초전도의첩합올 만들기는 어렵

다. Y-Ba-Cu-o 박막올 오존가스 중에서 열처리하면 weak 뻐k를 제거되어 전

류밀도가 상당히 중가한다 [13]. 반용성 산소분위기에서의 열처리가 업계의

산소함량올 중가시키며 이 증가훤 산소함량에 의하여 업계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초전도분말을 부분용융시켜 포청반용 φerit∞tic reaction)으

로 초전도상을 생성하면 초전도 업자틀어 일방향으로 배열되여 W맹k 뼈k의

훤인이 되는 고각입계의 형성이 억제된다[14-16]. 일방향 성장된 초전도체는

고차장에서도 높은 임계전류밀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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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융공정 (Melt processing)

1) Melt-Texture-Growth CMTG) [14]

분말을 용해시시켜 초전도입자들을 일방향 성장시키는 용융공

정[14]은 Jin 둥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 후 이 공청을 개선한 여러 공

정들이 개발되었다[15， 1히. 단g. 1-3 은 Y-Ba-α1-0 계의 2 원 상태도 [1꺼이다.

Fig.에서 보듯이， 12(XrC와 1αxrc 부근에서 포청 반용이 있고 1α)()"C이하

에서 Y123 초전도상이 안쩡한 명역이 된다. 용-융공청은 Y123 조성의 초전

도 분말올 l000"C이상으로 가열하여 Y2BalαJI0(Y211)과 Ba-Cu-O 액상으로

부분 용융(par없1 mel파1밍 시킨 후 다시 Y123 상이 생성되는 온도로 서서히

냉각시켜 초전도 입자들을 성장시는 방법이다. 용융(뾰l뼈g) 후 서냉시 성

장하는 초전도 입자룰야 일방향으로 배열(te때.Ire formation) 되므로 이 공청의

이륨을 Melt-te뼈Jre growth(MTG) [14]라 명명하었다. 생성되는 초전도입자들

이 c-촉에 수직한 방향으로 척충되어 성장하므로 최종적인 미세조직은 단g.

1-4와 같은 모습이 된다. 그러나 전시편에서 모든 초전도입자들어 일방향으

로 성장한 것은 아니며 일정영역 (don때n)내에서만 초전도 입자들이 일방향

으로 배열된 것이다. 배열된 입자틀의 입계에는 약간의 미반용 액상들이 남

아 있게 된다[18]. 이 재료에 대한 투과 전자 현미경 관찰[19]에 의하면， 대

다수의 결정입계는 저각업계로 따암ientation 청도가 15。 이내이다. 이 꽁청

으로 만들어진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는 자장이 없는 상태에서 17，αm

A/cm
2, 1 T 의 차장하에서는 4~뼈 Ncm.2 로 보고되었다[14]. 용융공청으로

재초한 초전도체가 고상 반용법으로 채조된 초전도체와 비교하여 상대척으

로 높은 임계전류밀도를 갖는데， 이는 초천도 입자들여 일방향 으로 배열함

으로써 W않l 파lk한 고각입계의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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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seudo-binaIγ phase diagram of Y-Ba-C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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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一4. Microstructure of melt-textured Y- Ba-C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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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quid Phase Processing (LPP) [l되

이 공청은 MTG 공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MIG의 열처리공청

을 최척화하여 생성되는 초전도 입자의 크기와 배열성올 개선하고 YI~3 결

정에 포획되는 Y211 입자크기를 미세화시킨 것이다. Y123 분말을 l(XX>t 이

상으로 가열하여 (L + Y211)으로 분해한 후 Y123 상의 생성온도로 냉각한

다. 냉각속도에 따라 초전도입자의 생성 및 성장속도가 달라지므로 가눔한

한 냉각속도를 천천히 (lt!h)하여 생성되는 초전도 입자의 성장올 촉진하고

배열성올 개선하였다. 또한 Y211 업자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ι +

Y21l) 영역에서 유지하는 시간올 단축하고 포청온도 바로 위에서 얼처리할

때 유지시간올 짧게한다. 이 공청으로 보다 균일한 미세조칙을 얻을 수 있

었다. 제조된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는77K에서 18,500 짜α삶 이었다 [15].

3) Quench-melt growth (QMP)와 Melt-powder-melt-growth

(I\1PMG)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Y-Ba-eu‘0 계의 2 훤 상태도에는

2 가지의 포청반용이 존재하며 반용식은 다음과 같다.

YzC써 +L • Yz!3alCulOs at 1200t-------(1-1)

YzBa1CUl05 + L • YIB월:U307-y at H뼈"c------(1-2)

M따빼a피 풍은 Y-Ba-Cu-O의 미쩨조직올 개선하기 위하여 위 두 포청반

용율 이용하였다. 먼저 Y123 분말율 백금도가니에 장입한 후 1200t 이상으

로 가열하여 (Y203 + L) 로 분해시킨다. 분해가 완료된 사료를 상용으로 급

냉(quenc뻐tg)한 후 다시 M1G와 유사한 공청으로 열처리하여 초전도체가 일

방향 배열된 초직를 얻는다. 이 공청옵 댄lench 빼 melt 맑rwth (QMP)라 명

- 15 -



명하였다. MfG, LPP과 QMP공정으로 제조된 Y123 입자의 내부에는 포획된

Y211 입자플이 관찰된다. 이는 Y123상올 생성하는 포청반용이 완전하지 않

기 때문으로 항상 Y21l상이 Y123상에 포획된다. 따라서 이 잔류 Y211양에

해당하는 양만픔의 액상이 미반용한 채로 남게 된다. QMP 공청에서

M뾰없n피의 관심은 Y123 상에 포획되는 Y211입자틀로， 이들올 Y123상에 미

세분산 시키면 flux 따ming force가 증가될 수 있올 것으로 예상하였고，Y2Il

의 입도와 분산도를 조절함으로서 임계천류벌도률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초

기분말의 화학 조성올 제어하여 (예 : Yl.~Z.3펴.307γ，) Y211의 함량을 조절

한 후 분말을 (Y203 + L)영역으로 가열하였다. 이 영역으로 가열시킨 이유

는 첫번째 포청반용삭 (1-1)에서 생성되는 Y211 입자들이Y2~에서 핵생성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Y203업자가 미세하면 생성되는 Y211입자틀

이 미제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이공청으로 제조된 Y-Ba-Cu‘0의 미세

조적에는 Y21l 입자풀이 미세하게 분산된다. 그러나 QMP 공청으로 마세한

Y211입자들올 얻을 수 있으나 분포도는 그다지 균일하지 않았다. 이 점올

개선하고자 (Y2~ + 니 영역에서 급냉한 분말올 다시 분쇄하는 공청이 추가

되었다. α203 + 니 혼합체을 분쇄하여 좀 더 미세한 Y203입자플을 얻을 수

있을 뿔 만 아니라 분포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었다. 이 공정을

Melt-Powder-Melt- Growth (MPMG)하였다. MPMG 공정으로 제조하면 Y211

입자의 크기는 1 nun로 매우 미세하다. 또한 임계전류밀도치가 1 T의 자장

에서 104 Afcm2
이상으로 Y211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21].

4) 미세조칙에 미치는 Y211 첨가효과

Mur빼뻐j둥의 보고[21]에 의하면， Y-Ba-Cu-Q에 Y211 올 청가하면 입계전

류밀도가 향상된다. 임계전류밀도 향상기구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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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원인으로 Y123 초전도상과 비초전도 물질인 Y211 사이의 계변이

제안된 바 있다[22]. 이 계면이 flux 야뻐ng 법te로 작용하여 자장하에서도 높

은 임계전류밀도를 보유한다 하였다. MPMG 공청으로 Y123를 제조할. 경우

미세한 Y211 입자틀이 Y123 결정내에 분산되며 이 때 두 상간의 계면은 매

우 째끗하다. 즉 Y211 입자 주변에 특별한 미세결함은 관찰되지 않는다. 반

면 MTG꽁청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Y211 주위에 객충결합이나 전위풍이 생

성됨이 보고 [23] 되었다. 이 같은 미세조직 차이는 이들 시료들이 서로 다

른 열처리 공청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임계전류에 대한

Y211의 역활에 관해서도 M따없mi의 제안융 반박하고 있는 연구결과도 발

표되고 있다. 그 한예로 Jin 풍의 보고[24] 에 의하면 Y211 청가가 Y123의

미세조칙을 향상시카지만 임계전류밀도에는 큰 명향올 주지 않았다. 이 실

험에서는 Y211의 합량올 조절하면서 그 크기를 S<XX> A으로 미세하게 조절

하였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Y211 첨가에 따른 임계전류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Y123 업자내에 조대한 Y211 입자들이 포획된 경우에는 오히

려 임계전류밀도가 감소한다[25]. Kim 퉁의 미세조직 판찰 [2이에 의하면，

Y211 첨가는 (1)촬완전한 포청반용으로 언한 잔류액상의 제거하여 주고

(Fig. 1-5), (2)상전이나 열충격에 의한 미세균열의 생성 및 전파억제， (기산소

확산 경로로 작용하는 초전도 plate b뼈없ry 생성을 촉친한다 (Fig. 1-6). 또

한 Y211 업자의 미세분산으로 언하여 초전도체의 파괴인성치가 상숭하는

[27] 유익한 효과를 준다.

5) Yz!3alCul않 입자 미세화

2.1.2.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Y-Ba-Cu-O 를 MPMG 공청으

로 체조하면 고전척인 MTG 공청에 비하여 균일환 미세조직올 얻을 수 있

다. 특히 Y211 입자를 미세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m밟t 풍은 Y21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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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ariation of microstructure as a result of Y211 addition. The
upper part is undoped Y123 region 많ld the lower part is the
region with Y211 addition. C and L denote microcrack and
liqui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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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V맙iation of the number of plate boundary as a result of
Y211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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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미셰화과청를 검증하고자 Y123 분말， melt-quenched 분말과 (당203 +

Ba-Cu-O) 혼합분말올 precu없로 사용하여 MPMG 공청여 아닌 MTG 공청으

로 시편을 제조한 후 각 시편의 미제조직올 비교하였다[28]. 그 결과， 사용

된 πec뻐@ 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시료에서 조대한 Y211입자틀이 관찰

되었으며 그 크기도 상호 비슷하였다. 따라서 Y211 입자의 미세화 파청은

πecus<π 종류와 연관이 없음올 알게 되었다. 포한 Ogawa 풍은 MPMG 공청

의 첫번째 용융시 백금도가니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용융시 초천도

체내로 주입되는 백금의 역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야툴은

Y~Ba-α-0 분말에 소량의 백금분말융 첨가하여 MfG 공청으로 초전도체를

제조한 다음 첨가물이 없는 시편의 미셰조직과 비교하였다[29，30]. 순수한

Y-Ba강1-0 시료보다 백금여 첨가띈 시료에서 미세한 Y211 입자들이 판찰되

었다. 같은 시기 Izumi 퉁도 백금 첨가가 Y211 입자미세화에 결쩡척인 C청향

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31]. 측 MPMG 공청에서 Y211 업자들이 미

세파되는 이유는， Y203입자가 Y211의 핵생성자리로 작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32], 1200 'C 용융시 사용된 백금 도가니와 초전도체가 반용하여 용체내로

혼입된 백금이 Y211의 업자성장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Y211 업자의 미세화의 거구로 두가지 모델이 제안되었다. (L + Y211)상

태에서 Y-Ba-Cu-O와 백금과 반용하여 화합물03a4CuPt209)이 형성되고 이 들

이 Y21l 업자의 he놨。g없rous 핵생성 자리로 작용한다고 제안되었다 [29,30].

핵생성으로 제공되는 체 2 상 업자들이 많올 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Y211

입자들이 생성되고 이에 따라 Y211 업자성장이 억제된다는 제안이다. 이 과

청으로 Y211 입자가 미세화된다면 생성된 Y211 입자들이 내부에 백금화합

물올 포함하든지 두 화합물이 서로 첩촉한 모습율 보여야 하나， 백금 화합

물이 Y211의 핵생성 자리로 제공된 혼척이 관찰되지 않는다. 두번째로 쩨안

경



된 기구는 Y211 성장에 영향올 주는 액상의 특성변화로[31]; 백금이

Ba-Cu-O 액상에 용해되어 액상의 점도나 화학 potenti외올 변화시켜 Y21l 압

자의 aswaldri뿜피ng 올 억제하게 된다는 기구이다. 실제로 Izumi의 실험 철

과에 의하면 백금첨가에 따른액상의 점도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Y211 입자성장에 어떤 영향올 주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

고 있다.

입자성장과 더불어 관심올 갖고 연구하여야 할 분야는 액상에서의 Y211

입자의 평형형상이다. Mum뼈mi의 MPMG 공청으로 제조된 Y-Ba- Cu-O에서

Y211의 평형 형상은 침상(00때lelike 빼ape)으로 장축이 수십 때， 단축이 수.urn

인 이방성이 대단히 콘 모습을 보인다. Y211 이 액상에서 성장할 때 륙청 결

청방향으로 성장이 다른 방향에 비하여 대단히 빠르면 여방성 결정형상율

나타내게 된다. (L +Y211) 상태에서 Y211 입자틀이 액상에 용해되어 Y123

상이 생성되는데， 이방성이 큰 입자일수록 Y123상 성장시 결청내에 미세하

게 포획 될 가농성이 크다. 백곰과 유사한 물질 중의 하나가 세륨이다. 약 1

wt%청도의 미량첨가로 Y2ll 입자를 미세화할 수 있으며 그 결파 임계전류

밀도가 중가된다 [33]. Kim풍의 연구[34， 35]에 의하면， 세륨은 9(xrc부근에

서 Y-Ba-Cu-O 와 반용하여 BaCe03를 생성하며 소량은 초전도상내에 침투되

어 상전이를 유발한다. 결과척으로 첨가된 세륨함량에 따라 초전도 전이온

도가 갑소한다. 반면 MTG공청으로 채조할 경우 생성된 제 2 상 입자들은

초전도상에서 분리되어 Y123 가지내에 분산된다. 이 경우에는 전이온도가

감소하지 않는다 [36,37]. 이 캠가물의 중요한 역활은 ι + Y21l)상태에서

Y211입자의 평형형상을 변확시켜 업자성장올 조절한다는 점이다 [38]. Fig.

1-7은 (히 Y123 조성의 Y-Ba-α1-0와 (b) 셰륨올 3 wt.% 첨가한 시편올 l여0

℃로 가열하여 ι + Y21l)으로 분해시킨 후 급냉한 미세쪼직이다. 세륨이

캠가 되지 않온 경우는 막대형의 Y211입자즐이 조대하게 성장한 반면 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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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orphology of Y211 in the quenched sample from ( L +

Y211 ). (a) undoped Y123 sample and (b) sample with 3

wt.% Ce02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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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첨가된 경우는 침상형 Y211이 관찰된다. 이 결과는 MPMG 공정[3키이나

백금올 첨가하여 MTG공정으로 제조한 Y211 미세조직 [40]과 유사하다. 앞으

로의 연구는 Y211 입자 미세화 기구의 규명과 Y-Ba-Cu-o 의 업계전류밀도

에 미치는 Y211 앵향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Yl23 업자성장기구과 Y'211 편석

용융공정으로 제조되는 Y-Ba-α1-0 산화물의 미세조직의 특성

중 하나는 커다란 YI23 입자들이 일방향으로 생성된다는 점이다. 여 커다

란 입차내에는 소량의 Y211 입자들이 포획되며 여들 입자 주위에는 액상률

이 c-축어1 수직한 방향으로 잔류한다[41-43]. 초기연구에서는 이 미세조직을

판상형의 YI23 업자틀이 일방향으로 성장된 te때Jl'e 조칙으로 생각하였다

(Fig. 1-8 참조). 이 액상이 잔류하는 부분올 판상입자간의 업계라고 규청하

였고 따라서 그 이름을 plate boundary라 하였다. 고온에서 서냉시 (L +

Y211)의 혼합체로 부터 판형태의 YI23 업자가 생성될 때 고상업자인 Y211

상에서 heterog히leous nucleation으로 생성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액상과

Y211 상과의 반웅에 의하여 YI23 상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YI23

상 생성시 핵생성 자리인 Y211 입자가 많올수록 그 위에서 생성되는 YI23

입자 수가 많아지고， 따라서 YI23 결청들의 계면인 plate bo血.clary 수가 많

아진다고 셜명되었다[24，25]. 그러나 이 기구로 YI23 입자들의 일방향배열을

완전히 셜명하기는 어렵다. 이 후 R여riguez둥의 연구에[44] 의하면， Y2Il

상이 직접 액상과 반용하지 않고 번저 액상에 Y21l이 용해되고 이 후 액상

에서 YI23 상이 생성됨이 관찰되였다. 결국 고에너지 상태의 결합같은 부위

에서 핵생성되는 hetero- g많lOOUS 핵생성이라기 보다는 m하mal fluctuation (6

η에 의한 homo- geneous 핵생성에 의해 YI23 상이 생성될 가농성이 높다.

YI23 결청내에서 plate boun없ry 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결파[45]와 YI23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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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elt-textured microstructure showing trapped Y211 particles

with plate boundaries near th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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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획된 Y211 입자들이 크기가 반용선단에 위치한 Y211 입자에 비교해

그 크기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결과[46]도 위의 제안을 뒷받침해 준다. 결국

용융법으로 제조된 초전도체는 다수의 Y123 입자들이 일방향으로 배열되었

다기 보다는， 내부에 Y211 업자들과 야틀 입자 주변에 액상들이 잔류하는

형태의 커다란 단결청으로 보아야 옳올 것이다.

Y21l 올 첨가하면 Y-Ba-Cu-O 초전도체의 제반특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적당량의 Y211올 첨가하여 재료를 만드는 것이 바랍칙하다. 가능한 작은 크

기의 Y21l 입자를 사용하여야 Y211 업자성장올 억제되고 최종척으로 Y123

상에 포획되는 Y211 업자가 미세화된다. 이와 더불어 Y211 업자를 균일하

게 분산시켜야만 균일한 특성을 보유하논 신뢰성 있는 초전도체훌 제작할

수 있다.M떠빼1 둥은 백금을 캠가하여 MTG공청으로 Y-Ba-Cu-O를 제조하

여 Y123결정에 포획되는 Y211 입자들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이 연구결과[37]

에 의하면， 액상으로 부터 Y123 입자가 성장할 때 Y211 입자들이 포획되는

데， 이 입자들은 Y123 내에서 톡청 결정학척 방위에 우선적으로 배열된다.

결과척으로 포획된 Y211 업자틀은 특별한 pattern을 갖게 되며 그 형태는

Y123 결정의 방위에 따라 변한다. 용융법으로 제조되는 Y-Ba-Cu-o계의 미

세조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Y211 업자들의 분포가 항상 불균일하며 편석

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9는 그 대표척인 예로， Y123 결청에 포획되는

Y211 업자틀이 X 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Y211 면석은 (외 순수한

Y-Ba-α1-0와 (b) 세륨올 5 wt.% 첨카한 경우 모두에서 관찰된다. Y123 성장

파청에서 Y211 입자들이 포획되므로 그 원인이 Y123 결청의 성장과정과 밀

첩한 관계가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Kim 둥의 결과[47]에 의하면， 용융법에

의해 성장한 Y123 결청의 형상과 Y211 업자의 편석 pattern이 서로 유사하

‘、
다. 예를 들어， 결정의 (001)변의 성장형태는 성장면의 상단부에 사각형의 평

탄부가 었으며 그 상단부의 모서리가 결청면의 네 귀퉁이와 연결된 형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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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egregation of Y211 particles in the melt-textured Y123

rna펴x. (a) undoped Y123 sample and (b) sample with 5

w t.% CeOz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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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Y211 편석형태와 유사하다(단 g. 1-9(b) 참조). 다른각도에서 관찰

된 Y123 결정의 성장표면을 Fig. 1-10에 나타내었다. 이 형상 역시 단g.

1-9(a)의 편석형상과 유사하다. 액상에서 YI23 결정이 성장할 때 성장하는

결청선단에서 Y211 입자들올 밖으로 빌쳐내는 것 같다. 확실치 않치만 아마

성장하는Y123 결정들의 모서리 쪽으로 Y211 입자들올 볼리게 되어 특별한

pa밟n의 Y211 편석이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7].

외부에서 Y211올 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에는 순수환 Yl23 조성에 비하

여 상대척으로 많은 Y211 입자들이 YI23 결청내에 포획된다. 이 경우에는

Y211의 편석을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세조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국

부척으로 Y211 업자의 편석이 관찰된다. Y21l업자의 분포차이에 따라 Y211

이 전혀 없는 부분과 Y211 어 편석된 부분으로 구분된다[47]. 그 대표적인 미

세조직올 Fig. 1-11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Y21l이 없는 부

위에서 V자형의 Y211 편석이 관찰된다. 이 미세조직은 약 20 wt.%의 Y211

올 외부에서 첨가한 시편에서 얻은 것인데， 불균일한 혼합에 의한 Y2Il의

편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론 용액에서 m 시간 뼈llmi뻐19 한 것이다. 장

시칸 뼈11 milling에도 불구하고 Y211 이 편석됨으로 보아 이 편석이 혼합공

정의 개션을 통해 해결될 수 있올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분말의 균일한

혼합융 위해 공청중 분쇄과정을 포함시킨 MPMG의 미세초칙에서도 Y21l

편석이 관찰된다[48，49]. 이는 이미 관찰된 바와 같이 Y21l 업자틀어 Y123

성장중에 편석되기 때문이다. Y211 입자들이 국부척으로 편석되거나 Y21l

이 없는 부분이 생성되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전류밀도나 기계

척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초전도체를 실체로 용용하려면 시편 전체

가 균일한 성질올 가져야 하므로， Y211 포획기구의 연구를 통해 이같은 불

균얼한 미세조직올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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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Surface morphology of grown Y123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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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Segregation of Y211 particles in melt-textured Y123 sample
with 20 wt.% Y211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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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소확산

Y-Ba-Cu-O 산화물올 소결한 후 생성된 상에 초전도성올 부여

하가 위해서는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800"(; 이상의

고온에서는 Y123상의 결정구조가 비초전도체인 정방정상 (tetragonal P밟S려인

데 비하여 약 450°C 부근에서 열처리 할 경우 정방정상이 초전도상인 사방

청상 (Orthorhombic p뼈se)으로 변태하기 때문이다. 산소 분위기에서 산소원

자들이 결정내로 확산하여 청방청상이 사방청상으로 변돼하면 단g. 1-12에서

와 같이 쌍정조직 째n st:ructW'e)이 발달하게 된다. 고상반웅법으로 제조될

Y-Ba-Cu-O에는 판상형의 초전도 업자들이 불규칙하게 성장하므로 산소의

확산통로가 되는 고각입계 뻐gh 뻐gle gr뻐1 bOlm때ry)와 재기공 (open

porosity)이 다량 존재한다[50，51]. 이들올 통해 산소원자들이 시편내부로 확

산된다. 반면， 액상공정으로 제조된 Y-Ba.-Cu-o는 미세조직이 치멸하기 때문

에 기공이 거의 존재하지 않올 뿔만 아니라 YI23 결청내부에 고작업계가

없으므로 산소의 확산이 대단히 어렵다. YI23 결청내부에서 산소확산 경로

를 조사한 Kim 둥의 연구[18，35]에 의하면， 정방정-사방정 상전이에 의해 생

성된 미세균열[18]과 액상이 잔류하는 plate boun없ry가 산소의 확산 경로로

작용함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산소확산에 대한 이틀의 역활은 고상소결한

Y-Ba-α1-0에서 확산통로로 작용하는 고각입계나 개기공과 비교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시간악 산소열처리가 요구된다.

Fig. 1-13은 MTG 공정으로 제조한 Y123 단결청에서 산소의 확산 거동올 보

여주는 미세조직이다. 산소원자들이 확산되어 사방청상으로 변태한 밝은

부위와 정방정상인 어두운 부위가 관찰된다. 어는 결청내에서 산소 확산이

균질하저 않은 결과어.며， 균열어나 c-축과 수칙한 plate boundary를 통해 산

소확산이 우선척으로 이루어졌음올 알 수 있다. 결함이 그다지 많지 않은

Y123 결정에서 산소확산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을 장시간 산소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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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TEM microstructure of orthorhombic Y123 phase showing
twin morpho1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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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3. Oxygen diffusion in single crystalline Y123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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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내부에서 산소확산 경로를 조사한 Kim 풍의 연구[18，35]에 의하면， 정

방정-사방정 상전이에 의해 생성된 미세균열[18]파 액상이 잔류하는

plate bo퍼I없ry가 산소의 확산 경로로 작용함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산소

확산에 대한 이틀의 역활은 고상소결한 Y-Ba-Cu·O에서 확산통로로 작용

하는 고각업계나 개기공과 비교해 그다지 효과척이지 붓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장시간의 산소열처리가 요구된다. Fig. 1-13은 MTG 공정으로

제조한 Y123 단결청에서 산소의 확산 거동을 보여주논 미셰조직이다.

산소원자들이 확산되어 사방정상요로 변태한 밝은 부위와 청방정상인 어

두운 부위가 관찰된다. 이는 결정내에서 산소 확산이 균질하지 않은 결과

이며， 균열이나 c-축과 수직한 plate boundary를 통해 산소확산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합이 그다지 많지 않은 Y123 결청에서

산소확산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올 장시간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

, 하여도 결청구조내의 산소위치가 전부 산소훤자로 채위지기 어렵다. 산소

원자들이 자라장지 못한 공공(va쟁ncy)률은 외부에서 자장이 작용할 때

flux pinning site 로 작용하여 재료의 전류밀도를 향상시칸다[52-55]. Fig.

1-14는 Y123 단결정의 자화특성옥선으로， 측청에 사용된 Y123 결정은

4S0 "C 산소분위기에서 17일간 열처리한 것이다. 자장이 중가할수록 임계

전류빌도가 증가하는 비쩡상적 차화특성올 보인다. 이는 산소공공이 flux

pinning site 로 작용[52]하기 때문인데， 장시간 열처리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형태의 자화특성곡션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결청립내로 산소확산이

어렵다는 춤거이다. YI23 단결정이라도 제조공청이 다르면 그에 따라 생

성되는 머세조직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산소열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

고 산소확산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대척으로 단시간의 상소열처리 후에

안정화된 자화특성곡선(자장이 증가할수록 임계전류밀도가 감소)을 보인

다[52]. YI23 결정내에 Y211입자들이 다량 포획되면， Fig.I-15에서와 같이，

입자들의 계면과 업자 주변에 생성되는 platelet b01mdary 수가 증가한다.

이들이 산소원자의 확산경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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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5. V와iation of the number of plate boundary due to
non-unifonn distribution of Y211 p따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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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열처리하여도 결청구조내의 산소위치가 전부 산소훤자로 채위지기

어렵다. 산소원자틀이 자리잡지 못한 공공(Vi뼈.cy)들은 외부에서 차장이 작

용할 때 flux 미nning 잉te 로 작용하여 채료의 천류밀도를 향상시킨다

[52-55]. 뀐g. 1-14는 Y123 단결정의 자확특성곡선으로， 측청에 사용된 Y123

결청은 450t 산소분위기에서 17일간 열처리한 것이다. 자장이 충가할수록

임계전류밀도가 증가하는 버청상적 자화특성올 보인다. 이는 산소공공이

flux pinning site 로 작용[52]하기 때문인데， 장시간 열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형태의 자화특성폭선올 보이는 것은 그만큼 결청립내로 산소확산여 어

렵다는 증거이다. Y123 단결정이라도 제조공정이 다르면 그에 따라 생성되

는 미세조직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산소열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산

소확산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시간의 상소열처리 후에 안청화된

자화특성곡선(차장이 중가할수록 임계전류밀도가 감소)올 보인다[52]. Y123

결청내에 Y211입자들이 다량 포획되면， Fig.i-iS에서와 같이， 업자들의 계면

파 업자 주면에 생성되는 platelet boun없ry 수가 중가한다. 이들이 산소원자

의 확산경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척으로 단시간의 열처리시간에

산소원자들어 결정렵내로 확산해 들어갈 수 있다 [21, 쩌. 이렇듯， 산소확산

과 관련된 열처리 조건은 초전도체의 미세조직륙성에 의해 결청된다. 따라

서 초전도체의 특성올 향상시키면서 산소열처리시간도 단축시킬수 있도록

Y211같은 제 2상 물질이 청가하여 초천도체를 제조흩}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체 2 상 물질 혐가

Y123 초전도체에 체 2 상 물질올 첨가하는 목척온 초전도체

에 flux 빼ming 업te 를 부여하여 입계전류밀도를 향상셔키기 위합이고， 부가

척인 목적은 세라빅-세라믹， 포는 금속세라믹 북합체를 만들어 초전도체의

기계적 특성율 향상시키기 위함이다.Y2 ll 상의 역활에 대해선 앞장에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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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성명되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Y2ll 제외한 제 2 상 불칠의 첨가 효과

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초전도체에 첨가되는 물질은 은(Ag)아나 백금(Pt)과 같은 금속물질과 산

확물， 탄확물둥 버금속채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AgY. ~O는

고상열처리시 초전도 입계에 위치하여 Y123 입계간의 결협‘을 강화시켜서

임계전류특성올 향상시킨다[56] ， 또한， 재료의 가공도[57]나 휩강도[58，59]도

향상된다. 강@를 캠가할 경우에는 파괴인성치가 상송하는데， 이는 첨가된

감@가 Y123 상파 반웅하여 미제한 BaZt03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59,60J. 이

들 몇몇의 캡가물올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청가물은 초전도체의 생성올

방해하거나 그 특성을 처하사킨다 [61]. 반면 MIG 같은 용융꽁정으로 초전

도혜를 제조할 경우 'b, Ta, ’Ii, pt, Rh, Re Ce, Nd, Sb 동의 청가재는 Y123

상의 초전도성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화합물 형태로 초전도상내에 미세하

게 분산된다[34，35，60-63]. 이률중 어떤 것들은 고상소결시 초전도상과 반용

하여 초전도특성올 저하시키기도 하지만 이 소결체를 용융공청으로 다시 열

처리하면 손상된 초전도성이 회복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L + Y2ll)이

Y123상를 생성하는 고온 포청과청중 불순물들을 Y123 상의 외부로 밀어내

기 때문이다[36， 61].

대표적인 첨가물중 BaTiOJ 는 용융공청중 Ba2TI04로 변태하여 초전도기

지에 분산된다[64]. 뀐g.I-1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분산된 &2’n04 입자

들의 크기는 수십 micron [61]으로 Y123 상의 flux 따빼ngc해났로 작용하기

에는 그 크기가 너무 쪼대하다. 그러나 생성된 제 2 상인 Ba21104 업자와

Y123 가지간의 열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에 냉착시에 이들 업자주위에 뾰뻐1

이나 전위와 촬은 미셰 결합의 농도가 중가한다[64]. 따라서 생성된 Ba2Ti0 4

입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자틀주위에 생성된 미세결함에 의해 임계전류밀

도가 상송하게 된다. Fig. 1-17은 순수한 Y123 와 5 % BaTi03를 첨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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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SEM microstructure of melt-textured Y123 sample with 5
wt.% BaTi03 addition. A and B denote BazTi04 and Y123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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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자화특성곡선이다. 순수한 Y123 시편은 작용차장이 중가하면 임계전류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나 BaTIOJ챔가시편은 거의 일쩡한 임계전류벌도를 갖

는다. 반면 첨가되는BaTI~의 농도가 중가할수록 생성되는 Y123 결청의 크

기가 감소하는 단점도 있다[62]. 이는 Ba2TI04 확합물이 Y123 상의 핵생성파

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aSn03 첨가[65，6이는， 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Y123 기지에 포획되는 Y211업자크기가 감소하며 plate

boun없ry의 수가 중가한다. BaSn03를 Y211과 함째 청가할 경우 Y211 입차

크기를 2 때 이하로 감소시키며 임계전류밀도훌 상숭시킨다. 임계전류밀도

의 상숭아 미세 분산된 Y211 입자나 BaSn03업자에 의한 것인지 혹은 채 2

상 생성에 의해 변화된 미세조직(예를 들어， 제 2 상 업자 주변의 미세결함

의 농도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 외에 다른 첨가물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 바 있으나 초전도특성에 그다지 유익한 결과는 보고되지 않

고 있다. 결롬척￡로， 제 2 상 물질청가논 그 자체가 flux 짜며I핑 외te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소량첨가에 의한 Y123 상의 미제조직 향상이

나 flux 미血ing 하te로 작용할 수 있는 미제결함의 생성촉진올 목척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Bulk형 Y-Ba-Cu-O 초전도체의 용용

초전도체를 성공척으로 용용하려면 높은 임계천류밀도를 가진

초전도체릅 훤하는 형태로 만틀어야 한다. 또한， 고차장하에서 발생하는

lorenz f~ 를 극복하여야 하므로 척당한 기계척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임계전류밀도향상과 가공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왔으

나 아직까지 고온 초전도선재를 액체칠소온도(77K)에서 웅용하기에는 미홉

한 실정어다. 이 장에서는 bulk형 Y-Ba~Cu-o 초전도체의 용용 전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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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술하였다.

1) 전력저장 (energy storage)

초전도를 이용하여 전력올 저장하는 방법에는 초전도 자석으

로 구성된 혜쇄된 회로에 전류를 공급하여 저장한 후 원하는 시기에 저장된

전력을 외부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SMES(닮lpercor뼈IC파19 U1a맹etic en하gy

앉orage)와 bulk 용 초전도체와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원판체를 초전도체 위에

서 회전시켜 에너지률 저창한 후 저장환 운동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변환

시키는 flyw뼈el 장치가 있다. 초전도 자석으로 에너지를 저장시킬 경우에는

에너지손실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N1:κn 이나 Nb.3Sn과 같은 저

온 초전도선올 이용하여 이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고온 초전도해을 이용할 경우에는 처왼4.2K)에서 임계전류밀도가 워 재

료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4.2K에서 저온 초전도자석보다 다량

의 전력올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액체질소온도에서는 고온초

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 용용확는 실현되지 못하

고 있다. Fig. 1-18은 용융법으로 제조한 초전도위에 부상한 영구자석올 보여

준다.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여 Y-Ba-Cu-O를 용용법으로 제조할 경우 결

청립이 콘 초전도상올 성장시킬 수 있고 이 입자성장올 효과적으로 제어하

면 다량의 무게를 부상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체조할 수 있다. MPMG 공청

으로 제조한 Y-Ba-Cu-O 초전도체와 0.4 T의 명구자석을 이용하여 2 Kg 무

계를 부상시킨 바 있다 [67]. 초전도체위에서 부상시킬 수 있는 무계를 증가

시킬수록 flywheel 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많아진다. Fig. 1-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융법으로 체조한 초전도체는 외부자력에 대한 강력한 반발력

(repulsive force) 뿔만 아니라， 자력이 초전도체에 포획되어 발생하는 인력

(빼active fore히올 보유하게 되므로 회전체를 초전도체 위에서 안청척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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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Levitation of permanent magnets above melt-textured
Y- Ba-Cu-O super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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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9. Suspension of Y- Ba-Cu-O superconductor below permanent
magnets due to flux 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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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청시킬 수 있다. Fig.I-20 은 MfG 공정으로 제조한 초전도체와 명구차

석간의 거리에 대한 힘올 나타낸다. 자석과 초전도체와의 간격이 가까울수

록 반발력이 증가함올 알 수 있다. 반대로 초전도체를 자석에서 멀리하게

되면 반발력은 작아지면서 삼대적으로 인력이 증가하게 된다 [68]. 이러한

인력은 자력이 초전도체에 속박되는 따 야nning force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flywheel이 기계척으로 회전할 때 상당량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 m팽leti.c 없m미ng 현상은 사용되는 명구자석의 형상에 따라 따라 달라찬

다.M따빼뻐j 둥은 고리모양확 명구자석을 사용함으로서 때m빼g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69]. 또한 회전체의 균일성올 부여하고 회전체와 대기와의

마찰올 출일 수 있도록 진공중에서 사용환다면 기계쩍인 회전에 의한 에너

지 손실은 상당량 감소시킬 수 었다. 이와같은 에너지 처장장치률 이용하면

전력사용이 척은 시간대에 남는 에너지를 처장해 두었다가 전력을 많이 사

용동}는 시칸대에 저장훤 전력율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차폐 (magnetic shiel버ng)

초전도체는 외부차장을 차혜， 속박하는 효과가 었다[70].

속박청도는 초전도체의 임계잔류밀도와 비혜한다. 초전도 양자간섭기 (SQUID

: su야πonducting 맹antum interf짧ice device)와 같이 미세한 차력을 측청하늪

장비에는 차력을 차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인간의 신체부위에서 밭생되늪

자력은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올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부터 오

는 잡음산호를 차폐하여야 한다. 금속재보다는 초전도채료를 이용하여 차폐

하여야 미세한 자장올 탐지할 수 있다[71 ，7져. BSCCO 초전도체를 어용하여

최초로 자기차폐가 성공적으로 시도되었다[72]. 인체를 수용황 수 있는 크기

(내경 65 αn， 길이 200 em )의 실린더형 초천도 용기를 제착하여 측정한

결과 우수한 자기차폐성능올 보였다 [73]. 초전도체로 제착한 차폐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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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IUD올 이용한 neuromagnetic 측정에 사용될 수 있올 것으로 전망된다n쩨.

3) 초전도 영구자석 (superconduc파19 magnet)

용융법으로 재조된 초전도체는 flux 야m뻐g에 의해 외부에서

작용하는 자력을 속박할 수 있다. 영구자석위에 초전도체를 올려 놓고 77

K까지 온도를 서서히 내리면 초전도체는 명구자석으로 부터 발생하는 차력

을 속박하게 된다. 이 현상은 초전도체가 차석이 될 수 있음용 의미한다. 초

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가 높을수록 속박되는 자혁의 양은 커지므로 가농한

한 임계전류밀도가높은 초전도체를 만들면 강력한 초전도체 명구자석올 체

작할 수 있다. MPMG 공청으로 제조한 시편에 대해 측청된 결과[74，75]에

의하면， 초전도체률 0.5 T의 자석위에 위치한 후 77K.까지 냉각시킬 경우 초

전도체의 중심부분에는 0.5 T의 자력이 속박되며 중심에서 외부로 갈수록

속박되는 자력의 양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명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자력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 이 자력분포에 대해 작용하는 flux 마nning

force가 초전도내에서 상대척으로 불균일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Bulk 형

초전도체를 명구자석으로 사용하게 되면 초전도체를 선재로 제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공이 단순하다는 잇점이 있다. 용융법으로 제조된 초전도체를

자석으로 이용한 경우 77 K에서 1.35 T 의 자력 [76]이 보고된 바 있다. 낮온

온도에서 작동할 경우에는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높은 자장올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들어 용융법으로 체쪼한 Y-Ba-Cu-O단

결청의 경우 4.2 K에서 6T 이상의 자력올 발생시킬 수 있다nη. Bulk형 초

전도 영구자석은 비자성체나 약자성체에 일정한 자력올 공급하는

뼈I(m팽retic reson:뻐ce image)와 같은 창비에 이용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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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첩점 베어링 ( Contac다ess be때ng)

베어링은 회전축의 처점올 방지하고 회천력의 손실올 최소확

하고자 사용되는 기계부품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어링은 회전축과 접

촉하여 축용 지지하므로 접촉에 의한 에너지 손실야 있게 된다. 이러한

손실올 줄이겨 위해 윤활재를 사용하거나 구룸마찰올 이용하고 있다. 명구

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베어링을 만툴면 첩촉에 의한 마찰을 줄일 수 있

으나 이 경우 회전자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특수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만얼 초전도체를 고청자로 사용하여 그 위에 회전자를 부상， 회전시킨다면

첩촉에 와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속으로 회전자를 회전시킬

수 있다. 용융법으로 제조된 초전도체는 반발력과 인력올 동시에 보유하므

로 회전자를 임의의 위치에 접촉 없이 고정시킬 수 있다. Bulk 형 초전도혜

를 이용한 베어령 시스댐에 대한 연구들[78-81]이 발표된 바 있으며 가능한

부상력올 충친시켜 많은 무게를 회전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단g. 1-21

은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초천도체 베어링 시스댐의 개략도이다.

천자석의 극성올 연속적으로변화시켜 줌으로서 명구자석을 포함한 회전축를

회천시키며 이 때 회전체의 위치를 고청하는 고청자로 초전도체를 시』용한

다. Fig. 1-22는 초전도베어링의 실물 사진으로， 현재 공기중에서 약

73t500RPM의 회전속도를 기록하였다 [81]. 베어링을 진공중에서 사용한다면

대기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회전속도를 중잔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전류단자 (current 11않d)

의료기기로 상용화되고 있는 MRI(빼gnetic Resonance Image

Analyzer) 에 사용되는 자석이나 실험용 초전도차석은 Nb1i나 Nb:3Sn 의 화합

물 초전도선채를 solenoid 형태로 감아서 제작된다. 초전도자석을 가동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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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 Schematic drawing of superconducting be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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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2. KAERI superconducting be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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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전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소규모 실험용 solenoid는 300A 청

도의 전류를， 빠ID발전용 자석의 경우는 10,<XX> A의 많은 전류률 공급하게

된다. 초전도차석을 가동하려면 초전도자석에 전류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

때 전류공급선요로 구리나 황동으로 제작한 전류단자를 사용한다. 이러한

금속채질의 단자툴은 열전달아 빠를 뿔만 아나라 전류가 도선에 효를 시 전

류단자에 전기저항이 발생하므로 이곳올 통해 냉각계의 열이 외부로 방출된

다‘ 냉매(액체헬륨)사용버와 냉작기 가동비가 초전도자석의 훈용비중 상당한

비중올 차지함올 고려시 열방출의 왼인이 되는 전류단자의 재료선청이나 셜

계가 중요하다. 세라믹 고온 초전도체를 전류단자로 사용하면 저항발생에

따른 열손실이 없으며 작은 단면척에 많은 전류를 흩릴 수 었다. Y-Ba-Cu-O

초전도체를 전류단자로 사용하려는 연구[82-84]가 시도되었다. Doni 퉁[8찌은

자장을 이용하여 일방향 성장시킨 Y-Ba-Cu-O 초전도체를 전류단자로 사용

하고자 제반특성올 측청하였다 .1 x 6 x 20 em 크기 시편의 암계전류는 30

K, 0.1 T에서 380 A로 전류단자로의 웅용 가능성이 업중되였다. 세라믹 초

전도체는 초전도전이용도가 액체철소온도 부근이므로 전류단자 전체를 초전

도체로 채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냉각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한

재질로 전체 전류단차를 만들기 보다는 상온에서 77K까지는 구리나 황동의

전도성 채질， 77K 이하에서 자석의 가동온도까지는 세라믹 초전도체를 사용

하는 hybrid 형의 전류단자가 바랍직하다. 미국의 짜'goo 국립연구소에서 구

리선과 BSCCO을 이용하여 hybrid형 초전도 전류탄자을 제작하였으며， 이 경

우 1000 A의 전류를 지속적으로 훌렬 수 있었으며 열손실은 기폰의 전류단

자에 비해약 30 %정도 감소시킨 결과를 얻었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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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가. 포정반용후의 Y211 입자크기와 Yl23 입자크기와의 관계

Y123 쩨에 Y211 첨가는 Y-계 초전도체의 임계천류밀도 및 기

계척성질올 중진시키는 연구의 주된 파체가 되어왔다[21-23 ，86]. 아직까지

Y211의 플럭스피닝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으나[22，23] ， Y123의 미

세조직의 균질화를 통해 k 중진에 부분척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4，26]. Y123의 Ie에 심각한 명향 [25，29]을 주는 Y211 업자의 형상과

크기는 Pt(h[29-31 ，40]나 Ce(h[38]의 제 2 상 물질의 첨가로 조철이 가능하다.

이 챔가물틀은 Y21l의 입자형상올 변화시킬 뿔 만 아니라 입자성장올 억제

한다. 즉 Y123 가 Y211과 Ba-Cu-O 의 액상으로 분해되는 풍안 생성되는

Y211 입자형상을 좀더 이방성으로 만든다 [38，때']. Y2 ll 업자를 미세화시키

는 또 다흔 방법은 Y211 입자성장에 관련된 열처리 공청율 조절하논 것이

다. 집합조칙을 갖는 Y123 상올 용융공청으로 처l조활 시， 일반척으로， Y123

분말을 초기원료로 사용하여 이 계의 포청온도인 HXXl"C 이상으로 가열하여

이온도에서 적당시간 유지후 서냉시킨다. 이 때 포청온도에서 Y123 가 Y211

과 액상으로 분해된다. 이 후 Y123 생성온도로 서냉하면 Y123 집합조칙이

발딸하게 된다[15， 16 ，8η. 혈처리 공청중， (Y2ll + 액상) 온도에서 유지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지온도를 내리면 Y211의 Oswald ri밸in옹이 어느청도 억제된다

[15]. 또한， 상온에서 포쩡온도까지 까얼할 때의 숭온속도도 Y211 입자크기

에 영향을 미친다. Y123 분말 성형체를 용융온도까지 급속히 숭온시키면 서

서히 숭온한 경우에 비해 Y211 입자가 미세하다. 이 경우， Y211 미세화가

업자들의 핵생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결과들은 용융열처리 천의 사용

된 분말의 특성이 용용공청 후 의 Y211 업자와 관련된 미세조칙에 앵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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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올 의마한다.

최근의 몇몇 연구결과틀은 미세 YI23 분말올 원료로 사용할 시 미세한

Y211 입자가 생성됨을 보여 주었다[88，8키. 이틀의 연구에서 YI23의 결청입

계가 Y211 의 핵생성올 위한 Y123상의 분해위치로 작용한다고 체안되었으나，

실제적인 미세조칙적 관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는 VI23 입계에서의

Y211 입자의 heterog없leOUS 핵생성올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Y211 입자형

상에 미치는 YI23 입자크기의 영향을 재조사하고 용융공청천의 분말특성과

Y21l 입자크기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사용된 YI23 분말은 99.9% 순도의 Y203, Bacot) 와 α10 분말을 고쌍

반용법으로 제조한 것이다. 원료분말올 YI23 조성어 되도록 정량한 후 아세

톤올 용매로 사용하여 40시간동안 ball milling한 후 공기중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을 얄루마늄 도가나에 넣어서 공기중 850·C에서 40 시간 하소후

다시 880·C에서 20 시간 하소하였다. 하소중 매 10 시칸마다 알루미나

mortar에서 분쇄하였고 최종 열처리 후 공기중에서 냉각하였다. 하소분발은

알루미나 mortar에서 다시 분쇄한 후 ste려 몰드에서 성형하여 압분체로 제착

하였다. YI23 결정립크기를 달리하기 위해 각 압분체를 공기중 8800C t 910

OCt 930''C에서 10시간 소결한 후 냉각하였다. Fig. 1-23(a)에서 알 수 있듯이，

880
D

C 소결시편은 Yi23 결정의 평균업도가 약 2 마이크론으로 대단히 미셰

한다. 반면 910
D

C 소결시편의 Yl23 업자는 장축이 수십 마이크론， 단축이

수 마이크론으로 880·C 시편과 비교하여 대단히 조대하다 (Fig. 1-23(b) 참

조.). 그랩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930t 소결시편에서는 위 시편들과 비교하

여 좀더 조대한 Y123 결청들이 생성되었다. 이들 소결시편들올 뺑O 단결청

위에 올려 놓은 다음 l여ot 로 1αJOt/h의 숭온속도로 가열한 다음， 이온도

에서 0.5 시간 유지하였다. 이후 다시 4Ot/h로 1010t 까지 내린다음 980 'C

까지 l"C/h 속도로 냉각시켰다. 액상에서의 Y21l의 분포 및 성장올 관찰하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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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a fractured surface of the
sintered Y123 sample at (a) 880 "C and (b) 910 "C for 10 h in
없r. Note the different size of the Yl23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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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몇몇 시료들은 (Y211 + 액상)상태에서 유지 후 공기중에서 급냉

하였다. 광화현미경과 주사전자 현미경올 사용하여 미세연마 빛 에칭한 표

면에 대해 미세조직융 검사하였다.

Y1237r Y21l과 액상으로 분해서의 Y21l 입자크기에 대한 초기 Y123 업

자크기영향을 검사하고자， 여려온도 (880°C , 9IO'C와 930't)에서 소결한

Y123 시편올 I04O°C에서 0.5 시간 가열유지 후 급냉하였다. Fig. 1-24는 급냉

시료의 에칭한 표면에 대한 관학현미경 사진이다. 액상에서 성장한 많은

Y2lI 입자들을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표면은 각이 져 있으며 이방성 성

장형상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첩은 880't 시편의 Y21l이 91O'C시편의 Y211

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액상에서의 밀도도 높다. 이 결과는 YI23 결정크기

가 Y123 이 분해될때 생성되는 Y211 입자의 핵생성에 영향올 주고 있음올

의미한다

YI23 집합조직에서의 Y211 입자크기를 살펴 보고자 880°C , 91O"C와 930

℃ 시편을 포정반용올 포함한 용융공청으로 제조 후 미세조직올 검사하였으

며， 그 결과가 단g. 1-25이다. 두 시료 모두에서 YI23 집합조직내에 많은

Y21l이 포획되어 있다. 예상했던데로， 880·C 시면의 Y211 이 910 시편의

Y21l에 비해 상대척으로 미세하다. 액상에서 관찰된 Y211과 비교할 때， 이

Y21l 입자들의 표면은 적당한 곡률을 갖는다. 이는 포정반용 중 Y211 입자

들의 표면의 각진부분이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버교해서 에너지적으로 높

은 상태에 있다.) 우선적으로 액상에 녹았기 때문이다 [90,91]. 이와같은 용

해과정의 포 다룬 증거로 YI23 집합조직내에 포획된 Y21l 업자둥의 크기를

들 수 있는폐， 그 크기가 액상에서 관찰된 Y21l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Fig.

1-26는 각 시료틀의 집.합조직 Yl23에 포획된 Y2Il 입자의 장축과 단축의

크기를 보여주는 histo맹m이다. 조대한 YI23 입자를 사용시 조대한 Y21I이

생성됨올 알 수 있다. 이 결과틀은 초기 휠료 YI23 분말입자크기가 액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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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4. Microstructures of a polished and etched surface of the
sample quenched from the (Ba-Cu-O liquid + Y211) region
after holding at 1040 't for 0.5 h. 1퍼e Y123 powders used
were prepared at (a) 880 't and (b) 9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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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5. Optic려 polarized microstructures of the melt-processed

Y123 samples when using samples containing different
Y123 grain sizes, prepared at (a) 880°C and (b) 910°C.

Note that the trapped Y211 particles in sample (a) are

much finer than those in samp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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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Y211 크기와 포정반용 후 포획되는 Y211 크기에 직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포청온도까지의 숭온속도와 생성 Y211 입자크기 관계를 조사한

힘맹la1da 풍의 연구[41]에 의하면， 액상생성온도까지의 송온속도가 높을 수

록 집합조직 Y123에 포회된 Y211 업자크기는 작았다. 급속가열로 인해

YI23상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 이로인해 Y211의 핵생성 확올이

높아진다고 쩨안하였다[41]. 이들의 논의중 가열중에 변할 수 있는 YI23의

미셰조직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아마도 급속가열 시편의 경우에는 가열중

YI23 입자성장이 적은 반면， 서서히 가열한 시면에서는 어느청도 Y123 업

자성장이 일어났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급속가열시편이 숭온속도가 느린 시

변에 버해 Y123 계면이 많기 때문에 Y211의 핵생성올 촉진할 수 있었올 것

이다. 본 실험결과에서 용융공청전 YI23 업자크기가 작을 수록 YI23 집합

조직내에 포획된 Y21l 입자의 크기가 작았다. 이는 YI23 상이 Y211과

Ba-Cu-O 액상으로 분해시 Y211 상생성에 대한 핵생성 자리를 많이 제공되

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 과청올 이해하기 위해서는 YI23 상의 분해과정

에 대한 미세조직올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얼반척으로 포정온도

이상으로 급속히 가열할 경우에는 YI23의 분해가 급속히 진행되므로 미세

조직상에서 YI23의 분해과청을 관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123 시료를 Y-계의 포청온도 부근으로 상숭시킨 다음 짧은시간 유지 후

급냉한 시료에서 YI23 분해과정올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YI23 시료를 930

℃에서 20 시간 소결한 후 300
Q

C!h의 송온속도로 1αJOt까지 가열하여 0.5

시간 유지 후 공기중에서 냉각하였다. Fig. 1-27는 이렇게 준비한 시료의 주

사전자 현며경사진이다; Fig. I-27(a)는 시료의 표면부위의 미세조직야고 Fig.

1-27(b)는 Fig. I-27(a)의 중앙부위에 대한 확대사진이다. Fig. 1-27(a) 의 왼쪽

에서 볼 수 있듯이， 시료의 표면쪽에서 부터 Y21l 입자들이 생성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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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7. Microstructures of the Y123 sample heat-treated just below
the peritectic decomposition temperature. Note the

decomposition of Y123 phase at the grain boundaries and the
formation of Y211 par다cles near the sample surface (left side
of Fig. 1-27). (b) is the high magnification of the center
region of Fig. 1-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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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획 내부에서는 Y123 상이 분해되어 다량의 액상이 생성이 되었다. 시료

표변에서 부터 Y211 이 생성됨은 이 재료의 열천도도가 낮기 때문이다. 뀐g.

1~27(b)에서 알 수 있듯이， Y123상은 Y123결정입계나 미세균열과 같은 결합

주위에서 우선척으로 분해된다. Y123 분해된 명역에서는 Baαl~와 euo의

공정액상이 관찰된다. 이 결과는 Y123 컬청업계가 Y211의 핵생.성 자리로

작용할 첫이라고 한 V빼떠와 McGinn의 주장[88]과 잘 일치한다. 일단

Y123 상이 결쩡업계에서 우선적으로 분해되면， 이곳에서 부터 소량의 이트

륨을 포함하는 액상이 형성되고 이 액상에서 Y211 이 성장할 것이다. 비록

Y211 핵생성의 초기단계에 대한 청확한 여해는 없지만， 결정업계나 결합부

위와 같은 높은 에너지 상태의 자리의 양에 의해 Y211의 핵생성과 성장이

제어되었올 것이다. 입계에서의 Y123 분해가 관찰된 미세조직 시편의 열처

리 사이콜이 실체의 용융공정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이 결과는 YI23 결청업

계가 많을 수록 Y123의 분해와 Y211 핵 생성이 촉진된다는 것을 체시한다.

이상과 같은 미셰조직관찰올 통해 초기 원료분말의 특성이 용융공청 후

01세조직， 특히 Y211 크기 및 밀도에 명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제 2 상 원소 첨가에 의한 Y211 미세확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Y211 미세화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Y123의

분해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훤료분말의 입도 빛 특성에 따른 YI23 분해

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야 할 것이다.

나 Incongruent 용융중 Yl23의 분해

‘ Jin둥에 의해 개발된 용융집합조직성장법(Melt~textured grσwth; 이

하 MfG로 칭함) [8꺼은 고임계전류밀도 Y-Ba-Cu-o 초전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공청은 Y123상을 Y211과 Ba-eu-o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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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분용융상태로 만든 후， 서냉하여 포청반용을 통해 Y123 집합쪼직올 형

성하는 열처리과정을 포함한다. 이후， 여러 개선된 MfG 공청， 급냉용융체성

장법(QMG: 聊ch-melt growth)[92], 용융분말 용융성장법(MPMG

melt-powd앙-melt gr。때1) [16], 분발용융체성장법 (pMP: powd많'-melt π$똥)

[93], 액상공청법(LLP ; Ii맴id P뼈se proces젊핑:) [15] 이 좀더 Jc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용용공정의 첫단계 열처리에서는 원료분말올 Y

계의 포청온도인 1010°C 이상으로 가열 후 적당사간 유지하여 Y21l상과 액

상을 생성시킨다. 어후 부분용융체를 Y123 생성온도로 서냉하여 집합조직

Y123를 얻게 된다. 이 공청으로 제조된 시편에서 초천도업자들은 특정결정 ‘

학척 방향으로 배열되며， 따라서 산화물 초전도체의 단점인 업계 약결합

(w않kl띠k)을 줄일 수 있다.

Y123 초전도결청의 집합조직과 더촬어， Y123 기지 내에 비초전도물질인

Y21l 업자의 미제분산으로 Y123의 미제조칙을 채선하거나 [26,24], 플럭스

피녕올 증가시켜 [21] y-계 초전도체의 Ie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균일한 Y123

미세조칙용 얻기 위해서는 Y211입자를 미세화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Y211의 핵생성과 성장올 제어해야한다. Y211 입자크기를 감소시키는 공

청 중에서 Y123 분해에 판련된 열처리사이클의 척청화 [15,41] 및 PtCh

[29,31,94] 나 ce<h [38，95]와 같은 체 2 상형성물질의 첨가가 효파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원료분말의 특성(상， 업도)제어가 Y211 밀도를 중가

시키는데 필수격이다. 예를 들어 입도가 작은 Y123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면

조대한 Y123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와 버교해서 상대척으로 미쩨한 Y211올

얻올 수 있다 [88,89,96]. 이전의 우리의 연구결과[96]와 다른 유사한 연구

[88，8외에서 Y123의 결정업계가 Y211의 핵생성 자리로 작용한다고 제안되었

다. Y123에 외부에서 Y211올 첨가하거내97] Y 1.~2.4Cu3.40y 와 같이 Y21l

rich 조성 [91]으로 용융공정을 실시하면， 생성되는 Y21l의 형상은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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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한 Y211의 형상과 동일한데， 이는 Y123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Y2II

이 이미 고상반용에서 생성된 Y21l위에서 heterog않eous하게 핵생성됨올 의

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YI23 분해과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약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incongruent 용융중의 Y211의 핵생성올 이해하기 위해

YI23 분해에 미치는 완료분말의 미세조칙의 명향올 조사하였다. 다결정과

집합조직 YI23의 두 가지 시료를 사용하여 각경우에서 YI23의 분해과청올

비교， 조사하였다. 미세조직과 YI23 분해 빛 Y2 11 생성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두가지 형태의 YI23 시료를 고상소결법과 MTG 공정으로 쩨조하였다.

먼저 윈료분말인 Y203t BaC03 와 CuO 분말을 1-2-3 조성으로 청량한 다음

소결하여 YI23 분말로 제조하였다. 이 YI23 분말을 steel 몰드에서 가압하여

압분체로 만들었다. 이 압분체를 공기중 950°C에서 20 시간 소결한 후 다시

450°C에서 20 시간 열처리 후 공랭하였다. 이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 Y123

시편은， 뀐g.I-28(a)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막대형 YI23 결정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제부터 이 시료를 g뻐1 시료라 칭함). 평균입도는 8 마이크론 이

고 결정업계에는 소량의 공정조성의 액상이 폰채한다. 반면 이전의 연구에

서 기술한 MTG공청 [18]으로 제조한 집합조칙 Y123 시편은 3-4 rom 크기의

Y123 domain 들로 구성되며， 그 내부에는 Fig.I-28(b)와 같이 미반용된 Y211

입자들이 특정결정방위로 선형패턴올 이루며 YI23 기지에 포획되어 있다.

또한 제조 후 냉각중 열 충격에 의한 균열틀도 Y123 domain 내부에 포함되

어 있다 (domain 시료라 칭합). 두시료를 비교해 볼 때 t domain 시편의 결청

크기가 g뻐1 시료의 입도의 약 400 배 가량 된다. 결국， 두 시료에서

mean양unet 용융시 YI23의 분해위치 및 Y21I의 핵생성 위치로 여겨지는

YI23 결청계면척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들 두 가지 시료를 단g. 1-29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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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8. Optical micrograph of the used samples; (a) fine-grained
and (b) large domain YBazCUa07-y s따nple. Note a lot of
grain boundary in sample (a) and the trapped Y211
particles with tracks within the Y123 domain in samp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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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9.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applied melt-quench
experiment. Tp denotes peritectic temperature of
Y- Ba-Cu-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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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과 같이， Y-계의 포청옹도인 l00S "C 부근으로 가열한 후 적당시간

유지하는 동일한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미세조직은 시료의 미세연마 및 에

청한 표변에 대하여 광화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올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Y-계의 포정용도인 lα)O De 부근에서 Y123상은 Y211상과 Ba-Cu-O 액상

으로 분해된다. 어떤 고체물질이 용융될 때. 일반적으로 물질의 표면에서 용

융이 시작되야 내부로 서서히 친행된다 [98]. 자유표면파 더불어 원료물질

의 업계같은 곳들의 에너지 상태가 높으므로 서료의 내부보다 우선적으로

용융될 것이다. Y123 의 분해과청에 대한 Y123 계면척 효과를 이해하고자

우선 g빠l 시료의 용융과정올 관찰하였다. 다수의 막대형 Y123 결정들로 구

성된 g뻐1 시료를 lOOS·C 까지 가열한 후 0, O.S, I, 20 시간 유지 후 공기

중에서 급랭하였다.0 시간 유지 시료의 경우에는 용융-급랭 열처리전파 후

의 미세조칙에 특이할 만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유지시간이 증가하면

시료의 표면에서 용융이 시작되어 시료의 내부로 진행되었다.

fig. 1-30은 1 시간 유지 시편의 미세조직으로， (쩌는 YI23 상의 분해가

진행되고 있는 부위의 편광광학 현미경 사진， (b)는 미세조직 (히에서 YI23

상 명역에 대한 주사전자 현미경사진， (c)는 미세조직 (a) 에서 ’A’로 표기한

Y123 결정주변에 대한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일반 광학 현미경에서는

YI23 상과 분해된 Y21l상올 구별하기가 어혀웠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두 상율 구별하기 위해 용용-급랭 열처리 후 다시 시료를 4S0"C에서 20 시

간 유지하여 Y123상에 쌍정구조가 발달하게 하였다. 단g. 1-30(a)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과 상단의 결정들은 업자 내에 쌍청을 포함한다. 이는 이들 업

자플이 Y123 상임올 의미한다. Fig. 1-28에서 관찰된 소결 당시의 결청형상

(각진 형상)과는 달리 입자들의 형상이 불규칙객인데 이는 이를 입자들이 액

상에 용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세죠직의 어두운 부분은 액상과 그곳에

서 성장하고 있는 Y211 업자들로 구성된다. Y123 입자들로 구성된 부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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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0. Microstructures of a fine-grain Y123 sample held at l005°C
for 1 h, quenched and then heat-treated at 450°C for 20 h
in air for oxygenation. (a) optical polarized micrograph of
the mixed phase region formed as a result of the
decomposition of a Y123 phase, (b) SEM micrograph of the
Y123 phase region of micsrostructure (a) and (c) the region
near the Y123 grain marked as 'A’ of Fig.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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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관찰해 보면 (Fig. 1-30(b)참조)， Y123 결정업계가 우선척으로 분해된

것을 알 수 있다. 결청업계 주변에는 공청액상얀 &1α102 와 α10상이

뻐nellar 형태로 관찰된다. 주목할 만한 정은 풍방형의 Y211 입자들아 분해

가 진행종인 Y123/액상 계면부근에서 관찰된다는 점이다 (Fig. 1-30의 왼쪽

부위 참조). 어떤 Y211 입자는 Y123/액상계면에서 직첩 생성되어 Y123 입자

내부로 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Fig. 1-30의 중앙 부위 참조). 또 다른

Y211은 Y123 입자내부에서 관활되며 액상과는 접해있지 않다. 그러나 이

Y211 입자들이 Y123상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고상소결중

국부척 조성변화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Fig. 1-30(c)는 미세

조직 (a)에서 ’A’로 표기한 Y123 입자주변에서 다수의 Y211 입지들이 성장

올 보여 준다. 이틀 Y211 입자플은 각진 표면올 갖고 있으며 이방성 성장의

결과로 장겸비가 크다. 평균입도는 10 마이크론 정도이다. 분해되는 Y123와

생성되는 Y21l간의 특별한 방위관계는 없어 보인다.

Y123 상의 분해와 Y211 생성에 대한 내부결합의 영향을 이해하고차

domain 시료에 대해 같은 열처리를 수행한 다음 미세조칙 변화를 관찰하였

다.0 시간 열처리 시편의 경우 g뻐1 시료와 마찬가지로 용융-급랭 열처리

전 후에 미세조직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l00St에서 유지시간이 걸어지변

시료의 표면에서부터 용융이 시작되어 시편내부로 진행된다. Fig. 1-31은 0.5

시간 유지한 시료의 미세조칙이다. (a) 시료표면 φ) 시료의 내부， 특히 포화

된 Y211/Y123계면 주위와 (이미세균열주변. 뀐g. 1-3 l(a) 에서 알 수 있듯이

체척인 Y123의 분해과청은 훔히n 시료와 유사하다. 표면에서 시작한 용융은

시료의 don때n 계면올 따라 진행된다. 또한 d빼려n 내부에서는 포획된 Y211

입자들 주변에서 분해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여러한 Y211 입자들은 Y123

domain 내의 특정 결정학적 방향올 따라 없ck을 형성하며 포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95,99]. Fig. 1-31뼈는 Y123 dom빼내에 포획된 Y211 trac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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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1. Micros양ucture of a domain Y123 sample maintained at 1005
°c for O. 5 h and then quenched in air; (a) the sample
surface, (b) the interior of the Y123 domain, especially near
theY123/trapped Y211 interface, and (c) the region near the
microcracks. L denotes a liqui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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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정에서의 YI23상이 분해된 모습을 보여준다. Y211/Y123 계변이 우선척

으로 분해되면서 주변에 액상이 생성된다.w.없 19 둥의 Y211 에 대한 투과전

자 현미경 [23]에 따르변， YI23 don때n 내에 포획된 Y2II입자주변에는 전위

나 적충결함의 농도가 YI23 기지에 비해 상대척으로 높다. 이는 포획된

Y211 주변이 YI23 내부에 비해 에너지 척으로 높은 상태에 있음올 의미한

다. 따라서 이들 결함플이 YI23의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올 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Y123상이 분해된 곳에서 새로운 Y211이 생성되

기보다는 기폰의 포획된 Y211이 성장한다. Fig. I-31 {b)의 하단에서 알 수 있

듯이， 처음 성장하는 Y211 입자( ’A’로 표시한 입자)는 Yi23에 포획된 당시

와 유사한 형상(불규칙한 형상)올 갖고 있지만 (Fig.1-28(b) 참조)， 어느 갱도

성장한 Y21l 업자{’B’로 표기한 Y2II)는 각진 표면을 갖고 있다. 이는 포획

된 Y211이 액상에서 성장올 통하여 원래의 성장형상을 회복하였기 때분이

다. 이 결과는 액상에서 Y21l이 성장할 때 기폰에 존재한 Y211위에서 성장

하고， 따라서 in따맙U얹it 용융으로 생성되는 Y211 형상이 기존에 존재했던

Y211 업자형상에 직첩척인 의존성을 갖게 된다는 보고틀 [89，91 ，9η과 잘 일

치한다. 이와 같은 Y211 성장특성으로 인해 YI23 결정입계가 척온 경우에

는 새로운 Y21I 핵 생성이 제한되며， 따라서 Y211 밀도는 낮고 성장은 빨

라서 최총 Y2II 크기가 수십 마이크론 에서 수백 마이크론으로 상당히 조

대하다. Fig. 1-3I(c)에서 알 수 있듯이， Y21lfYl23 계면파 더불어 미셰균열

파 같은 자유표면에서도 액상이 생성된다. 어떤 경우에는 구형의 액상이 미

세균열 근처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Domain시료를 lOO5"C에서 더 유지하면

Yl23 상이 완전허 Y211 상과 액상으로 분해되고， 이 때 생성되는 Y21l 입

자크기는 백 마이크론 이상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유표면이나 미세결

합과 같어 높윤 에너지 상태에 있은 곳의 밀도가 낮을 겸우 Y211의 핵생성

은 억제되고 Y21l 성장이 촉진됩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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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서로 다른 미세조직 특성올 갖는 시편에 대한 용융-급랭 열처리

시험결과， 용융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Y123 결정입계t Y123 dom뻐I 계

면t Y211/y123 계면， 미셰균열에서 우선척으로 Y123상이 분해됨을 알 수 있

었다. 두 시료 모두에서 일반척인 현상은 시료의 표면에서 용융이 시작되어

내부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g없n 시료에서 생성된 Y211 이 domain 시

료에서 생성될 Y21l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하다. 여는 g꾀n 시료에는 다량

의 impetfection 밍tes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척요로 소결한 Y123

시료에는 Y123 결정업계에 액상들아 관찰되는데， 이들은 국부척 공정반용

[100]이나 공기중 소결시 공기 중에 포함된 CO2와 Y123 반용에 의해 생성

된 CuD를 기초로 한 액상들야다[101].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에서도 Y123

결청압계에 액상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띤g. 1-28(a) 참조.). 결청

내 폰재하는 결합 뿔 만 아니라， 어들 액상들이 결청입계에서의 Y123 분해

를 촉진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Y123 결정입계에서의 액상생성은 제조공정

에 의해 제어휠 수 있다. 원료조성올 찰 제어하고 체조중 일어날 수 있는

반용틀을 철저히 차단한다면 결정입계에서의 액상형성은 억쩨될 수 있고，

이 경우 결청입쩨에서 Y123 분해가 그다지 쉽지 않올 수도 있다.

본 실험결과만으로 Y123상의 in빼gru얹11 용융시 Y211 핵생성기구가 완

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다음 두 가지 가능한 기구를 제안할 수 있다. (1)

Y123/액상 계변에서 직접척인 Y2ll 의 핵생성과 (2) 액상에서 열척불안청과

같온 뾰없ogeneity에 의한 Y211 핵생성기구어다. Fig. 1-30(b)의 미제조직관찰

에 의하면 어떤 Y2ll 입자들은 Y123/액상계변에서 직접 생성된 것 처렵 보

인다. 그러나 이 미세조직은 핵생성 단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자성장단계

에 의한 것이므로 Y211 입At들이 Y12키액상 계면에서 생성되는 것인지， 혹

은 분혜되는 Y123 계면 주변의 액상에서 생성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핵생성기구가 무엇이든칸에 분말표면적이 얹11 핵생성과 관련된다는 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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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기원료로 입자크기가 작은 Y123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 큰 Y123 분말

을 사용하는 것 보다 Y21l 미세확에 유리하다. 따라서， 이 결과는 용융공청

의 원료분말셜계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단g. 1-32혜 원료분말이 작은

경우와 큰 경우에 대한 Y211 생성을 도식척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체의 용용공청의 열처리 공청은 본 실험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

에 실체의 Y123 분해과청이 본 실험결과와 동일하지 않올 수도 있다.

Rin맹와da둥은 포청온도까지의 숭온속도가 Y21l 업자크기에 미치는 앵향을

검토하였다 [41]. 송온속도가 뼈}를수록 미세한 Y21l이 생성되었다. 그툴은

숭온속도가 뼈}를수록 Y123상이 명역학적으로 불안청해져서， 이에 의해 Y211

핵 생성이 촉진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 관찰된 미세

결함농도와 더불어， 이와 같은 불안정성도 Y21l 미세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원료분말인 Y123 업계에 액상이 관찰되

었는데， 이틀 액상어 Y123의 용해를 촉진했을 까능성도 있다. 결론척으로，

Y211 핵생성기구를 이해하는 것이 Y211 미세확와 관련된 Y123 미셰조직 제

어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 용융공정 y-계 초전도체에서 Y211 미세화 공정개발

일반적인 세라믹제조공청으로 제작된 고온초전도체는 낮은 임

계전류밀도 (Je)를 보이는데， 이는 결정엽계의 약결합특성과 결청구조내 。1

방성 전류호룹에 기인한다 [102].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를 실제용용에 활용

하려면， 기계척 성질 향상과 더불어 임계전류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에 부분용융상태에서 Y123 초전도 상을 체조하는 용융공청성장

(MTG : melt-te뼈.Ire grow안1) 공청법의 개발 [왜로 Y-계 초전도체의 Ie를 용

용 가능한 수준으로 상숭시킬 수 있었다. Y211과 핵상의 부분용융상태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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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grained sample Coarse-grained sample

• 2-1-1 particle ~ 1-2-3 grain

Fig. 1-32. Schematic illustration for a decomposition process of a
Y123 and nucleation of Y211 for a fined-grained and a
coarse-grained Y123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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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후 Y123 상형성온도로 서냉하면 초전도결청플올 최대 전류흐름방향인

a-b 방위로 배열된다. 이로 인해 수 T의 차장에서도 Ie가 104Ncrrl 이상으로

상승되었다. YI23 집합조직형성과 더불어， 초전도가치인 YI23 상에 미세한

Y211을 균일 분산시키면 Jc가 향상된다 [21]. 비록 아칙까지 Y211의 플럭스

피닝기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22,23], Y2Il 챔가로 기계척 성질

과 임계전류특성이 중친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7,103]. Jc 특성향상의

주원인으로 Y211 캠가로 인한 미세조직 균질화 [26]와 Y21l 입자주변에 플

럭스 고정자로 작용 가능한 미세결합의 생성 [22]올 들 수 있다. 플럭스 피

닝올 향상시키려면 YI23 기지 내에 Y2I1 입자를 미세하게 분산시켜야 한다.

Y2II 미세화와 더불어， 입자의 형상 및 분포제어도 중요하다. Y123 내 포획，

분산되는 Y21l 상의 부피분율은 초기원료분말의 조성을 제어하거나 YI23분

말에 적당량의 Y2II을 섞어서 조절할 수 있다. 이 때， 초키 원료분말의 특

성과 [88,89,96,105], 어떤 열처리과정에 따라 [41] 최종척￡로 생성되는 Y211

의 특성이 변한다. 이전의 Kim둥의 연구[96， 105]와 다른 유사한 연구[88 ，89]

에서 초기분말로 작은 입도의 Y123 분말올 사용하면 미제한 Y211 입자를

얼올 수 있음올 보여 주었다. 작은 입자를 사용하면 표면척이 많기 때문에

incongruent 용용시 YI23 입자의 분해가 쉽고 따라서 많은 Y211 이 생성된

다 [105]. 열처리 공청올 조절해서 Y211 입자성장율 제어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액상에서의 Y2Il 입자성장이 대단히 빠르기 때푼에 그다지 효과척이

지 않다. Y21l를 미세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청은 Rα[29，31，94]나 C빼

[38，95， 106]와 같은 제 2 상형성 훤소를 미량 첨가하는 방법이다. 이들 원소

는 액상애서의 Y21l 업자성장올 억제할 뿔 만 아니라 그 성장형상올 변화

시칸다. 특히 Ce02는 pt<h에 비해 가격이 싹기 때문에 경체척 측면에서 유

려하다.

본 연구에서는 Y-계의 Jc 미셰조직 균일화를 목척으로 용융공청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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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Y123， Y211과 C뻐 첨가)의 업도를 attrition n뻐ng으로 조절하였고 이

와 관련된 공청변수， 미세조직， 임계전류밀도를 연구하였다.

99.9% 순도의 Y203, BaC03와 CuO 분말하여 Y123와 Y211분말을 고전척

고상반용법으로 제조하였다. 분말의 조성이 YI.륨2.4α13.4 (이하 Y1.8로 표기)

이 되도록 청량 하여 아세톤 용액올 용매로 10 시간 뼈11 milling 한 다음 공

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은 알루미나 도가에 넣어서 공기 중 880

℃에서 50 시간 하소하였다. 균일한 상생성융 위해 하소중 매 10 시간마다

로에서 꺼내어 분쇄한 후 다시 로에 장입하였다. 최종 열처리 후 공기중에

서 냉각하였다. 하소한 분말에 대한 x-선회절분석을 통해 원료분말의 대분

분이 Y123와 Y211상으로、 전환되었음올 알 수 있었다. 하소분말에 다시

lw% Ce~(99.9% 순도， -325 m뼈， Cl맴AC Incorp.) 분말을 첨가하여 attrition

I며1파J.g 으로 혼합하였다. 이 공정의 주안점은 Y211 미세화재로 ~를 첨가

하였다는 점과， Ce02를 시발물질인 Y123/y211 혼합체와 섞어서 attrition

mil파멍으로 미세하게 분쇄했다는 캠이다. Y1.8 분말파 CeCh 혼합체를 지르

코니아 용기와 볼(직겸 5mm)를 사용해서 알쿄올 용매에서 0.5-5시간 attrition

milling한 후 공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회전속도는 700 RPM이었다. 분쇄된

분말은 steel 다이 에서 일축가압하여 성형체로 만든 다음 다시 유압몰드혜

서 퉁축가압하였다. 용융공정올 위해 성형체를 단결청 (OOl)~맹O 모재에 올

려놓은 다음 고전척 MTG 공정올 설시하였다.~앨O 단결청올 모재로 사용한

이유는 용융중 모채와 액상간에 we떠ng 야 없어서 액상의 손실이 척고 반용

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106， 107]. 성형체를 1050t로 I 시칸에 상숭서킨 다

음， 이 온도에서 I 시간 유치한 후， 40tfh의 냉각속도로 1010t까지 냉각시

켰다. 다시 970 't 까지 1 't/h 냉각속도로 서냉한 다옴， l00t/h 속도로 실온

까지 냉각하였다. 자제한 실험공청은단g. 1-33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자화슐 측정올 위하여， 용융공청으로 제조한 Y1.8 시료들올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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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mixing

I Dπing I

Ce02 addition

Y203' BaCO;] and CuO

Ball milling in acetone

850 - 900°C in air

• 2-1-1 refiner

Attrition milling I• 聽짧歸鋼짧諾
Ce02 and defects generation

I Si뾰ring I

IMelt-texture

Fig.1-33. Block diagram ofthe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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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mortar에서 분쇄하여 단결청형 dam빠1 시료들을 채취하였다. 청방청상

을 초전도상인 사방청상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하였

다. 산소를 흘려주면서 관상로에서 50t/h 속도로 600t로 가열한 다음 20

사간 유져， soot로 냉각시켜서 20 시간 유지한 후， 다시 400°C로 냉각시켜

서 400 시간 유지한 다음 로냉하였다‘ 이 시료들에 대한 자화율을 초전도양

자간섭기(SQIUD; supeπon마lCting 댄펴ntum interf많enee de에ee MPMS, Quantum

Dεsign Co.)훌 사용하여 77κ D-2T의 자기장 하에서 측청하였다.

하소， 소결， 용융공정후 생성된 상들은 x-선회절검사로 분석하였다. 미세

조직은 미세연마 및 에칭한 표면에 대해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SEM，

JSM-5200, 모OL)과 투과전자현미경(TEM， 2<XX> 많2， 모OL)올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전의 연구결과 [96， 105]에서 미세한 Y123 분말을 용융공정의 시발물질

로 사용하면 용융공청 후 미쩨한 Y211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부분용융상태에서의 Y211 밀도를 높이기 위해 시발물질올

attrition 뼈파ng 으로 분쇄하였다. Attrition 뼈뻐g의 장점온 다른 기계척 분쇄

법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피분쇄물을 미세하게 분쇄할 수 있다는 점이다.

Y123 상의 결청성(따않때피i쟁)에 대한 attrition 뼈피ng 효과를 알고자 하소한

Y123 분말과 1 시간， 5 시간 attrition I며피ng 한 Y123 분말의 x-선회절패턴

을 비교하였다. 상호비교를 위해 x-선회철틀율 통일한 강도 기준 하에 나타

냈다. Fig. 1-34에서 알 수 있듯이 하소한 Y123 분의 x-선회절 패턴은 단상

의 Y123 상의 회철선올 보여준다. 이 패턴의 회절선들은 상당히 날카로운데

이는 생성된 Y123상의 결청도까 높옴올 의미한다. 반면에 attritionmi피ng한

Y123 분말의 회절패턴을 살펴보면， 하소한 Y123 회절선과 비교해 회철강도

가 약할 뽑만 아니라 회절선의 폭이 넓어지는 없k tπ'Oad빼g 효과도 관찰

된다. 이러한 현상은 Y123 입자크기가 작아지거나 결청에 잔류용력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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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에 발생할 수 었다 [109]. 이 결과는 attrition mil뼈g에 의한 YI23 상의

결정도 및 업자크기가 감소합올 의미한다.

Fig. 1-35는 (려 하소한 YI23 분말 (b) 하소후 I 시간동안 없σi허on m퍼ing

한 YI23 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A없ition mi바핍한 분말의 입도가

하소한 YI23상의 입도에 비해 대단히 작다. 하소한 YI23 입자툴은 약 2-3

마이크론 청도인 반면， attrition 따퍼ng 한 Y123 업자들은 1 마이크론 이하로

매우 작다.

Attrition 뼈뻐tg한 YI23 분말의 입자들올 검사하기 위해 1 시간과 5 사깐

attrition milling한 분말에 대해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올 실시하였다. Fig. 1-36

은 (히 1 시간) (b) 5 시간 attritionmi바19한 YI23 분말의 투과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분말 (떠의 경우에는 수백 나노메터 크기의 커다란 결청편들과 수

십 나노메터 크기의 작은 결정편들로 구성훨올 알 수 았다. 이 부위에 대한

회철패턴온 큰결청편의 회절에 의한 격자회절패턴과 미세 결청들에 의한 링

꽤턴어 동시에 나타난다. 이 결과는 하소시 생성된 커다란 YI23 결정입지플

중 다수가 빼ition 뻐lling에 의해 수십 나노떼터 크기의 미세분말들로 분쇄

되었음올 의미한다. 분말 (b)의 마쩨조직은 분발 (a)와 유사하나， 이 경우에

는 커다란 결청편들이 많이 줄어들고 수십 나노메터 크기의 미셰한 결쩡편

들의 부피가 중가한다. 이 미세조칙에 대한 Fig. 1-36(b)의 회절패턴은 완전

한 링패턴을 나타낸다. 비록 많은 YI23 입자틀어 빼ition 뼈피ng에 의해 미

셰확 되지만 5 시칸 attrition 뼈피ng분말에서도 여전히 수백나노메터 크기의

결정편들이 포함된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 시발분말， 하소한 Y1.8 분말과 하소 후 1 wt.%

CeCh 를 캠가하여 l 시간 빼ition 뼈뻐ng한 Y1.8 분말을 M1G열쳐리한 다옴

집합조직 YI23 내에 포획된 Y211 입자의 크기 및 분포를 비교하였다. 뀐g.

1-37은 제조된 집합조직 Y1.8 시편의 광학 현미경 사진이다. 단g. 1-37(a)에

- 116 -



Fig. 1-35. SEM \micrograph of (a) the as-calcined Y123 powder and
(b) the Y123 powder attrition-milled for 1 h after
calcination. Note the fine Y123 particles in the
attrition-milled Y123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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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6. TEM bright image and SAD pattern of the Y123 powder
attrition-milled for (a) 1 h and (b) 5 h. Note the ring
patterns due to the formation of nano-crystalline Y123
powders by atσition milling.

- 119 -



몇필 댐펼



- 121 -



몇필 댐펼



Fig. 1-37. Optical micrograph of the melt-textured Y1.8 samples
which were prepared from (a) the as-calcined Y1.8
powder and (b) the Y1.8 powder attrition-milled with 1
wt.% Ce02 for 1 h after calcination. Note the spherical
Y211 free regions marked as 따T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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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하소한 Y 1.8 분말로 체조한 시면의 Y211업자들은 큰 것이 20

마이크론 청도， 착은 것은 수 마이크론으로 넓은 크기분포를 보인다. 또한，

부분척으로 Y211여 없는 곳도 관찰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용융공청중에 생

성된 기공과 액상유동과 관계된 것으로 그 기구는 본 연구팀의 다른 연구결

과에 잘 셜명되어 있다， 반면， attrition mi피ng한 분말을 시발물질로 제조한

경우에는， 비록 Y211 이 없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척으로 Y211 업자가

미세하며 그 크기분포도 균일해 보인다.

Fig. 1-38 은 위에서 관찰된 시료들의 주사 전차현미경사전이다. I젠g.

I-38(a)에서 알 수 있듯야， 하소한 Y 1.8 분말로 제조한 시편에서는 용융조직

내에 포획된 Y211 입자는 장단축의 차이가 큰 이방성 형상올 보인다. 평균

업자크기는 5 마이크론 이었다. 반면， 하소 후 I wt.% Ce(h 를‘ 청가하여 1

시간 attritionmi뻐tg한 Y 1.8 분말로 MTG 처리한 시편의 Y211은 대체적으로

구형어며， 큰 업자는 2 마이크론 작은 입자는 l 마이크론 이하로 매우 미세

하다. 이와 더불어， 청방정-사방청 상전이 용력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균열밀

도도 시료 (b)에서 상대척으로 낮다. 또한 집합조직 YI23 계변에 종종 관찰

되는 잔류액상 [96，91]도 시료 φ)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마세 Y211에

의해 포청만웅이 균질하게 진행되었으며 이틀에 의해 잔류액상이 제거되었

기 때문이다. 이 결과들은 〔농(h 첨가와 Y123/y21I 분말의 attrition mi뻐19이

Y123 미세조직의 균질화는 물론 Y211 업자의 미세확에 효과척입올 의미한

다.

상기 두시면에 대한 대차율(m짱1밟c susc빼비lity)을 륙정하였으며 Fig.

1-397t 그 결과이다. 이 측청에 사용된 시료는 단결청형 Y1.8 시료들로 차장

의 방향은 결정의 c-축과 평행하였다. 이 시료뜰은 산소를 흘려주면서 400°C

- S(XrC에서 400 시간동안 충분한 열처리를 거친 시편이었다. Fig. 1-39애서

알 수 있듯이 두시편 모두에서 초전도 전이가 급격히 나타나며 약 90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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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8. SEM micrograph of the melt-textured Y1.8 sample which
was prepared from (a) the as-calcined Y1.8 powder and

(b) the Y1.8 powder attrition-milled with 1 wt.% CeOz for
1 h af않~r calcination. Note the fine size and the unifonn
distribution of Y211 in samp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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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온도를 보인다. 이 결과는 두 시편 모두 충분한 산소열처리릅 통해 결

정내의 산소함량여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자율(rna맹etie susc맹tibility) 측청이 끝난 시편에 대해 다시 자화율

(뼈gne따ation m않surement)를 77 K 0-2 T의 자장법위에서 실시하였고l 그 결

과가 탠g. 1-40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한 Y21l율 포함하고 있

는 Y1.8 시료의 자화용곡선이 조대한 Y211을 포함한 시료의 자확율곡선에

비해 상대척으로 크다. 일청자장에서의 자확율 차이 (6찌는 자장이 중가할

수록 단순하게 감소한다. 산소결합 [53， 111]이나 다륜 미세결함 [112]에 의해

유발되는 비정상 자확특성은 두 시료 모두에서 관찰되져 않는다. 이 결파는

시료를에 대한 산소열처리가 원란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여 푸 시료를

에 대한 Ie를 아래의 &없1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Je = 20(6뼈I/[a(1-8/3비] ------‘----- (1-3)

여기서 6M·은 일청차장에서의 자화율차이이고 a(I-a，t3b)는 측정에 사용된

시료의 치수( a x b x t : (a > b), t 시료의 두쩨)와 관련된 상수이다. Je , 6

M, 획b의 단위는 각각 AlmI12, 하n띠αnF， m1이다. 측청시편의 치수는 조대

Y21l올 포함한 사편과 미세 Y211을 포함한 시료에 대해 각각 4.5 x 3.05 x

m 뻐d 3.7 x 3.3 x 0.65 (a x b x t l빼t : mm)이었다. 위 수식으로 계산환

각 시편의 Ie는 마세한 Y211올 포함한 시료가 조대한 Y21l올 포함한 시료

의 약 2 배가 된다. 차장값에 대해 계산 k 융 단g. 1-4 1에 나타내었다. 마세

Y211올 포함한 시료의 경우 77K, 1 T'에서 1.1 X 104 Afcm2, 2 T에서 0.56 x

104
찌'cm

2
의 Je를 갖는 반면， 조대한 Y211 을 포합한 시료는 칼은 올도 1, 2

T의 차장에서 2.0 X 104
AIαn

2 때d 1.16 X 104
Ncrri.썩 Ie를 보인다.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로 부터 시발원료(Y123fY211)의 없압ition 뼈lling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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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doped Y1 ‘8
《벼 Y1 .6+1 wt.% 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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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0. Magnetization hysteresis curve for HIIe-axis at 77 K of the
melt-textured Y1.8 sample which was prepared from (a) the
as-calcined Y1.8 powder and (b) the Y1.8 powder
attrition-milled with 1 wt.% Ce02 addition 1 h after
cal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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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1. Critical current density of the melt-textured Y1.8 samples
calculated by the extended Bean ’s critic려 model. Open
circle and closed circle denote the melt-textured Y1.8
sample containing coarse and fine Y211 particl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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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h첨가로 인해 용용공정후의 Y211 입자가 미세화되고 이에 따라 YI23의

입게전류밀도가 상숭됨을 알 수 있었다. 지금부터， 어떤 과청을 통해 Y211

이 마세확 되는지에 대해 기술하기로 하겠다.

Y123나 Y123/y211 혼합체를 MTG 공청으로 제조하면 다음과 칼은 주된

세 가지 반용에 의해 집합조직 Y123가 생성됨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1)

Y123상의 Y21l과 Ba-Cu-O 액상으로의 분해， (찌 액상에서 Y211 입자성장과

(3) 집합조직 Y123를 생성하는 포정반용 (각반용에 해당하는 열처리 사이클

을 Fig. 1 -42에 나타냈다). MTG 공청의 전혜적인 반용파 다음과 같다.

incongruent mel파19 peri얄~tic I많etian

• •

YB82CU30 • y 2BaCuOs + Uq. • Te뼈Jred YB~U3Ov --(1 -4)

2-1-1 growth

Y211의 미세화흘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인자는 용융에 의한 Y21l의 핵

생성과 액상에서의 입자성장이다. 시할물칠안 Y123 상이 고온에서 Y211과

액상으로 분해되면서 Y211 이 생성된다， 동시에 생성된 Y211 입2많은 액

상에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용융상태에서 Y211 입자크기를 조절하려면

생성되는 Y21l 핵의 숫자를 중가시카거나 용융상태에서 Y211 업자성장올

억제해야 한다. 이전의 연구결과 [96， 105]에 의하면， 용융공청 후에 생성되는

Y211 업자크기는 시발물질인 Y123 업자크기에 따라 딸라진다. 미셰한 Yi23

분말의 표면적이 용융시 YI23의 분해를 촉진하고 이에 의해 다수의 Y211

입At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13]. 짧. 1-35과 1-36에서 관찰된 바

와 같아， attrition rni바19에 의해 시발물질인 Y123 분말은 약 20 나노메터 청

도의 미세한 분말로 분쇄되었다. 이런 Y123 분말용 조대한 YI23 분말과 비

교해 비표면척이 크다. 따라서 YI23 분말의 미세확에 의해 용융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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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heating cycles related to

incongruent melting, Y211 coarse띠ng and 뿜ritectic

reaction. Tp denotes 야rtiectic temperature of Y-Ba-Cu-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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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11 업자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이것여 빼ition 뼈뻐18에 의해 용융공정 후

Y211 업자가 미세확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시발물질인 Y123 분말의 비표면적 증가와 더불어， 하소나 소결과청에서

생성된 Y211 입자밀도 및 크거를 attrition r며피I멍으로 쩨어할 수 있다. Y1.8

과 같이 123 조성에서 Y211 쪽에 위치한 분말을 하소하면 Y123 상과 함께

Y211 상이 고상반웅에 의해 생성된다. 이 하소체를빼ition 때뻐18으로 분쇄

하면 하소서 생성된 Y211 입자들이 미세화 되며 그 수도 중가한다. 고상상

태에서 생성된 Y21l 입자들은 Y123 상이 용융시 Y211 성장의 위치로 작용

[89，97， 113]하기 때문에， Y123 용융 전에 다수의 미세한 Y211이 존재하면

Y123 용용시 생성되는 Y21l의 핵생성 위치의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용융

공청 후 최총적으로 크기가 작고 다수의 Y21l 이 남게 된다. 포한 a떼다on

뼈피ng을 이용하면 Y211 성장억체제로 챔가되는 C빠를 YI23/Y211에 균일

하게 혼합할 수 있라. 비록 아직까지 〔농~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쩡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t.Y21l 핵생성자리， 액상에서의 Y211 성장억제， Y211의

형상변화둥-， Ce02의 균일한 분포가 Y2Il 미셰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

된다. 즉， attrition mil파멍으로 원료물질올 분쇄하면 시발물질인 Y123의 벼표

면척 증가， 용융공청의 생성 Y211의 미세화 및 Ce02를 균얼하게 분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최종척으로 생성되는 Y211 업자들이 미세화 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Sm-Ba-Cu-O 계에서 5m211 미세화

산확풀 고온 초전도체를 용용하기 위해서는 77K.에서 고엄계전

류밀도 및 강력한 플릭스 피닝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Y-계 초전도체의 Je률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개발된 여러 제조공청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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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용공청(MfG; melt·tex뼈e grl애th)이 최고의 Je를 기록하고 있다. 이 공

청으로 제조된 초전도체는 일 방향으로 초전도결청올 배열할 수 있기 때문

에 전류를 최대로 흐릴 수 있는 결청방위로 초전도결정을 배열 성장시키면

수 만 Nem
2
야상의 전류를 초전도체에 훌렬 수 있다 [15,69, 8꺼.

Y123 결정배열과 더불어， Y123 초전도기지에 Y211 업자를 미세 분산시

키면 Y123의 플럭스 펴녕성질이 향상된다. 비록 Y211의 청확한 역할에 대

해서는 분명히 밝핵지진 않았지만， Y211/y123 계면이나 Y211 입자주변에

형성된 적충결함이나 전위 풍의 미세결함이 플럭스 피녕위치로 작용

[25,114] 하는 것으로 받아틀여지고 있다. 따라서 Y123의 풀럭스 피닝율 중

가시키려면 Y211 의 크기와 형태를 조절하여야 한다. 이전의 Kim둥의 연구

[115] 와 다른 연구결과 [27， 102]에 의하면， 미세 Y211의 균일한 붐포는 Je

뿔만 아니라 Y123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킨다. Y211의 핵의 숫자를 중가

시키거나 용융상태에서 업자성장을 억제함으로서 Y211크기를 감소서킬 수

있다 [2꺼. 이를 목적으로 미세한 Y123 분말율 시발물질로 사용하거나

[89,105] Pt~나 CeOZ [29，95]를 청가， 또는 제조공정과 관련된 여러 변수를

척청화 [41 ， 117]하여 Y211 크기를 감소시켜 왔다.

최근에는 Y-계뽑만 아니라 다른 회토류 따E : Sm, Nφ 초전도체의 제조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틀 채료가 Y-계 보다 강력한 플럭스 피닝

력올 보이기 때문이다. 용융공청으로 제조된 Sm123와 Nd123는 외부자장에

대한 비청상척인 자화특성올 나타내며， 특히 중간차장에서 자화율이 최대에

도달한다 [119,120]. Mm빠삐j둥의 연구결과 [120] 에 악하면， 낮은 산소분압

에서 제조된 Nd123 나 Sm123는 미쩨 Y211을 포함한 Y123 보다 특청 자장

영역에서 Je가 높다. 이틀의 미채조칙에는 Nd422 (Sm211)이 매우 척었다. 따

라서 이들 채료의 플럭스 피녕은 Nd422 (Sm2ll)에 의한 것이 아니라

Nd123(Sm123) 초전도 기지의 고용혜 형성 (Nd(Sm)의 Ba 위치에 고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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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으로 제안되었다. 없ito둥은 Sm-계어11 Pt<h를 첨가하여 Sm2l1 크기변화

를 관찰하였는데，Pt~에의해 약 3-5 배의 Sm2ll 크기감소가 관찰되었지만，

그 크기는 수마이크론에서 수십 마이크론으로 상당히 조대하였다. 어 정도

크기는 Pt(h올 캠가한 Y-계에서 관찰된 Y211의 크기(약 1 마이크론)와 비쿄

하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플럭스 피닝효과를 제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

서 Nd123(Sm123) 계에서 효과척인 Nd422 (Sm211) 미세화 공청개발이 요구

된다. 또한 미세한 Nd422 (Sm2 1!)에 의한 플럭스 피닝과 이미 보고된 고용

체 기구중 어떤 것이 Ndl23(Sml23) 플럭스 피닝에 효과척인지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칙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실험

에서는 이미 y-계 초전도체의 Y2l1 미세화에 적용된 a밟ition mi빠1&과 Ce(h

첨가를 통해 Sm21l의 미세화를 시도하였다.

Sm203, BaC03, CuO 분말을 SmuBa24Cu3.40xC이하 Sm1.8 이라 칭함)의 조

성으로 청량， 혼합하여 고상반용법으로 합성하였다. 혼합분말올 아쩨폼을 용

매로 24 시간 밟U 뼈피ng한 후 공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발은 공기

중 980°C에서 60 시간 하소하였고， 하소중 매 10 시간마다 로에서 꺼내어

분쇄한 후 다시 로에서 반복 열처리하였다. 하소한 분말온 똘로 나누어 하

나는 그대로 가압， 성형하여 압분체로 만플었고， 다른 하나는 다시 l wt.%

ce<h를 캠가한 후 attrition mi피ng 으로 1 시간동안 혼합， 분쇄하였다. 이 때

용매로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였으며 분쇄매질로 5 rom 직경의 지르코니아 볼

을 사용하였다. Attrition m퍼ing 후 건조된 분말은 가압， 성형하여 합분체로

제작하였다.

성행한 압분체들올 M1U 열처리하가 위하여 (001) MgO 단결정 위에 올

려놓고 HxrC!h 의 숭온속도로 1100-1150OC까지 가열하였다. 이때， 분위기는

아르곤과 산소의 혼합비를 조절하여 산소분압이 P02=O.OOl, 0.01, 0.2과 latm

으로 변화시켰다. 이 온도에서 시료들올 l 시간 유지한 후 lO4O·C/h의 맹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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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1080 °C - 1040°C까지 냉각하고， 다시 1t /h 냉각속도로 980 "C - 940"C

로 냉각한 후 로냉하였다. MI'G열처리가 완료된 시편에 산소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작업은 정방청 Sm123상을 초전도상인 사방청상으로 전환시키기 위

한 과정엄) 다시 산소를 흩려주면서 다음과 같은 열처리룹 수행하였다. 시료

를 600t 에서 1 시간 유지 후， IO°C/h 냉각속도로 soot로 냉작， 다시 2"C/h

로 3S0t 로 냉각 후 60 시간 청도 유치하고 로냉하였다.

미세조직은 미세연마된 표면에 대하여 광학현미경과주사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하였다. 초전도 전이온도는 @뻐ltum Dc흘ign Co.의 MPMS SQmD

magnetomeuπ로 측정하였다.

RE123 (RE: rare 않rth element) 의 용융온도는 분위기 산소맙이 내혀가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분위기 산소압 변화에 따라 액상내 산소함량

이 변화되며 [122], 이에 의해 액상의 첨도 및 희토류원소의 용해도가 변한

다 [123,12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분위기 산소압은 액상 중에서의

Sm2 ll의 성장속도나 성장형상에 영향올 줄 수 있다. MTC 공청 후에 Sml23

기지에 포획된 Sm211 입자의 형상에 대한 산소분압의 명향을 알고자 여러

산소분압 (POl = 1, 0.1 , 0.001 atm)에서 MTG 열처리한 Sml.8 시료들의 미세

조직을 검사하였다. 산소분압에 따라 각 계의 용융용도이 달라지므로 최대

가열온도는 POl =1 , 0.1 , 0.001 atm 산소분압에 대해 각각 11S0°C , HOO"C과

ll00°C 이었다.

Fig. 1-43은 POl=(a) 1, (b) 0.1, (이 0.001 atm 산소분압에서 MID 열처리한

Sm1.8 시료에 대한 미세조직이다. Fig. 1-43(a)에서 알 수 있듯이 l 일청방위로

잘 발달된 Sm123 결청들의 집합조직올 볼 수 있으며 이 Sm123 집합조직에

는 다수의 5m211 업자들이 포획되어 있다. 포획된 Sm211 입자들의 형상은

대체적으로 풍축정이며 장축과 단축의 장경비가 2 이하이다. 이 미세조직에

서 Sm2ll 입?-~틀중 큰 것의 크기는 1(념0 마이크론야며 작은 업자들은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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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3. Microstructures of polished surface of the undoped

Sm18BaZ4Cu340y samples after melt processing at
oxygen partial pressure of (a) 1, (b) 0.1 , and (c) 0.001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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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크론 청도이다. 산소분압이 0.1 이나 0.001로 상숭하여도~ 8m21l 업자형

상은 여전히 풍방행이며 장경비 역사 미세조직 (a)에서 관찰된 Sm211 입자

의 장경비와 비슷하다. 미세조직 상에서 Sm211 입자의 평균크기률 측청하였

는데， PO;z = I attn 산소분압에서 제조된 시료의 8m211 업자의 I명균크기는

m 마이크론으로 POl = 0.1 atm 산소분압에서 제조한 Sn깅11의 평균크기인

15 마이크론과 비교해 그다지 차이가 없다. 산소분압이 PO;z = 0.1 atm안 경

우에는 Sm211의 평균크기가 17 마이크론이었다. 측 각 시료에서의 Sm2ll의

명균 입자크기 차이는 2배이내로， 산소분압과 Sm211 입자크기와 상호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소분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Sm211 입자크기는 다음과 같이

껄명할 수 있다. 액상과 Sm211이 공존하는 부분용융상태에서 액상내의 산소

함량은 산소분압에 따라 달라칠 수 있다. 분위기 산소볼압이 감소하면， 액상

내의 산소함량이 감소하는 반면， 액상내 RE의 용해도는 중가한다[12켜. 얼반

척으로 Sm211과 같이 각진 입자논 입자표면에서의 반용이 Sm211의 성장속

도가 재어된다고 알려져 었다[124， 125]. 낮온 산소분압에서는 액상내의 산소

농도가 낮은 반면 Sm 농도는 높다. Sm2ll의 성장이 액상내의 용질훤소의

과포화도(supers뻐ntion)에 의해 제어되므로 액상내 높은 Sm 농도는 Sm211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반면 S뼈11이 성장하기 의해서는 산소원자가 필요한

데， 이 경우 산소농도가 상대적으로 낯기 때문에 Sm2ll 성장을 지연시키게

된다. 반대로 높은 산소분압에서는 Sm농도는 낮고 산소농도는 높기 때문에

한쪽이 Sm211 성장에 유익하게， 다른 한쪽은 8m21l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한

다. 따라서 산소분압변화에 따라 두 인자가 서로 반대척으로 작용하게 되므

로 산소분압이 달라지더라도 Sm211 성장에는 큰 명향율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되며， 이는 산소분압과 8m211성장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이져 않은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잘 절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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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분압변화에 따른 미세조직변화중 특이한 점은 집합조직 Sm123 내의

가공형성이다. Fig. 1-43(a)애서 알 수 있듯이， p，야 = 1 atm 산소분합에서 제

초환 시편의 미세조직에는 기공야 거의 없다. 산소분압이 감소할수록 약

20-80 마이크론 크기의 거공들아 관찰된다. 집합초직내의 구형의 기공형성은

이미 본 연구팀의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126]. 그 원인용 YI23 경

우 시발물칠인 Y123 상이 Y211과 액상으로 분해되면서 일어나는 Cu-O의 전

자가(v，빼nee state)의 변화로 α10 가 Cu20로 변하변서 액상 중에 산소를 방

출하게 되고 여 방출된 산소원자들이 구형의 기공을 형성하게 된다. Sm 계

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구형의 기공플어 형성되었올 것으로 여겨진다.

용융공청시 분위기 산소분압이 감소하면 액상내의 평형산소농도가 떨어져야

하므로， 고 산소분압에 비해 더 많은 산소가스를 방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위기 산소압이 감소하면 기공이 생성될 확률이 높게 된다. 또한 산소분압

이 증가하면 쌍대척으로 제조온도가 높아지므로 [12'꺼 액상의 점도가 낮은

산소분압에 비해 높아졌올 것이고， 이에 따라 액상유통애 의한 기공의 소멸

과청이 촉진되었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파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소분

압과 기공생성에 관한 좀더 체계척인 연구가 요구된다.

단g. 1-44는 여러 산소분위기합에서 제조한 Sm1.8 시편의 대자융곡션이

다. 모든 시료에서 산소분압과 관계없이 초전도전이온도는 약 88 K이었다.

초전도전이폭(6’1)은 산소분압이 낯을수록 급격하며 l 기압이나 공기 중에

서 제조한 시편의 초전도전이는 상당히 넓은온도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산소

분압감소에 따른 6T의 감소는， 비록 초전도 개시온도는 약간 낮지만， Yoo

풍이 보고한 결파[119]와 유사하다.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전이폭의 변화는

Sm-많의 고용에 의한 것으로， 고용체 형성은 산소분압에 벌첩하게 관계한다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활 때， 전이온도의 개서점이 약간 다른데， 이

는 고온 용융열처리 후 저온 산소분위기에서 열쳐리시 열처리 온도가 서로

달랐기 때푼으로 사료된다. 비록 시료들이 서로 다른 산소분압에서 제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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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4. The magnetization cuπes for the undoped samples after
melt processing at various oxygen partial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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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Fig. 1-45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시료에 대한 x-선회절패턴은 거의 동

일하다. Sm123과 Sm211 상의 회철선이 나타나며 다른 제 2 상들의 회철선

은판찰되지 않는다.

5m211 미세확에 대한 aαrition milling과 Ce02 관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발분발올 제조하여 용융공청 후 마세초칙을 비교하였다. 번처 Sm1.8 조성

의 분말을 고상반용법으로 체죠한 후 (1) 하소분말로 직접 성형체를 만틀었

고， (찌 하소분말올 attrition mil뻐g으로 분쇄한 후 이 분말로 성형체를 만들

었다. 또 다른 성형체는 (3) 하소한 5m1.8분말에 1 wt.% Ce02를 혼합하여

만툴거나 (4) 혼합시 attrition 뼈lling올 이용하기도 했다. 이 4 가지 분말을

다옴과 같은 용용열처리로 제작하였다; 공기 중 Boo "C 로 가열하여 l 시간

유지 후 6OO°C/h 냉각속도로 1080"C로 냉각， 980°C까지 1"C/h로 냉각 후 로

냉하였다.

f젠g. 1-46은 4 가지 분말 (히 하소된 Sro l.8 분말， (b) 하소후 1 시간

attritionmi파ng한 Sml.8 분발， (미 하소분말파 Ce02를 혼합한 분말파 (φ 하

소분말와 Ce02를 혼합분말을 1 시간 없trition milling한 분말의 용-융공청 열

처리 미세조직이다. 시편(메의 경우에는 상당히 조대한 Sm211 이 관찰되며

그 분포는 상당히 불균일하다. 반면 시료 (b)의 경우에는 (a)의 경우와 비해

좀 더 작고 균일한 분포를 갖는 Sm2 1} 이 관찰된다. 이 경우의 Sm211의 크

기는 약 10-20 마이크론으로 약 1/2 청도 감소를 보인다. 두 경우 Sm2}}의

장경비가 1 청도의 풍축청의 성장형태를 갖는다. 이 결파는 없tritionmi바18

이 5m2}1의 미셔l확 및 분포를 향상시킴올 의미한다. Griffi야1퉁의 연구 [89]

에 의하면 용융공청후의 Sm2l1형상은 용융공정 전에 사용한 Sm2 1}의 형상

에 의존한다. 이는 용융중 Sm2}}의 성장이 기 존재하는 5m211위에서 진행

되기 때문이다. 포 Kim둥의 연구 [128]에 의하면， y-계에서 Y2U rich 조성

으로 용융공청 열처리를 할 경우 다수의 둥축청 Y2U여 생성되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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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6. The microsπuctures of the polished surface for the melt
processed samples with (a) undo않d， unmilled, (b)

undoped, attrition milling, (c) Ce{)z-doped, unmilled, and
(d) Ce02-doped, atσition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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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공정 전에 이미 다수의 동축청 Y211이 폰재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Y-계에서 관찰된 결과와 유사함 점으로 미루어 보아， 5m2 11의 성장

거동도 Y一계의 그것과 유사하리라 여겨친다.

Fig. l-46(c)와 (φ에 알 수 있듯이J~첨가에 의해서 Sm2 ll 이 효과적으

로 미제화 됨을 알 수 있다， 시발물질과 Ce<h를 단순한 mortar mi피ng으로

혼합할 경우에는 5m2ll이 미세화 되긴 하지만 그 분포가 그다지 균일하지

않다. 반면에 시발물질과 Ce<h를 attrition m파mg으로 혼합 분쇄할 경우에는

괄목할 만한 8m21l 미세화 효과률 얻을 수 있었다. 극단척인 비교를 위해

시발불질 (a)와 (이로 제조한 시료의 미셰조직올 주사전자현미경으로관찰하

여 보면， Fig. 1-47에서 알 수 있듯이， 하소분말로 제조한 시편에서의 5m2 l1

의 크기는 10-25 마이크론인 반면， 사발물질과 Ce02를 attritionmi피ng으로

혼합한 분말로 제조한 시료에서의 Sm21l 크기는 2-3 마이크론으로 약 1/20

청도의 미셰확효과를 보인다. 이 결과는 Ce02첨가와 attritionmi피ng 을 조

합시켰올 때 가장 효과적인 8m21l 미세화를 이룰 수 있음올 보여준다.

이미 여러 연구 [89， 105]에서 보고되었듯이， Y211의 입자크기는 시발물질

의 입도 및 조성올 제어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Y211은 Yl23가 용융시

Y211과 액상으로 분해됨으로써 핵생성되므로 그 크기논 시발물질의 조성과

그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미셰한 Y123 분말올 사용할 경우 결정업계나 분

발 비표척이 Y211의 핵생성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큰 입자를 사용하는 경

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미세한 Y21l 을 열융 수 었다[128]. 본 실험에

서는 시발물질의 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a때tion mi삐g 공청을 사용하였

다. 이 기계적 분쇄법은 반복용융파 파괴로 제라믹 분딸을 단시간에 미세하

게 분쇄할 수 있다. 뭇한 분쇄중 업자가 변형되므로 내부에 잔류용력이나‘

결합이 생성된다. 이 미셰결합도 5m21l의 핵생성시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 균일한 분포로 인해 액상에서의 5m2ll 성장

- IS] -



몇필 댐펼



Fig. 1-47. The SEM micrographs of the polished surfaces for (a)
attrition milled, undo뿜d sample and (b) attrition milled,
doped s없nple.

- 153 -



몇필 댐펼



이. 억채되었올 것이다. 비록 Sm211 미세화에 대한 ce<h의 청확한 기구는

알 수 없지만， Sm123/Sm2 11의 계변 에너지 변화나 액상의 첨도변화[31 ， 128]

가 주된 원인띨 수 있다. 이러한 판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용융공정

천에 Sm211/Sm123/CeCh 혼합체를 attrition mil뻐B 합으로써 용융시 Sm211

핵생성이 촉진되고 액상에서의 S뼈11 성장이 억제되어 Sm2}}이 미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온 결과들은 Sm123분말의 용융시 Sm211 핵생성과 액상에서의

성장억체가 Sm211 미세확에 중요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Sm211

크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Y211의 크기에 비해 조대하다. 아마 액상에

대한 Sm의 용해도가 Y 보다 높기 때문에 [129] Y211에 비해 Sm211의 성장

이 촉진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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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력저장장치 개발

1987년에 발견된 산화몰 고온 초전도체는 전이온도가 77 K 이

상으로， 저가인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초전도 현상올 유지활 수 있는 특성으

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오고 있다. 고온 초전도체는 높은 외부자장

하에서 큰 전류를 처항 없이 흩랄 수 있는 전류 통전능력과 외부차장에 의

한 자기부상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전도체의 높은 전류 통전능력은 산업척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될 대용량 장치， 예를 들어， 에너지 저장장치， 초전

도를 이용한 송전， 모터 및 발전기 풍에 용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들에의

실용화에 필수적인 통전 전류의 중가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

과 몇몇 분야에서는 벌써 실용화 초기단계에 도달하고 있거나 수 년내에 실

용확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온 초전도체를 본격적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휩성， 유연성 둥

의 기계척 특성과， 고 차장하에서도 높은 임계 전류빌도를 유지할 수 있는

초전도성용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개발된 덩어리형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액체질소 온도에서 실용화에 필요한 104 AJcrrl 이상의 임

계전류밀도를 보이고 있다 [1 ·4](단g. 2-1). 용융공청으로 제작된 덩어리형 고

온 초전도체의 대표척인 웅용 분야로는 자기 부쌍 륙성올 이용한 무접점 베

어령과 에너지 저장올 위한 플라이휠 장치를 들 수 있다. 최근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기전력은 12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약 30% 청도의 수요차이가 벌

생하고 있으며 수요 절정기에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다(표

2-1). 전력수급의 효윷올 기하기 위해서는 처장효율이 우수한 전력처장장치

의 개발이 필요함올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플라

이훨 장치는 저장에너지의 용량을 자유자재로 조철할 수 있고， 처장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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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형칙인 01국 Commonwealth Edison 회사의 전력수요 (뻐e)

전력수요

낮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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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환경올 파괴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척이

다. 또한 최근 산업발달에 의한 전력수요 급증은 대용량， 고효율의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벌올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고온초전도헤를 이

용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은 기술적언 측면 뿔만 아니라 경제척으로도

상당한 잡채력올 지니고 있다. 고온초전도체를 이용한 플라이훨 장치가 가

까운 미래에 실용확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고온초전도체 플라이휠

초전도를 이용하여 전력융 저장하는 방법에는 초전도 자석으로 구

성된 폐쇄된 회로에 전류를 공급하여 처장한 후 훤하는 시기에 처장된 전력

올 외부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SMF.S(S·야»erconducting rna뿜etic 해많gy 앙mage )

와 덩어리형 초전도체와 명구차석을 이용하여 원판체를 초전도체 위에서 회

전시켜 에너지를 저장한 후 저장된 운동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flywheel 장치가 있다. 고온초전도체 플라이훨은 초전도해위에 명구차석을

내장한 원판형 몸체를 회전시켜 에너자를 처장한 후 저창된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Fig.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플라이훨은 크

게 3 부분으로 구성되는페， 초전도체와 명구자석을 내장환 디스크로 구성되

어 었는 베어링， 회전에 의해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회천체， 그리고 동

력발생 및 회전 속도를 중가시키기고 에너지 전환율 위한 모터와 발전기

(g해erator)이다. 이외에도 진공， 냉각， 그리고 체어창치 풍이 훨요하다.

Fig. 2-3은 용융법으로 제조한 초전도체 위에 부상한 명구자석을 보여준

다. y-계 초전도체를 용융법으로 제조할 경우 결청립이 큰 초전도상을 성장

시킬 수 있고， 초전도결정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다량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체조할 수 있다. 초전도체위에서 부상시킬 수 있는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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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Levitation of a permanant magnet above YBCO supercoductor.

- 171 -



몇필 댐펼



중가시킬수록 플라이휠에 처장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많아진다· Fig. 2-4는 초

전도체와 명구자석간의 힘의 형태를 보여준다. 용-융법으로 제조한 초전도체

는 외부자력에 대한 강력한 반발력 (re뻐1화ve force) 뿔만 아니라， 자력이. 초전

도체에 포획되어 발생하는 인력 (attractive force)율 보유하게 되므로 회전체률

초전도체 위，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고정시켜 회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

력은 자력이 초전도체에 속박되는 flux 미nning faπe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때폼에 플라이훨이 거계척으로 회전할 때 상당량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포

한 회전체의 균일성을 부여하고 회전체와 대기와의 마찰융 줄일 수 있도록

진공중에서 사용한다면 기계척인 회전에 의한 에너지 손실온 상당량 감소시

킬 수 있다.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처장할 경우에는 (1)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고， (2) 임계온도 이하에서 자체 차장을 발생과 외부 차장칭

투를 억제하는 마이스너~뼈ssner) 현상 때문에 차기 부상의 안청성

(왜폐ess)가 향상되는 장정이 있다.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명구자석의 반발

혁을 이용한 베어링온 외부 차장 하에서 자석， 즉 회전자의 안청화를 위하

여 특수한 제어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베어령에 의한 마찰을 어

느 청도는 줄일 수 있으나， 결과척으로 차석간의 마찰과 제어장치 풍에 의

한 에너지 효융 저하로 인해 시간당 최소한 1 %, 즉 하루에 처장된 에너지

의 -약 25 % 이상이 손실된다. 반면에 고온초전도체의 경우 처장된 에너지의

손실온 시간당 약 0.1 %, 즉 하루에 약 2 % 에 지나지 않는다[5]. 특히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엄계 자기장이 10(77 K)-100(4 K) Tesla [야에 이르므로 보

다 광범위한 외부 자기장 하에서도 용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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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전도체의 자기 부상력

초전도체는 내부에 자장이 첨투할 수 없을 뽀만 아니라 초전도

체가 되기 전에 내부에 침투되어 있던 차장도 밖으로 밀어내는 반자성 륙성

(마이스너 효과)올 지니고 있다. 고온 초전도체는 외부차장이 I 차 임계자장

(Hel)보다 낮은 자장에서는 양pel 초전도체와 같이 완천 반자성체로 되며，

외부자장이 Hel 이상일 경우， 침투된 자력은 초전도체 내부의 미세결함에

의한 속박 여nnin밍으로 인하여 내부자장의 구배가 형성된다. 일반척으로 초

전도체의 부상력 (Ie찌tation force)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Fz = m x (dH킥이z» ----------------‘--‘-- (2-1)

총 rna맹etie mot뾰nt(m)은

m = VAJcd ------------------------------------- (2-2)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V는 초전도상의 부피비， A는 지형인자， Ie는 임

계천류밀도， 그리고 d는 전류 l∞ps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고온 초전

도체의 자력속박이나 임계 전류밀도를 중가시킴으로서 자기 부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입자간의 결속력과 초전도입자를 크게 성장시킴으로서

d를 중가시킬 수 었으며 결국 부상력을 중가 시킬 수 있다. 고온초전도체는

강한 이방성올 지니고 있으므로 업자틀을 자장방향에 대해 알맞게 일방향으

로 배열 시킴으로서도 자기부상력올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개선된 용융꽁

청에 의해 제작된 y-계 덩어리형 고온 초전도체는 단결청 또는 몇 개의 큰

결청상으로 이루어져 있올 뻗만 아니라， 각 결정상내에서는 입자틀어 강하

게 결속되어 일방향으로 배열되므로 강한 자기 부상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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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위면적당 부상력 (levitation pressure)

고온초전도체를 이용한 플라이휠의 주구성부는 초전도체와 그

위에 부상되어 있는 명구자석이다. 따라서 베어링에서 단위면적당 부장력온

두 구성부간의 척력， 영구자석 차장의 제팝， 포한 초전도체의 자기부상력에

도 비례한다. 단위면척당 부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 초전도체의 자

기 부상력 향상， (2) 명구자석의 자혁중가， (히 두 차석간의 거리 단축 풍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플라이훨의 단위면척당 부상력은 쉽게 100

kPa올 농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 플라이훨의 처장에너지

1) 에너지밀도 (energy density)

플라이훨에 저장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의 용량은 여러 가지

요소애 의해 결정된다. 플라이휠의 회전체는 고속회전시 원심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용력온 (rw2)에 비례하므로 단위 질량 (lm)및 단위부피당 (Iv)의

저장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꺼.

Im= Ks smax Ir --‘---..._--‘------….-.........“ (2-3)

Iv= Ks smax ‘----------------~---------~---- (2-~)

여기서 Ks와 m뻐X는 각각 회전디스크의 지형인차와 최대 용력올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라이휠의 채료와 모양이 결청되면 단위철량

및 단위부피당의 처장에너지는 회전체의 크기나 속도에 관계없이 결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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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디스크 구조에 따른 지형인차를 나타내는데， 이상척언 퉁압구조를

가진 디스크의 경우 지형인자는 최대값 1.0올 가진다. 포한 플라이훨의 에너

지 멀도는 표 2-3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전체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도 결청

된다.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처밀도에 고강도를 가진 재료가

펼수척이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 개발된 섬유강화 복합재료툴이 일반

금속재료 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지니는 장점이 있다. 만약 밀도 1.6 야n3

’
최대 스트래스 1 GPa의 섬유강화재료(FRP)릎 사용하여 1 Mwh(3.6 GJ)의 에

너지를 처장하고자 할 경우 부피와 질량이 각각 6 m3

’
10톤 규모의 플라이

훨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 M때lU- bi해i 전기연구소에서는 에너지밀도 100

W비kg을 목표로 고강도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2) 총 에너지용량

플라이훨올 이용하여 처장할 수 있는 총 운동 에너지의 양온

E = O.25Mr ω2 (2-5)

로 표시된다. 여기서 M은 회천판의 질량(K양， r·은 반경(m)， ω는 각속도

(rad/s)이다. 그러므로 에너지 처장량은 회전판의 무게에 직선척으로 버혜하

고， 회전속도와 회전판의 직정에는 그 체곱에 버혜한다. 회전체의 회전속도

한계는 회전체의 직경과는 관계없어 회전시의 용혁과 채료의 강도애 의해

결청된다. 현재 개발된 금속합금은 상대척으로 낮용 강도와 높은 밀도 때문

에 회전속도 한계가 수 백 tn/:월에 불과한 반면， 고강도， 처벌도의 생유 복

합째료는 1아)() tn/:앓 이상의 회천속도가 가능하다. 또한 처장에너지를 중가

시키기 위해서는 큰 회전체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직정이 큰 명구자석온 제

작상 많온 어려움이 따르므로 판상형의 자석올 여러개 조합하여 문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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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디스크의 구조와 지협인자

Sh뼈e‘ Title ISh뼈e ’’l빠or
Ka

짧擁 lsostressφsk

짧藥셀 S뻐야이sk

J·l~.!; ，껑 'f.·~'.'7.."LJ Flat d빼 olm

修짧=최 뻐mm떠 d빼 04

~’1l;l’ ~r77Z꺼 Flat disk With bore I O:II

쩍$효경 Flat disk With boss I 0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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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플라이훨 재료의 강도와 에너지 밀도

Ma빼al
dB °A OAt p K, AW

Remarlcs
(않!rmn2) (kg/rmn2

)
p

(W뻐g)

Cast steel !j) 40 77 52 08 113

비~h tensile steel 00 64 78 8.2 08 176

MaraRInR steel :iro 100 78 ~5 08 443

E glasν티:x>X1 140 70 21 33.3 05 45
one-띠reetiOl때

matenal

CaIbO띠Ei:x>X1 210 1I0 16 ffi8 05 93

Ar없πψEI:x>XJ 175 ~ 14 642 0,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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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다. 단 자석의 연결 부위에서 불균일한 자장으로 인해 회천시 마

활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여러충의 차석올 엇갈리케 배열함으로서 마찰을

제거할 수 있다.

3) 플라이휠 마ag

플라이휠의 회전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서는 1) 명구자석의

불균일한 자장파 그에 따른 초전도체의 자화약화) 2) 공기마찰， 그리고 3) 영

구자석의 불균일한 차장과 플라이훨 금속물 사이에 발생하는 와전류에 의한

손실 퉁이 있다. 이들온 회전속도에 비례하는데， 명구자석의 불균일한 자장

과 공기마찰에 의한 감소는 1차 함수로， 와전류의 손실은 2차 합수로 나타

난다. 그러므로 플라이휠의 회전력은 고속이 될수록 급격히 감소된다. 최근

독일에서 제착된 플라이훨의 경우 분자들간의 표면마찰과 와전류에 의한 회

전 반발력은 7.6 X 10-10 Nrn였으며， 그 중 75 %가 와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플라이훨의 회전력 감소는 앓은 철끼움쇄를 영구차석

표면에 사용하여 자장을 균일화하고， 그 결과 와전휴의 발생올 줄임으로서

개선되었다. 또한 회천시 공기 저항올 풀어기 위해서 플라이휠은 전공에서

작동되어야만 한다. 일반 자석으로 제작된 플라이휠의 경우 회전력 감소로

인해 lkg당 수 W의 전력 이 소모되는데 반해， 초전도 플라이휠의 경우 회

전속도 2000 rpm에서 10-2_ 10‘3 W가 소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 또한

플라이휠에서 자석의 차장중심과 회전체의 무게중심이 어긋나 있올 경우 저

속에서는 차장중심올 축으로 회전하는 반면 고속에서는 무게중심으로 회전

측이 옮겨지므로 고속에서는 회전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5 x 104 toπ 친공

에서 초전도체와 자석간의 간격을 6 mrn 유지시칸 다음 5500 r빼으로 회전

사킨 결과 두 중심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4 시간 후에 회전체가 쩡지했으

나， 일치되었을 경우에는 10 시간 지속되었다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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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이훨의 응용

잉여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 처장장치가 성공척으로 실용

화되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 저장능력， 기존의 송전 껄벼와의 호환성， 저렴한

비용， 환경 오염 방지， 그리고 높은 내구성 동을 갖추어야만 한다. 표 2-4는

현재 실용 가농하거나 또는 개발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 처장방

법과 그들의 장， 단정율 요약하였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전도체를 이용

한 플라이휠 장치는 전기 발전 비용 철갑， 에너지의 효율척인 처장， 그리고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소의 건얼어나 비상 전력 공급율 위

환 설비를 줄얼 수 있다. 이외에도 플라이훨율 에너지 저창장치에 용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정틀이 었다. 예를 들면， (1) 용용범위가 팡범위하며 복척

에 따라 용량과 규모를 조철할 수 있고， (찌 에너지 압출력의 양파 시간을

자유롭게 조철할 수 있고， (켜 장소껄청에 제한이 없으므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셜치할 수 있으며， (4)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장점률을 이용함으로서 훌라이훨 에너지 저장장치는 표 2-5에서 보

는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용용될 수 있다. 또한 전철의 전혁처장， 캠퓨터

에의 안청될 전류공급， 대용량설비 (핵융합 m없mak풍)에의 순간척 전력공급，

그리고 대규모의 잉여전력 처장 동에도 사용될 수 있다.

3. 각국의 연구 현황

여러 선친국에서는 용용공청된 초전도체흘 이용하여 실험단계객인

플라이훨의 껄계， 제작 및 성농실험을 진행중이거나 완성하였고， 체 2 단계

목표로서 실용화를 위한 보다 큰 규모의 철계 및 제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일본 초천도 공학 연구소에서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직경 30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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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mparison of Energy Storage Techn이ogies

FES Batteries
Pumped Compressed i 새Icro-

SMiS' CombustIOn
Hydro Air/Gas SMES' Turbine

Efficiency -90% -70% -60% ( 50% -90% -90% -50%

£neTllY CapacJ!y nJgh med lUm hI방1 hIgh very low hIgh NJA

Modular yes yes no no yes no >30 MW

Cycle Life unhmlte XIQO X lOOO x lOOO un lImited unhmlted X lOOO

Chargmg TIme minutes hours hours hours mmutes I hours N/A

Site AvaIlability very high ~ medIUm low IDlV h,gh ! \'ery low medIUm

Slored Energy 隨!lent poor excellent ρ‘뼈i。‘nt I’’’‘‘x씨m때|!쨌!lent N/AMeasurement

Construcllon weeks | morilh years years weeks years months
Time

Environmental benign large very ’arge very large bentgn ( very large large
Impact

AccIdent low I medium hIgh πledlum i low high I mediumConsequence

EnvIronmental Is냉mfi때 -Controls
none some some none none some

Thermal j- 아9‘때a‘dLN2b high : 대‘‘r 네e hIgh
Requrements none

’
under ‘ now l now 1 under under iAvaIl abllI t~' !de、 elopment ’

no、v Geohmned i Geohmned de\'elopmenl dc\'elopment
now

，’ S~IES ~ SupercondU ll1 ng mgnctlc energy slorage
“L~2 = Liquid nttrogen
‘ LHe = LiQUJd 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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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훌라이휠의 응용

에너지으l 엉훌력 주기 유저 시간 응용분야

비상시 장기간 디젤건엔물진등의의 H비l상상가전동현시

각종싫혐시 단기간 핵순칸융쩍합민혈전험략」임

1 _ 2 회l일 수시간- 수십시간 양수발전저짚의 CH처l

수 ~ 수십 회l일 수분 - 수시간 전기로， 밀링 기계

수십 ‘ 수백 호II일 =κFI』=j ~ -ι「‘~’ It=j 전기자동차

수십 ~ 수백 휠l일 수십초 • 수분 전자기동자차동의차전또원는

계속 단기간 앤진，압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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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부를 33개의 초전도체로 약 1 em 부상시킨 후 분당 3600회의 속도로

회전시켜서 100 wh의 전력올 저장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직경 3~ 중

량 500 kg의 원반올 회전시킴으로서 10 때h의 전력올 안청하재 처장활 수

있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Shikoku 전력회사와 뼈tsu바패i 전기에서는

칙청 6.45 ~ 무게 225 t의 고합곰 곰속과 직경 6.7 ~ 무게 103 톤의 cl맨P

를 이용하여 각각 8 Mwh의 저장능력올 가전 플라이휠올 셜계 중에 있다.

이 경우 모든 손실올 고려할 때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은 하루통안 84 %가

가농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재 Commonwealth 전기와 Argrnme 연구소에서 2 - 5 Kwh

의 천력 저장능력을 가진 초기단계의 플라이훨을 개발 중에 있으며 1997년

까지 1-5Mwh 용량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제작， 시험할 목표로 연구가 친

행중이다 [11]. Te:빼S 대학 초전도 연구팀에서는 플라이훨의 자기부상력과

안청성(밟ffn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의 초전도 플라이훨을 회전체의 상하

단부에 설치하였다(Fi g. 2-5). 상단부의 플라야휠에서는 초전도체와 명구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하단부에서는 척력이 작용하도록 설계함으로서 자

기부상력을 배가시켰다. 썰계 제작된 플라이훨은 7 X 10.3 torr의 진공에서

19 kg의 회전체를 2α)()rpm속도로 회전시킨 결과 시간당 에너지 손실은 5

%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저장에너지의

용량올 중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독일 훨자력연구소(KFK)에서는

용-융공청으로 제조된 덩어리형 고온초전도체와 디스크형의 명구자석올 사용

하여 1 X 10-5 m빠의 진공에서 1.6 X 10-9의 마찰계수를 나타내며t 40 H밟Z

의 회전속도에서 시간당 에너지 손실이 0.36 %인 플라이훨을 제작하였다

[10]. 또한 플라이휠 초기실험으로서 19 x 30 em의 회전체를 15000 rpm.으로

회전시켜 3.8 wh의 전력을 저장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현채 직경 2Ocm, 무

게 10 뼈의 회전체를 5αm φm의 속도로 회천시켜 총 에너지 용량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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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출력 10 KVA의 플라이훨올 체착중이다.

국내에서도 플라이훨외 효옳과 저장용량올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원자력 연구소 초전도연구팀에서는 Fig. 2-6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전도 베어링올 제작하여 공기 중에서 73,500 rpm의 회전속도를 기록하였

다. 또한 Fig.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릅 3.5 em 두쩨 2.5 em의 초전도체

률 제작하여 수 kg의 알루미늄 회전체를 부상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직경

30cm 이상의 알루미늄 회전 디스크를 진공에서 회전시킬 수 있는 초기단

계 플라이휠 장치를 겔계하여 제작중이며 2 단계 목표로서 100 햄 이상의

회천체를 이용한 플라이훨 장치의 젤계와 개발올 추진하고 었다.

4. 연구결과

가. 부상력 촉청기구 제작

플라이휠 전기처장에 사용되는 초전도체와 자석간에 작용핸

인력 빛 척력올 측청하기 위하여 Fig. 2-8과 같온 차력측청장치를 제작하였

다. 기기의 주요 구성부는 자석올 부착한 외발보를 상하 이동시키는 이송부

와 초전도체를 액체질소온도로 냉각시키는 처온조의 두 부분이다. 외발보의

이동은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이송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송거

라릎 측정하기 의한 앤코더를 기구의 상단에 부착시켜 초전도체와 자석간의

거리를 측정합 수 있케 하였다. 측챙기 부품의 재료는 비자성체인 알루미늄

올 .Al-용하였다. 외발보의 물단에 load cell융 부확시켜 명구자석과 초천도체

간의 힘을 측정할 수 있께 하였으며 load cell온 4 종류로 최대 측청힘이 각

각 30 햄， 10 kg, 3 kg, 1 kg로 훤하는 측청범위에 따라 교체할 수 있게 하

였다. 명구자석은 holder에 넣어서 I빼 cell에 직첩 부착할 수 있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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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uperconducting bearing developed by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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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Levitation of a 1 kg beaker on fly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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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8. Schematic drawing oflevitation force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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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앉는 직경과 높이가 각각 30, 15 mm, 15, 5 mm인 두 종류의 영구차석올

Al-용할 수 있게 하였다 (Fig. 2-9 참조.). 명구자석은 Nd-B-Fe 재질로 표면자

력야 약 2,500 G 이었다.

단g. 2-10은 저온조와 그 내부에 위치한 초전도채이다. 처온조는 측청기

위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껄계하였으며 용기의 재질운 비자성 steel이었다.

용기의 크기는 내부가 150 x 150 rom, 높이는 80 rom이었다. Fig.에서 알 수

있듯이， 용기의 중앙부에 시편올 부착할 수 있게 하였고， 시편 hoI뼈는 내경

이 45, 30 15 nun의 3 종류로 볼트로 용거바닥에 부확시킬 수 있게 하였다.

냉각용기를 단열하기 위하여 용기 벽올 이중으로 셜계하였으며 이중벽사이

는 단열재를 채웠다. Fig. 2~1l은 액체질소를 가득 채운 저온조 및 초전도체

명구자석올 보여준다.

부상력측정기의 사용은 Fig. 2-12와 칼온 조청장치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측청되는 힘의 신호는 사진 좌측의 indicator로 받음과 동시에

recα뼈로도 기록할 수 있케 하였다. 조절기의 우촉에 자석의 상하이동과 영

점 조절을 수통 또는 자동으로 할 수 있논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었다. 또한

조절기의 중앙부에 자석의 이송거리를 나타내는 지시계가 부확되어 있다.

단g. 2-13은 실제로 이 기기를 사용하여 액체질소온도에서 초전도체와 앵구

자석간의 인력 및 척력올 측청하는 사진이다. 이 장치의 촉청요령과 측청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의 동작전원윤 교류 11OV, 60 Hz이다.

2. 기기의 가동준비가 완료되면 조철기 우측의 비상스위치를 O핸 상태포 한 후

천원을공급한다.

3. 우측 비상스위치를 우측으로 돌리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된다. 실험도중 기기

를 급히 정지시켜야 할 경우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4. 측정기의 자동전 향상 조절기 좌측의 indicator의 ’O’을 누른 후 다시 ’없g’를

눌러 indicator의 제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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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Nd-B-Fe permanant magnets with a size of 30 mm and
15 mm in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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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Photograph of a liquid nitrogen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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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Photgraph of the testing magnet and the sample chamber
filled with liquid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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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Control system of the levitation force testing mach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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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Photograph showing operation of the levitation force
mesasument system using YBCO super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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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전도체를 저온조에 위치시킨 후 영구자석과 작용연척이 최대가 되도록 저

온조를 이동하여 척당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6. 속도조절기와 수동작동 상하스위치를 사용하여 영구자석을 초전도체의 근접

시킨다. 이 때 상당한 주위가 요망되며 영구자석과 초천도체가 접촉하여 큰

험이 load cell에 전달훨 경우 load cell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

7. 영구자석을 초전도체에 근접시킨 후 제로키를 눌러 기춘첨을 껄정한다. 임의

의 위치에서 제로설청을 하면， 여후 측쟁시 이 거리 야하로는 자석이 이동되

지 않는다. 제로셜청을 하면 조철판의 PV표시창이 0.0 rom로 표시된다.

8. 속도조절기와 수동 상하키를 작동시켜 영구자석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원하는

곳에 정지시킨다.

9. 설청키를 누른다. 설정커는 셜청의 ON/OFF를 죠착한다. SV 표시창에 PV 표

시치가 복사된다. sv 표시창에 숫자가 표사되변 그 값아 셜쟁되고 한번 더

누르면 표시창은 OFF 상태가 되고 처음 철청된 값은 해쩨된다.

10. X 출력 값은 -5V - +5V 이며 o - 2(뼈m에 비혜 대웅한다.Y 출력 값은 ov

- +10V 이며 o - 30 Kgf에 비례 대용한다. X-V 출력을 가록계에 연결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힘을 예측하여 기록계의 배율올 적당히 조절한다. 예측이 가

능치 않은 경우에는 배율을 작게 하여 실험후 측청된 값을 기준으로 법위를

쩔청한다.

11. 저온조에 액체질소를 채운다. 냉각이 완료되면 조절판 우측의 U 로 표시된

스위치를 누른다. 이 시점에서 실험이 개시되며 영구자석을 부착한 외발보가

영구자석과 초전도체사야에 셜정된 제로첨까지 아래로 이동환 후 제로점에

도달하딴 다시 위로 이동한다. 이 때 셜갱거리에 대한 초전도체와 영구자석간

의 작용인력 및 척력이 측청된다.

나. 대형 덩어리형 y-계 초천도체 부상력측정

대형 덩어리형 초천도체를 용융공청으로 제조하였으며 기본척

인 용융공정 열처리 과청은 쩨 1철에서 전술한 것과 통일하다. 초천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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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 Y1.8로 하였으며， 약 200g의 시료를 내경 50 nun의 steel 볼드에서 i

축으로 가압한 다음， 다시 청수압을 가하여 성형체로 만툴었다. 성형체를

뺑O 단결쟁 위에 올려놓은 후 용융공청 열처리로 집합죠칙 Y-계 초전도체

를 체조하였다. 용-융공청 열처리 후 직경이 때 nun, 높이 28 mm 크기의 시

편올 얻올 수 있었다. 이 시편은 약 2cm 크기의 초전도체 결청틀로 구성되

어 있다. 이 후 시료내 산소확산을 위하여 산소를 흘려주면서 5O'tfh 속도로

6OO"C로 가열한 다읍 20 시간 유지， 5oot:로 냉각시켜서 때 시간 유지한 후，

다시 4OO't로 냉각시켜서 400 시간 휴지한 다음 로냉하였다.

단g. 2-14는 이 꽁정으로 제작된 Y1.8 대형시편의 사진이다. 산소 열처리

후에 시편에는 청방정·사방정 상전이에 의한 용혁과 열충격에 의한 미세균

열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 사진은 시편을 액체질소에 담근 후 자석올 초전

도체에 접근시켜 시편올 자확시킨 후 자석올 들어 올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로. 시편에 자석에 매달려 오는 현상을 보여 준다. 여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양pen 초전도체는 HeI와 He2의 푸 임계자장이 있으므로 외부차

장이 Hel이상이 되면 초전도체내로 자력이 첨투하게 된다. 이 때 초전도체에

차력올 고청할 수 있는 고청자들이 존재하변 뼈.gnetic tli뼈d 들이 초전도체

내에 속박된다. 용융공정으로 채조됨 Y-계 시편에는 천위， 적충결합， 비초전

도체풍의 격자결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자력이 초전도체

에 속박된다. 이 같은 상황은 초전도체 자체가 외부차장에 의해 자력올 갖

는 자석이 될 수 있음올 의미한다. 따라서 초전도체가 명구자석에 매달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여와 같이 초전도체가 명구자석에 매달리는 현상은

왜말없업on effect라 하며 전류밀도가 높은 초전도체에서 자주 관찰된다. 이

현상올 검중하기 위하여 통일한 과청으로 시료를 자화시킨 후 초천도체 밑

에 쇠불이를 첩근시켜 반용올 관찰하였으며， Fig. 2-15과 같이 쇠붙이가 초전 

도체에 불는 결과를 얻었다. 초전도체에 쇠불이가 불는 이유는 이 초전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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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Photgraph of the melt-textured Y1.8 sample showing the

suspension of the sample under the pennanant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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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Photogaph of the melt-textured Y1.8 s따nple and permanant
magnet showing the attachment of clips toward the Y1.8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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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력올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는 초전도체내에 다수의 자력 고청자틀이

있음을 의미한다.

fig. 2-16은 부상력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청된 초전도체의 힘-거리곡션

이다. 최대 반발력은 약 2.5 N이고 초전도체와 자석간의 거리가 5 mm일 때

약 1.5 N의 반발력올 보인다. 반면 앵구자석을 초전도체에 접근시킨 다음

다시 거리를 멀리하면 hys따않없를 보이는 곡선이 얻어지는데， 이는 초전도

체내에 자력이 속박되기 때문이다. 즉 명구차석을 초전도체에 근접시킬 때

초전도체내에 속박된 자력여 명구자석올 위로 올릴 때 인력으로 작용하여

명구차석올 갑아당기게 된다. 이 시편의 경우 약 10 rom 거리에서 최대 척

력 0.5 N이 나타난다. 이와 칼은 인력성분은 초전도체위에서 자석을 부상시

켜 회전시킬 때 자석올 붙잡아 주는 역할올 하거l 되므로 농동적 측면의 플

라이휠 체작 및 위치 고청자로의 활용에 이용될 수 있다.

fig. 2-17온 4 개의 텅어리형 초전도시편올 사용하여 자석 원반체를 부상

시킨 사진이다. 약 10 nun 의 높이로 부상되며 회전도 원활하다. 훤반체를

초천도체 위에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field-cooling 이 유용하며 이 경우 사}용

한 자석와 작용자장값 만콤의 자력 이 초전도체에 그대로 자화되므로 회전체

를 특정위치에 청확히 고정시킬 수 있다. 반면 zero-fi1ed cooling의 경우에는

초전도체와 영구자석간의 반발력은 강하나 초전도체위에 자석을 안청쩍으로

고청시키기 어려웠다.4 개의 시편올 사용하여 약 5 mm 높이에서 약 1-2 kg

의 무게부상이 가눔하였다. Fig 2-17φ)는 약 lkg의 비이커를 초전도체위에

서 부상시킨 사진이다. 초전도체의 부상력이 초전도체의 입계전류밀도 빛

사용된 초전도체의 자력에 비혜함올 고력하면， 균일하고 자력이 강한 명구

자석의 사용과 초전도체의 특성향상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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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Levitation of small flywheel above four Y1.8 supercond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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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라이휠 설계

플라아휠 설계와 관련된 주요변수에 대해서는 이미 전솔한 바

있다. 플라이휠은， 초전도를 냉각시키는 저온용기， 플라이휠올 회전시키는

회전부와 동력올 처장 포는· 전환시키는 전력부의 3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척 작동율 목척으로 플라이휠옳 셜계하였으며， 동력천환부

에 대한 설계는 다음 년도의 연구에서 수행할 예청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는 저온용기와 시스탬 몸체에 대해 개략척으로 기술하였다.

플라이휠올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의 동력을 처장할 것인가

가 결청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훨 크기 빛 기타 장치의 크기가 결갱된다.

본 연구에서의 목척하는 에너지처장량온 약 100 - 300 wh로 이미 다른 연

구 [7]에서 그 얼계가 제시된 바 있다. 이 경우 훨의 크기는 지흠이 약 300

mm가 된다. 현재 훨의 형상껄계가 진행중이며 무게는 약 5 -10 랩 가 될 것

이다. 플라이휠의 직경에 맞게 300 血n 이상의 완형지역에 휠고청자로 초전

체를 깔아 놓아야 하므로 냉각용기의 크기는 칙경이 약 500 mm로 셜계하였

다. Fig. 2-18은 플라이훨의 개략도와 냉각용기내의 초전도체의 배열을 보여

준다. 플라이훨 시스댐의 몸체는 비자성체인 없피less 앙eel로 제작하였다. 냉

각조의 절연과 플라이휠이 작동하는 부분은 진공으로 얼계하였다. 같은 롱

로를 통해 진공이 되도록 하고 중간에 밸브를 닿아 두 부분의 진공이 조절

되도록 하였다. 플라이휠올 동착시키기 전에 초전도체를 먼저 냉각시켜야

하므로 여 때에는 냉각조의 단혈을 위한 친공융 실시하고， 이후 플라이훨의

작동 중에는 플라이휠 동작부쪽의 잔동이 되도록 밸브로 조절한다. 친공은

me빼피cal 과‘버삐.JSion 펌프를 사용하여 lO-~ torr 가 유지됩율 목객으로 설계

하였다. 플라이훨 동작부는 외부에서 훨의 움직임과 회전특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유리관으로 제작하였다. 향후 이 부분은 휠의 고속회전시 발생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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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고의 안전을 위하여 훨 관찰용 유리창이 달린 steel 몸체로 쿄체할

예챙어다.

압축공기나 고압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훨을 회전시키도록 설계하였으며

휠의 안쩡척 회전을 위하여 서로 900
각올 여루는 곳에서 동시에 고압질소

를 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압가스관에는 밸브를 셜치하여 휠의 회전 후에

는 가스를 차단시킬 수 있게 하였다.

냉각조에는 초전도체를 원형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설치하였고

약 43 nun 의 간격으로 초전도를 3 줄로 배치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약 20 개정도의 초전도체를 배치할 예정이며， 초전도체는 않eel holder에

장착시킨 후 holder의 아래부분의 나사로 초전도체를 용기의 위 부분파 밀확

할 수 있게 하였다.

플라이휠 회전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으며 휠 밑바닥에 단g. 2-19와

같은 고려형의 홈올 따서 영구자석을 끼올 수 있도록 하였다. 명구자석은

일본 Sumitomo 사의 NEOMAX-5OCR의 Nd-B-f농 차석으로， lnnn 거리에서 표

면자력이 3α)() -3500 Gauss, 5 mm거리에서 표면자력이 1500 -2α)() Gauss얀

것을 A}-용하였다. 4 개 고리형자석의 치수는 외경 x 내경 x 푸께가 각작

200 x 170 x 10 nnn, 150 x 120 x 10 mm, 100 x 80 x 10 mm와 6O x40x

10 tmn 여다. 외경 200 mm와 150 mm인 자석의 경우는 4 조각으로 자석올

성형하여 자화처리후 결합재로 첩합한 것이다. 향후에는 아 플라이훨의 제

작， 작동， 에너지 저장과 효율에 대해 연구가 진행훨 예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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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B-Fe pennanent Magnet

Aluminum wheel

Flywheel assembly
Fig. 2-19 Design of aluminum wheel and ring type permanant

mag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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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맘n띠sion Dr짜19 방법에 의한

Bi(pb)-Sr-Ca-Cu-o계 초전도체 분발 합성

1. 서론

산화물 고온 초전도혜의 연구를 알펴보면 H뼈년 M띠ler와 B벼norz

에 의해 La-Ba-Cu-O 계 산화물 초전도체의 임계용도가 30K 이상을 자닌

다고 발표된 이후[1]， 1987년 α1u퉁에 의해 90K 이상의 온도에서 임계온도

를 지니는 Y-Ba-Cu계 산화물 초전도체가 발견되었다 [2]. 또한 H짧년에는

Bi-Sr-Ca-Cu-O계 및 TI-Ba-Ca-Cu-O계에서 초전도성이 발견되어 회토류

원소릅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수분에 대한 화학척 저항성이 우수하고 임

계온도가 120 K 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3,41 따라서 이들 산

화물 초전도체를 안청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액체 질소를 사용하여 충분히

초전도성올 얻올 수 있올 청도로 임계온도가 높아지게 되어 광범위한 용용

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고용 산화물 초전도체들은 안정성 및

기계척언 강도 그리고 여러 용용 분야에서 많온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어 이

러한 해결책을 위하여 보다 임계온도가 높으면서도 안정된 산화물 초전도체

조성의 합성애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1a려a et 려.에 의해서

발견된 Bjz-Sr2-Can-t-CUn-Oy계 산화물 초전도체는 조성에 따라 임계온도가

약 10 K (n=l 일때 B뇨SrzCutOr : 이하 2201), &5 K (n=2 일때

BkSrzCa1CU2Oy : 이하 2212)), 110 K (n=3 일때 BhSr£a£1l3Oy : 이하

앓23) 풍 서로 다른 초전도 특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지고 있다 [3,5] , 따라서

가장 높온 임계온도(Tc=110 K)를 안정된 형태로 얻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여러한 예로서 Bi 일부에 ph를 치환하는 방법 [6], 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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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소 분압올 조절하는 방법 [7] 퉁이 시도되고 었으나 단일상의 2223 고

온상(n=3)올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청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얀 Bi계 산화물 초전도체의 합성방법은 각 성분의 산

확물과 carbonate풍올 일반척인 방법으로 혼합하여 고상끼리의 열화학척 반

용에 의해 합성하는 것 이었다. 이러한 혼합물플은 소결체의 몰리척， 화학적

성질어 개개 산확물들의 입자 크기와 불순물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혼

합 및 분쇄과청에서 불순올이 개입될 우려가 많아 조성척요로 불균잘하여

혼합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열처리하는 동안 고상끼려의 상호확산이 불

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파 혼합성분중 carbonate의 완전분해가 어혀

워 잔류 뎌퍼on의 t청향으로 불순불상을 초래하여 초전도성에 악영향을 마친

다는 점은 이며 알려진 사실어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합성 분체의 형상

과 입도를 체어하고 근본척으로 더욱 개선된 homogeneity를 부여할 수 있

는 미세한 출발입자의 제조가 가능한 액상법을 이용한 여러가지 초전도체의

분발제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었다. 이러한 액상법으로서 많이 시도되

고 있논 방법틀의 몇가지 혜를 틀어보면 공첨법， sol-gel 합성법， 동결건죠

법， emulsion 건조방법퉁이 었다 [8-10]. 공첨법은 용액중와 모든 이온들올

동시에 침전시키어 침전물의 형태로 용매로부터 분리시키어 분말올 얻어내

는 방법으로서 공청이 간단하지만 각 성분틀의 서로 다른 첨전 조건으로 인

해 stoichiomeσy를 조절하기 어렵고 공청중에 사용되는 oxalic acid에 의해

생기는 carbonate 형성을 피할 수 없는 란점이 있다. 또한 sol-gel방법은 초

마립의 분말을 제조할 수 있으나 citric acid의 dissocia피on에 의한

car뼈nate의 형성에 의해 반용속도가 저하되고 초전도 특성이 떨어지게 된

다. 동결건조에 의한 분말 제조는 원차 단위의 성분틀의 혼합과 혀rbonate형

성을 피활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연구되고 었다. Emulsion 건조 방법은 서

로 섞이지 않는 두 액상중 한 액상올 다른 액상에 분산시킨 얼종의 col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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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emulsion올 이용한 분말 제조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액상법에 비

하여 실협조착이 단순한 반면에 조성 조절이 용이하고 균질한 미립자 분말

올 체조할 수 있는 장점올 지니고 있다. Emulsion올 분체의 제조애 용용한

예로는 Reynen둥이 수용액성염 용액올 망n띠sIon화시키고 그 emulsion올 분

무건조， 동결건조， 석유증발법풍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용매를 제거시키고 건

조된 분말을 열처리하여 확학척순도가 높고 균질한 MgO-Ah0:3계 분말을

제조함으로서 emulsion올 세라믹스 분발의 합성에 용용하는 기초를 제시하

였다 [11]. 따라서 최종 입자의 크기가 sub-micron 이하이며 용집이 없는

구형의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화물 액상합성법중의 하나인 얹m피SlOn 건초 방

법올 여용하여 Bi(Pb)-Sr-Ca-Cu-O계 산화물 초전도체 분말을 합성하고 각

공정변수에 따른 분말의 ‘특성파 혈처리시의 고온상 형성을 조사하여 일반객

인 고상분말로부터 합성된 초전도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욱 개선된 초전

도 원료분말 제조방법을 개발하고차 하였다.

2. Emulsion 의 개념

Emulsion은 섞이지 않는 포는 부분쩍으로 섞일 수 있는 두 액상중

한 상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포다른 한 상이 분산되어 있는

일종의 colloidal계라고 청의 할 수 있다 [12]. 이러한 emulsion은 대부분 한

상은 수용액이고 다른 한상은 유기상으로 되어 었으며 연속상이 어떤 상이

냐에 따라 Fig. 3-1 에서 보는바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αl-in-wa따 (O/W) type에서는 연속객인 water계에 oil상이 붐산되어 있는

경우이며， 반대로 water-in-oil (W/O) 띤R에서는 oil쌍속에 수용액이

뼈plet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청우이다 [13]. 아러한 emulsion의 type컬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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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The two simplest kinds of emulsion
(a) oil in wa않r type (o/w) (b) water in oil type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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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상의 부펴비와 사용되는 emulsifying agent의 성질과

em띠slOn을 체조하는 방법과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Emulsion을 제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올 하는것은 두 계변사이의 표면장력올 낮춰주고， 액

적표면에 기계적인 막이나 전기 이중충올 형성시키어 입자간에 상호 반발력

올 작용시켜 주면서 빼버sification올 촉진시키고 emulsion의 안청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S따factant(계면활성제)의 선택에 있다. Em띠sifying ag따라고

불리우는 잃rfactant'는 Fig. 3-2의 (a)에서 보는바처럼 친수성 부분과 소수

성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Hy，바ocarbon 따t로 구성되어 있는 빼부분이

oil에 대한 용해도가 좋으며， 반대로 head 부분은 수용액에 친화성올 지니게

되어 F핑. 3-2 의 (b)와 같이 oil과 wa따의 계변에서 원자나 분자률의

paten피al energy가 높기 때문에 앉mac않nt와의 결합력이 강하여 행성된

emulsion의 안정성이 커지게 된다 [14]. 이러한 emulsion에서 중요한 점은

형성된 emulsion의 droplet 크기와 안청도이다. 여기에서 droplet의 크기는

각각의 이용되는 phase와 사용한 surfactant의 양과 type의 합수이다. 따라

서 S따fact때t의 농도가 클수록 더욱 빠른 혼합속도가 요구되며 결과척으로

더욱 작은 dro미et의 emulsion올 체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I emulsion의

안정성은 형성된 droplet들이 서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않rfac떠nt에 의

빼 생긴 interfacial fl1m의 강도에 따라 결청된다. 즉I surfactant의 농도가

클수록 droplet의 표변에 대한 분자들의 최벌충진이 유도되어 강도를 강화시

킬 수 있다. 또한， 분상상과 연속상의 밀도가 다를 때 향상되기도 한다.

3. Emulsion drying method

세라빅스 화합물의 특성온 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 순도，

결합방식， 결청구조는 물론 입자의 형상과 크기， 업도분포， 업계구조，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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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philic
head group Hydrophobic tail

(a) The structure of surface‘ active molecules

LOll Pha~

(b) The orientation and packing of surface-active molecules

Fig. 3-2 The basic chemical nature of surface-active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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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공의 분포둥에 의하여 현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초기 출발완료의

신중한 선택이 최종 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일반척으로

말하는 이상척인 분말의 조건은 크기가 미세하고， 입자끼리의 용접야 없고，

입도분포가 좁아야 하며， 충진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형 또는 동촉입

자이어야 한다. 산화물계에서 고상으로부터 미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큰 괴를 미쩨하게 분할하는 뇨많퍼ng down

process로서 기계척인 분쇄법이 이에 속하며 열분해나 고상반용융 이용하여

작은 입자를 크게하는 build up process 가 었다 [l되. 기상으로부터의 합성

방법온 중발용축법 기상분해법， 기상산화법이 있으며 고체입차를 용축시키

거나 기상반용에 의해 생성된 업자를 모으는 방법으로 용접되지 않은 고순

도의 분말을 얻올 수 었다. 그러나 이 합성방법은 화학원소의 제약이 따르

고 복합 산화물계둥 다성분계의 복잡한 조성의 제어가 어렵다 [161 액상으

로부터의 분말제조는 용액으로 부터 금속염류의 분말올 얻는 방법으로 확학

훤소 총류의 체약이 없고 조성의 체어와 마량성분의 협가가 용이하고 양산

성이 우수하여 다성분계의 분말의 체조에 용용되고 있다. 고순도의 균일한

조성을 갖는 분말을 얻기 위해서는 다성분계 용액의 화학척 조성을 원자크

기의 상태로 균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용매를 제거하고 용액중에 원자 또

는 이온 상태에서 균일하게 혼합된 금속염올 석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용

매를 채거하는 방법으로는 가혈중발 동결건조， 분무건조 emulsion 건조둥의

방법이 있다 [8-1이. 이중 emulsion 건조방법온 폴산 건조방법의 윌리률 이

용한 것으로 뜨거운 석유용탕에 없IU1sion 상태의 수용액 액척을 떨어뜨렴으

로써 emulsion 파괴와 동시에 용액속의 용매를 급중발시키는 방법요로， 지

화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선택척 결청확를 방지하면서 균일한 염의

αecursor를 남게한 후 미세한 구형의 금속산화분말올 직접 제조하는 방법

이다. 증발용매는 대개 몰올 사용하고 건조 유기 용매로는 물의 비둥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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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석유를 사용하며， 원자재로는 산화물속의 금속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황산염， 칠산염， 초산염둥 물에 잘녹는 염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emulsion-을

채태하는 이유는 용액의 표면장력올 높히여 emulsion의 droplet올 완전한 구

형으로 만들어 금속염 입자간의 간격용 넓혀주면서 작은 droplet 속에 들어

있는 금속염 업자수를 척고 균일하게 하여주기 위합이다. 이때 합성되는 분

말의 입자크기 및 형태에 명향을 마치는 요인들은 emulsion 제조시 사용되

는 계면활성제의 농도 금속이온의 농도， 중발온도 및 분위기에 의해 명향을

받을 수 있으며， 얻어진 분말은 일청온도， 산소분압하에서 열분해시킨다음

혼합， 분쇄 조립과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성행하여 열처리할 수 있는 장점

을지니고 있다.

4. 실험방법

가. Emulsion 굶ymg에 의한 분말의 체조

Emulsion 건조방법에 의한 Bi(Pb)-Sr-Ca-Cu-O계 초전도 분

말 체조 과정의 전체적인 공청은 Fig. 3-3과 같다. 단일상의 고온상(2223)을

얻기 뷔한 최상의 조성식은 Endo et al.의 보고에 따른

Bh.없pbo갱Sn.91Ca.z.mCU3.000조성올 사용하였으며 [17], 이에 따른 a띠ueous

solution올 제조하기 위하여 Bi nitrate 를 우선 질산에 녹이고， 각각의 Ph,

Sr, ca, Cu nitrate((일) 고순도화학 : 3N) 를 중류수에 녹여 혼합한뒤 총

mole 비율이 0.10 mol/L이 되게 채작하였다. 이때 사용된 질산과 중류수의

부피비는 1:5로 하였다.

안청된 앙nulsion올 체조하겨 위하여 kerosene(Junsei Chem Co. 1급)과

mineral oi!(Sigrna Co.)올 유기상으로하고 계면활성제로써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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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sors
Oi 1 Phase

Bi( N03 )3-5H20
Pb(N03)2 Kerosene
Sr( N03)2
Ca(N03)2-4H20
Cu(N03)2-3H20 Surfactant

Tween 85 , S협n 80

Aqueous Solution

Emulsion
Emu lsifying α1aracteri zat i on

Ultrasonic Treatment

Emulsion Drying
by Hot Kerosene

Washing & Filtration

Drying

Raw Powder

XRD SEM Particle Size Analyser UI’-TGA

Fig. 3-3 Schematic diagram of emulsion-굶ying Bi-2223 phase

powder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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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표.B(hydrop비Ie - lipophile - b머따lee)값을 지니는 AI펴eel 83, S뼈n 50,

S뻐n 80, Tween 80, Tween 85(ICI Am앉leas ， Inc.)둥 5가지의 S따factant를

사용하였다. 우선 상온에서 kerosene빛 mineral oil 둥에 각각의 계면활성체

를 녹인 후에 위에서 제조된 acqueous sol뼈on올 웹}는 부피비가 될 때까

지 서서히 척하시키면서 5，α)()rpm의 mechanical s파Ter로 3시간 동안 강력

교반시키어 최종 emulsion올 제조하였다. 이때의 kerosene 과 acqueous

solution 및 surfactant 각성분의 비율을 달리해가면서 emulsion의 따괴가 발

생하지 않는 안쩡된 제조 영역의 부피비를 찾고자 하였다. 이렇게 얼어진

앉nllsion의 안청성올 시간의 변확에 따라 관찰하였고 광학현미경으로 oil 상

에 분포되고 었는 수용액 droplet의 크기를 관찰하였다.

고상 분말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2 liter 용량의 사구 플라스크 용기에

emulsion제조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oil융 채우고 hea파19ffi하ltle 로 180"C

로 가열시키면서 제조된 최종 emulsion올 4-5mνmm의 속도로 척하시키었

다. 이때 액척내의 수분이 순칸척으로 중발되어 oil속에 남아있는 무수 금속

복합염의 분말을 회수할 수 있다. 이때 건조충의 분발의 웅집올 졸이기 위

해 200 rpm의 속도로 oil올 교반시켜 주었다. 또한 분말 제조과정에서 사용

된 oil인 kerosene과 nitrate성분의 연소에 의한 유해가스 성분올 포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 똑별히 고안한 가스포집장치에 통과시키어 발생가스

를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껄계된 F평.3-4와 같은 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

였다. 이렇게 얻어진 분말올 상온까지 서냉시킨후 분말에 묻어있는 잔류

kerosene을 없얘기 위하여 toluene 애 희석하여 초음파로 세척한 다음 기공

이 0.07 Urn언 유리질 여과지 (whatn뻐1 GF!F)를 사용한 여파병을 통과시키

어 100 °C에서 24시간 건조시킨후 최종분말옵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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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chematic 비행ram of hot kerosene 따피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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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발의 특성관찰 및 열처리 조건

얻어진 분말의 형상과 크기 및 용집상태를 SEM，으로 관찰하였

으며， 분말의 열간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DTA-TGA를 통하여 온도에 따

룬 상변화와 이후 공청에서의 복합분체 합성을 위한 열처리 조건을 결정하

고자 하였다. 각각의 분말올 당)()"C에서 5 시간 건조시킨후 730"C에서 810

℃ 까지 20t간격으로 24시간동안 공기중에서 하소를 실시하여 최적의 하소

온도를 묘D pa:따~으로 결청하댔다. 결청된 하소조건에서 얻어친 분말올

붐쇄하고 지륨이 lem인 원판형 금형에 500않/다n2，으로 일축 가압 성형한 후

소결을 실시하였다. 여러 온도에서 소결하여 최척의 소결온도를 결청하였으

며 이때의 소결분위기는 AT 분위기하에서 산소분압올 ν13 atm.으로 유지하

였다.~한 소결시 열처리시간을 12, 24, 48, 72, 100 시간으로 변화시키면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초전도특성올 관찰하였다. 먼저 소결시간의 변확에 따

른 고온상의 분포를 짧D 맹따n으로 조사하였으며 교류 사단자법에 의해

착각 열처리된 소결시편의 온도에 따른 저항값을 측청함으로써 임계온도를

관찰하였고 10 gauss의 자기장을 인가시킨 상태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자화

율의 변확를 살펴보았다.

5. 결과 빛 고찰

가. 분말 특성

여러 surfact뻐t를 사용하여 제조된 enmlsion의 안청성올 시간

의 변화에 따라 판찰한 결과 24시간 동안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많lU1sion 제조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k뼈sene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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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머 。u을 유기상으로 하고 사용된 5가지 종류의 S따fac떠nt들의 상호 부

피비를 변확시켜가면서 emulsion올 제조하여본 결과 kerosene 유기상과

S맹n 80, Tween 85 surlactant를 사용한 경우에 비교척 안정된 emulsion올

제조하였다. 이때의 emulsion 체조조건은 각 성분의 부펴비가 kerosene:

acqueous solution : s따factant = 70 : 20 : 10 연 명역에서 주어진 시간내

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결과의 emulsion으로 제조할 수가 있었다.

이때 각각의 emulsion-뜰에 대한 droplet 크기를 팡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

과는 Fig. 3-5와 같다. Tween 85 s따factant를 사용한 emulsion의 경우 평

균 droplet 크기가 3-4 urn정도의 완전구형의 균일한 크기를 지니고 있음올

관찰하였고 Span 80 surfactant의 경우 일정크가의 droplet들로 형성되고 있

지만 이들이 서로 뭉치어 있어 균일한 크기의 분발 회수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반적으로 emulsion 제조에 사용된 S따factant의 f표B

값에 따라 emulsion type이 결정되고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S따factant에 관계없이 모두 W/O ψpe emulsion이 제작되었으며 Span 80의

경우보다 Tween 85의 경우가 더 안청된 형태의 W/O 낀pe emulsion올 제

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emulsion올 건조하여 얻어진 분말의 크기와

형상을 SEM 요로부터 관찰하여 보면 Fig. 3-6과 같다. Tween 없

surfactant의 경우 lUm 여하의 구형의 분말이 얻어졌으나， Span 80의 경우

에는 emulsion droplet 크기 관찰의 변화와 같이 lUm 이하의 구형 입자들이

용집된 형상올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emulsion에서의 droplet

크기(Fig. 3-5)와 건조후 얻어진 분말의 업자크기(F:핑. 3-6)를 서로 비교하

여 보면 건조된 분발에서의 입자크기가 lUm 여하로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발과정에서 수춤과 균열에 의하여 입자들이 더욱 미세화 되었음올

의미한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설험에 사용된 분발의 체조는 Tween 않

surfactant를 사용하여 제조된 emulsion으로 부터 얻어진 분말올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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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5 Optical photographs of WID type emulsion prepared by
(a) using the Tween 85 (b) using Spa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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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6 SEM photographs of the Bi(Pb)SrCaCuO powders dried
at room temperature using (a) Tween85 (b) Spa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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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3-7 에서는 상온에서 얻어진 분말의 공기분위기하에서의 열간변화

를 관찰하여 본 DTA一TGA 분석결과이다. 270't 부근에서 제조공정중에 홉

착되어 있는 한존석유， 계면활성제둥과같은 유기물들의 연소에 의한 .큰 발

열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870't 에서의 mel파19 이전에 여러가지의 피크가

관찰되었다.400t 부근에서의 발열반용은 2201상 형성에 의한 반용으로 생

각되며 625°C 와 710"C 부근에서의 홉열반용들은 칠산염의 열분해에 의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780't 와 8l0't 부근에서악 홉열반옹은 2212상 형성

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GA 곡선에서도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무게감소에 의한 청량분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TGA 콕

선에서 270t 부근에서의 전체적으로 30% 청도의 급격한 무게감소는 몰리

척， 화학적으로 홉착되어 있는 유기물틀의 중발 연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

다.

나. 열처리 특성

Fig. 3-8 은 500t 에서 5시간 동안 건조를 실시한 후에 각 온

도별로 공기중에서 찌시간 하소한 분말의 묘D pattern 분석결과이다. 73(rC

에서는 2201의 저온상올 비롯하여 C없Pb04를 비롯한 같은 여러가지 중간생

성물들의 상들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첩차 온도가 높아칠수록 2201상

이 점차 줄어들면서 2212상의 출현이 뚜렸하게 성창되었으며 8l0t 의 경우

에서는 안청된 2212상의 생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의 하소조건은 8l0t에서 24시간동안 풍기분위기하에서 한번 열처리하논것

으로 청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분말올 가지고 지릅 1ern의 훨판형 시편올

성행하였다. 최척의 소결조건을 결청하기 위하여 여러 온도범위와 Ar 분위

기하에서 산소분압 변화를 실시하여본 결과 840t 소결온도에서 산소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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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13 atm. 으로 소결하였을 때 최적 소결조건올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소

결조건 하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시편의 묘D 햄뾰m 분석 결과는 Fig.

3-9과 같다. 전체척으로 열처리시간에 관계없이 2223 고온상이 주된상이였

으며 열처리시간이 걸어질수록 점차 2212상은 소멸되어 48시간 이상의 멸처

리 시편에서는 거확 단일상의 2223상만의 소결체룰 얻올 수 있었다. 일반

적으로 고상법으로 합성시킨· 초전도체의 경우 2223 고온상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온도에서 150시간 이상 열처리를 해야만 순수한 단일고온상올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nitrate 출발물질의 액상법에 의해 합성된 경우

원자단위의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고 띠trate 분해온도가 않rbonate에서보

다 낮온 용도언 f00-7(XrC 온도범위에서 일어나기때문에 다른 죠성들과 쉽

게 반웅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고온상이 생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840t 72시간 열처리 시편의 경우 Ih(00101(IhUX>lO)+L(뼈» ( lh : 2223 phase,

L : 2212 phase)식에 의해 강도를 계산한 결과 98%이상의 고온상(2223)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각소결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저항값에 의한 임계온도

측쩡결과인 F벌. 3-10 에서도 잘 일치하고 있다. 12시·간， 24시간， 48시간의

소결 시편에서는 임계온도 곡선에서 긴 떠피 부분이 청차 줄어들면서 입계온

도가 첨차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히 볼 수 있었고 72시간 및 100시간 열처리

시편에서는 빼이 없이 108 K 애서 앙0 저항이 되었다. 따라서 기폰의 고

상으로 제조한 훤료분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낮은 소결온도와 짧은 열처리

시간으로 고용상을 합성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Fig. 3-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임계온도 변확의 측청만으로는 2212상과 2223상의 상대 생성분포를 결

청할 수는 없다. 상당량의 2212 처온상을 포함하고 있어도 온도에 따른 저

항의 변화를 측쩡하여보면 임계온도는 고온상에 대한 임계온도를 나타낸다

고 알려지고 있다. Fig. 3-11은 이흘 확인하기 위하여 840"C에서 48시간과

100시간동안 소결한 시편의 c촉에 평행하게 10 gauss의 자기장을 컬어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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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field α>Q파19과 짧u field cooling상태에서 자화율의 변화를 측

정한 결과이다‘ 자화곡선이 l08K 부근에서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고온상의

Meissner effect에 의한 초전도성이 나타남올 관찰할 수가 있었으나 80K 부

근에서의 완만한 자화곡선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저온상이 어느 청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고온상에 의한 임계온도 이하의 명역에서

비교적 넓은 전이폭올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XRD 회철에 의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약한 청도의 2212 차온상과 불순불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완전한 100%의 고온상의 합성을 위한 열처리 조건에 대한 연

구가 더 수행될 예청이다.

6. 결론

Emulsion drying method 방법에 의하여 고온상올 지니는

Bi(Pb)-Sr-Ca-Cu-O계 초전도체 분말올 합성하였다. 이때의 최척

많m꾀SIan올 제조하기 위해 사용환 S따factant에 대한 oil과 acqueous

solution의 제조공청 부피비와， 시간변화에 따라 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앉nulsion 제조조건풍의 제반 변수를 확립하였다. 얻어진 분말의 평균분말

크기는 lUm 여하의 구형 입자였으며 좁은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합성된 분말의 최적 하소조건과 소결조건을 결청하였으며 열처리결과 840"C

소컬온도와 1113 atm. 산소분압하에서 $시간이상 소결함으로써 고온상을

얻을 수 있었고 이때의 임계온도는 108 K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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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산화물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채

제조

1. 산화물 고온 초전도체의 연구개발 진척현황

초전도성， 그 자체만을 이용한 용용 개발은 발전， 전력 송천， 분배

풍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전반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파급효과

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화물 초전도체가 실제 용용

시첨에 도랄하였울 시 산업의 발전도에 따른 부수척 명향도 훨씬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산화물 초전도체의 발전 속도는 금속계의

져온초전도체의 진전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그다지 빠르지 않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용용 연구의 진행 방향은 규모에 따라 일반적으로 크

게 3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핵융합과 가속기와 같은 대

규모 System을 요하는 부분으로 대략 국제척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공동 연

구 분야와， 두번째는 에너지 저장 창치(SIvIES)， Fly wheel, Gen없tor둥 국

가 주도급의 연구 분야， 마지막으로 기업체 단독 주관하의 수행 가농한 차

석， Current 11않d， 송천 Cable, Busbar둥율 들 수 있다

가. 통전선 및 Cable

현재 산확물 고온 초전도체가 실제 Cable로서의 실용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극복되여야 될 많은 문체첨들이 있다. 제기되는 문제펌

들로는 1) Flux α훌p， 2) AC loss, 3) 첩합 및 T많mination， 4) E없파t

CtUl만It 뿜rfonnance ， 5) 안청성 및 A휠ng 명향， 6) πK 이하의 온도에서

- 247 -



고전압 특성의 철연 피복채 선정동， 기타 여러 가지 요인올 지척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송전， 배선 둥의 전력 System 용용을 위해서논 장션을 안정척

으로 제조할 수있는 공청 연구가 우선 선행되어야만 될 주요 핵심 기술 중

의 하나이다.

현재 미， 알을 위시한 션진국에서는 사전 축척된 기본 기술올 바탕으로

장， 다섬 선재 개발에 가일충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동경 전력회사

(Tokyo Electric Power Com탱ny)에서는 기폰 Ductt-t TtulIlel에 설치된 송

천선올 초전도 Cable로 바꾸는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다. 구체척으로

66KV/1GVA 송전선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다심 선재를 이용 5m

길이의 유연한 송전선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선재 개발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두 주자로는 미국의 ASC(American

Su홈rconductor Co.)와 IGC(Intern뭘netic Gen없1 Corp.), 얼본의

F따바‘awa， Toshiba, αmbu， Sumitomo 전기 회사률을 툴 수 있다. 현재까

지 보고된 단심의 최대 임계전류벌도값용 ηK， ，Iσresla에서 대략

7xl(fNcm2
,’ 100m 이상의 장선에서는 lx1(fNcm2 정도로 보고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미국 IGC 사는 단선에서 45，αXJAlcrrl，

일본 Toshiba사의 66，뼈IAJ다n2[1] ， Sumitomo사의 53，700Nαn
2
[2] ， 장선에서

는 l앉n의 길이에 1C언'AJ앉n2 으로 보고하고 있다[3]. 다심의 예를 플어보면，

미국 IGC사는 ~ 다섬， 8많n 길이 선재에서 10，500Ncm2의 k 값올 얻었다.

표 4-1은 최근 미국 IGC사에 의해 발표된 장， 다심 선재의 최대 임계전류별

도 값이다.

선채를 장선확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널리 이용되는 PIT (Powder-in

Tube) 방식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거법들이 검토되고 있다. Jelly-roll 방

식， 팝rolysis of organic acid s려ts 거법 , Dip coa따19 기법 , Ele않0

phoretic d랴)OSition 기법둥올 퉁한 다심 션채 제조가 이러한 특별한 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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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ritical Current Densities of Short and Long BSCCO 2223

Tapes at 77K(Data from IGC (Intemagnetics General -Corp.»

Filament type
Length Ie les sc leo

(m) (A) (Nemz) (96) (AJemZ)

Monofilament
Short Pressed 0.03 51 45，αm 20 9，αm

Short Rolled 0.03 51 29,000 'l:l 7，않xl

Long Leng삼1 70 23 15,000 24 3，닷m

Long Length 114 20 12，아m 27 3,200

Mult퍼I없nent(37)

Long Leng하1 20 42 21,000 32 6,800
Long Length 90 35 17,000 32 5,600
Long Leng단1 190 17 8，αm 30 2，4(삐

Long Length 850 16 10,000 24 2，당뻐

* 자료: Adapted from “Superconductor Week"(Feb.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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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방식들은 Bi-2223상 보다는 저온에서 임계전류밀도값이 높은

Bi-2212상 선채 제조에서 주로 척용되고 있다. Electrophoretic coating

d밑)Osition 방법은 연속적 션채 제조 방식 종의 하나로， PIT 방식에 비해 비

교적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연속적이여서， 일본의 Sumitomo 사， 미국의 IGC

사， ASC 사， General Atomic 사풍의 7.1업에서 많은 관심올 가지고 연구 개

발 중에 었다. 이 공정온 평평하거나 둥그런 은판이나 은 류브에 Slurry 상

태의 초전도를 연속적으로 Coating 한 후， 인발 공청 없이 압연， 열처리하고

있다. 표 4-2는 최근 Electrophoretic d밭)Osition 기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미

국 General Atomic 사의 선재 특성 도표이다. 하지만 실제 초전도 테이프가

Motor의 Coil 이나 Generator system 둥에 도입하였을때， Coil은 운전 도중

열척， 기계적으로 큰 Sπ없n cycle을 받게 된다. 이러한 Str빡1은 테이프의

미세구조에 Microcrack올 수반하는 약 결합(WI않k 빼s)올 야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Jc의 감소를 가져온다.

포한 AC툴 필요로 하는 웅용 품야에 있어서도 와전류(Eddy current)에

기인한 Filam없t coup바19 손실은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AC Loss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복재 저향올 높여야 하며， Sσ와n

toll앉en않륨 극복할 수 있는 Twist된 다섬 선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

첨에서 Strain tolerence 증대를 위한 피복재(Sheath materi머)의 물성 개선

이나 새로운 공청 개발에 관한 연구틀도 미， 일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되

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μs 와하nos 국립 연구소에서는 Ag-A1,

Ag-Mg, Ag-Zr 올 포함한 15개 총류의 Ag 합금에 관한 피복재 연구를 활

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밖의 Strain tolerence 중대를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

왔는데， l\J1iller et al. 과 Li et al.은 Bi-2212 분말에다 은 분말이나 온

Coa따19된 2212 상의 l\1icrofilament를 청가 한 후 4.2K에서 20K 볍위에 걸

쳐， Jc loss를 연속적으로 측정 하였다[4，5]. 또한 Sato et al.은 126 다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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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Properties of Electophorectically Produced Bi-2223
Ta야s at 77K(Data from General Atomics)

As-Coated Shape
Le멍납1 Ie Jcs SC leo

(m) (A) 어/r::rrh (96) (AJcm~

Short Round Single Layer 9.4 9,700 35 3,400
Short Round Single Layer 7.S S，αm 43 3,500
Long Round Single Layer 610 6.S* 22，α)()* 16 3,400*

Short Round Double Layer 70 8.6 23,000 16 3,700
μng Round Double Layer 115 2.6** 8,100** 13 I ，α)()••

Short Flat Single Layer
.

3，많)()114 9 14，αm 25

•
••

measured. in short lengths

measured end to end

* 자료: Adapted from “Su뱉rconductor Week"(Feb.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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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제조， 궁극척인 Str，빠1 tolerence 중대를 가져왔지만， 1% 내 Ben바ng

sπ려n 범위에서， 10% ]c 감소를 가져왔다[6].

미국 ASC 사의 최근 선재 Twist 결과에 따르면 Twist pit다1가 3.7nun,

7.1nun 시 k 값이 13,800Ncm2 과 15，때'Ncm2 로 보고하고 있다. 이 값은

Twist 되지 않은 선재의 ]c 값， 18~앉XlAlcm2 보다는 약간 낮은 값이자만 선

재 전체애 대한 AC loss 치는 일반 선채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낮게 나

타나고 있다[η.

이 밖에도 다심의 형태에 관한 연구가 미국의 IGC나 ASC(Arn않i대n

Superconductor Co.)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나. Current lead

액체 헬륨의 소비나 액체 헬륨의 냉각 부하를 덜기 위해서 Bi

계를 중심으로한 Current lead 연구가 션채 연구와 더불어 광범위하게 진행

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 전류 형태에 따라 두가지 Bi계 Current lead 형태

로 나눠， 상용화 되고 있다. 첫째는 큰 R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은 펴복재

선재를 여러겹 겹친 형태(stac퍼ng)의 Current Ie밟로서， 고온에서는 은 피

복채를 통한 열 전달올 최소한 감소시키기 위해 선재의 두께률 두껍게， 저

온에서는 반대로 충 두께를 앓게 조절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Sumitαno 사에 의해 제조된 단자의 Heat leak는 OC 2.5KA에서 운전시

0.412 W!KA 였으며 1.5년 기간 동안에도 안청적요로 운전되었다 [8J. 둘째

는 큰 AC에 견딜수 있는 산화물 자체 만의 Current 1않d로 일반척인 방법

인 Bi계 Grl않n compact를 고상 반용에 의해 소결， 제조하고 있다. 일본 Fuji

사와 F따따Glwa사의 공동 연구에 의해 제작된 단자의 Heat leak는 AC2KA

에서 운전시 2.58 Wllead 였으며 최대 전류 통전 용량은 AC 2.45 KA로 보

- 252 -



고 되고 있다[9].

다. Coil 및 자석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석 용용은 4.2K에서 17.3K에

걸쳐 다양한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Bi계를 이용환 초전도 Coil은

30K이하에서 탁월한 ]c-B 특성올 보이고 있어14.2K에서 20Tesla 이상의

높온 자장을 얻을 수 있다.

초전도 자석에 대한 산화물계 초전도체 용용온 제작 방식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 방식은 단지 산화물계 선재 만올 이용하여 수

Tesla의 초전도 자석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Bi-2223상의 선채를 야용한 자

석 제작 방식으로 이미 좌i에서 2.5Tesla를 Bi-2212 상의 선재로는 0.7Tesla

를 얻올 수 있었다. 현채 보고된 카장 높은 차장의 자석은 Stunitomo 사가

개발한 직경 빠run， 61 다심의 Bi-2223 선채를 이용하여 4.2K에서 4Tesla,

21K에서 3Tesla의 자석이다[8]. 이때 61 다심 선재의 ]c는 4.2K에서

42，αXJAlcm2， 칸K에서 30，αXJAlcm2으로 보고 되고 있다.

두번째 방식은 기폰의 초전도 자석에 고온 산화물 선재를 부수척으로 캠

가하는 Hybrid 형태로， 때Tesla이상의 고 차장올 얻올수 있는 방식이다. 일

본의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etal에서는 기존의 2O.9Tesla의 초전

도 자석에다 고온 초전도 선재로 만든 내부자석을 부수척으로 청가하여

1.8K에서 21.8Tesla를 성공척으로 얻었다 [10]. Surnitomo 사에서는 4.2K에

서 24Tesla, 깜K에서 23.3Tesla의 최대치를 얻었다[허.

냉각 처용조 개발에 있어서， 미국 Broo암laven 국립 연구소에서는 최근

세계에서 제일 큰 직경 15.1m 초전도 Coil을 껴K 온도 이하로 냉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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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usbar와 Transfonner

일본의 Surnitomo 사와 일본의 완자력 연구소에서는 최근

Bi-2223의 PIT 공청율 이용， 길이 5Ill, 1，잃OA의 대용량 Busbar를 공동 제

작하였다. 이러한 대용량의 Busbar는 Sumitαno 사가 폭 3.5mm, 두께

O.25mm의 '57 Bi-2223 다십 션재를 A)-'용 제작하였다. 일본 원자력 연구소의

Busbar 연구는 미래의 원자로인 핵 융합로가 가동 시， 약 200m 이상 떨어

진 핵 융합로의 초전도 Coil에 50，αX>A의 전원올 송전 가능한 송전선 제조

의 목표로， 설계 구상되고 있다. 송전선을 초전도 Busbar로 사용 시， 초전도

체가 갖는 에너지 효율성 이외에도 사-용 공간을 상당량 줄일 수 있다는 장

정올가지고 있다.

Transfonner는 전합과 전류를 자유자재로 변환 조정시킬 수 있는 장치

이다. 현재 Transfonner 에 사용 중인 구리선을 고온 초전도체로 대체 할 때

전력 손실 방지 이외에도， 부수쩍으로 갖게되는 Transfonner의 장정온 일반

척으로 4 가지로 대변할 수있다. 즉 구리선 코일 주변의 절연용 기릅 사용

대신， 액체 질소를 대체함에 따른 절연 효율 중대， 약 50% 의 부피와 무게

감소， 제조 훤가 절감 무 공해성의 잇첨을 들 수 있다.

93년 기준，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40MVA 급이상의 Transformer 세계

시장은 약 40억 $로 예상하고 었다 최근 Transfonner의 세계 굴지 회사인

Swiss ABBA}는 미국의 ASC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하여 잃o MVA 급，

Transfonner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ABBA}는 우선 96년 말까지 시작품을

제작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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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류기(Fa버t Current Limiter)

초전도 한류기논 번개， 단선， 다른 제어 문제로 유발 될수 있는

전압 급둥에 따른 고가의 장치나 기기의 파손을 사전 방지하는 장치이다.

미국의 일려노이 초전도 사(lllinois 5tπleTConductor Corp.)에서는 g)년 4월

Argonne 국립연구소와 함께 12，뼈V의 기기에 사용 될 수 있는 600A 급

한류기 제작에 나섰다.4십만$ 예산에 2 년 기간으로 추진되는 Project는 먼

처， 100A AC 한류기 체작올 목표로 진행되고 었다. 이 외에도 현재 미국에

는 미 에너지 성이 주관하는 5PI(5uperconductivity P;하tnership Initiative)

Project TI없In내에 Los Alamos 국럽연구소 외 3개의 회사가 참여하는 한

류기 개발팀야 이미 결성되어， 연구 수행 충에 있다.

2. Bi-2223 상을 야용한 고온 초전도 선재 제조

가. 서론

장선 제조에 있어 가장 척합한 선재 체조 기법으로는

Powder-In-Tube (PIT) 공청이 일반척으로 널려 알려져 왔다. PIT 공정의

장첨으로는 금속 피복재를 통한 균일한 크기의 선재화가 가농하며， 확학 분

위기나 열척 Shock, 기계적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점 품을 플 수 있

다.

1<f Nαn
2
급 장선 제조화를 위한 최대의 컬림돌용 선채내의 업계나 단

면척 분포에 따라 T앉ture가 불균일하고 비둥방척이여서 업자 간의 롱전 흐

름이 쉽게 와해 ·또는 저해 되는 떼에 있다. 이러한 논려의 뒷 받침은

L따뼈lestier et al.이 2mm 선재 Cαe를 압연 방향에 따라 부분별로 10마‘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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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나눠 측정한 결과[11] ， 은 피복재 부근에서의 임계 전류멸도 값이 선채

내부 보다 약 3배 가량 높다고 발표하였으며， 최근 A뻐윌leta optical image

률 통해 Flux의 흐름올 실채 관측함으로써 논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12，13].

높은 임계전류 벌도값를 얻기 위해서는 분말에서 열처리， 가공 공청에

이르기까지 공정 상의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조청 되어져야 한다. 특히

초기 탄계의 초전도 분말의 순도 및 균일성， 분말의 충진 멀도， 분말의 유동

성 및 업자 분포는 최종 엄계전류 빌도 특성올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알려져왔다. 고온상(2223 상)올 이용한 다심이나 단심의 장선재 제조는 사용

된 분말의 순도와 균일성에 따라 전류 통전에 컬청적인 역할융 하고 있다.

고온상 형성에 관한 뚜렷한 Mechanism은 현재 청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단지 l\tfinor 상들， 즉 2201상， C~4， CaCu02, CSrCahCu0J, CuO 상

둥이， 선재의 고온상 형성 온도인 840 °c 부근에서 액상올 형성한 후 저온

상(2212)과 척절히 반용함으로서 발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πK， 따‘'esla에서 104A/cm2의 임계전류밀도를 가지는 고

온 초전도 선채를 개발하기 위하여 1) 은 피복재와 내부 Bi계 분말과의 반

용올 통해 고온상 형성 기구를 좀 더 실험척으로 재 정립하고， 2) 나아가 초

전도 Core의 밀도， Core 단면적의 분포에 관한 의폰성올 천기척 성질과 연

계， 조직적으로 고찰 중명하고 3) 이를 통하여 안청척인 특성올 보이는 초전

도 선재를 제조할 수 있는 공청올 확렴하고자 하였다.

나. 실험방법

Powder-in-Tube 공청에 사용된 원료 분말은 최종 고온상

(2223) 형성의 중간 Iπecursor로 작용하는， ph doping된 저온상(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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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Pb0.4Sr£aCU20s)과 액상 매캐체인 CaCuOz(미， Seat다e Spe며alty

Ceramics Inc. 제품)의 혼합 분말이다. 고온상(2223) 형성에 적합한 최척의

조성올 위해 먼저 각 원료 분말올 1:1 몰 바슐로 칙량하였다. 칙량된 분말은

지르코니아 Ball에 의해 Isopropyl alcohol과 적절히 섞어 24시간 Wet

m페ng되었다.

이 후의 시편 체작은 PIT 공정의 분말 충진 방법에 따라 두가지 방식으

로 제조되었다. 첫번째 방식에서는， 건조된 혼합 분말을 l차적으로 Silicone

으로 체작된 결이 1없run， 외경 23.αrun(내경: 6.42mm) 튜브형 Mould에 투

입한 후 냉간 정수압(CIP) 방식으로 성형하었다. 냉간 청수압 방식(CIP)을

통해 성형된 혼합 분말의 Bi뾰t 크기는 길이가 대략 1빼run， 직경 4.2mm

정도로 본 실험 목적 상 크기를 임의 조정 하였다(Fig. 4-1).

PIT 공청의 첫 단계로 성행한 Billet은 걸어 1많run， 외경 6.35mm(내경:

4.35mm), 은 튜브에 재 장입， 냉간 청수합 방식 (eIP)으로 재 성형하였다. 이

는 Billet과 은 튜브의 크기 차에 따른 잔여 공간올 메꾸기 위해서 였다.

CIP후 측정된 혼합 분말의 튜브내 충진 밀도는 이론 벌도의 약 55-60%였

다.

두번째 방식은 선재 단면척 당 초전도 밀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혼합 분

말올 통일한 크기의 은 튜브내에 Vibra피on과 Ramming 방식으로 충진 하였

다. 측청된 혼합 분말의 튜브내 충진 밀도는 이론 밀도의 약 30%였다. 이

후의 공정온 일반척인 선재 제조 방식인 Swaging, 인발， 압연 가공 그리고

열처리 공쩡으로 진행하였다.

은 튜브는 초전도 Core의 불균일한 In따face(sausaging effect)를 방지하

고자 대략 10% 내의 감소 범위에서 인발하였다. 최총 선재의 직경은

1.5-1.3mm였다. 압연은 인발시와 동일하게 감소율을 대략 두께 10% 범위

내에서 최종 0.2mm 두쩨까지 압연하였다. 0.2mm 두께 선재는 대기 중 없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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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필 댐펼



Fig. 4-1 냉각 정수압(eIP) 방식에 의해 제조된 Billet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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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필 댐펼



"C, 50 시간의 열처리 공청을 거친 다음， 이후 다시 압연 또는 Pressing 공

정올 되풀이 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용 시편의 최종 두째가 O.lmm가 될 때

까지 대략 3회에 컬쳐 반복 실시하였다.F핑 4-2는 PIT의 개팔척안 공청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다심 선재 체조는 직경 1.3-1.5mrn 선재를 20cm 길이 8-40 부분으로 나

눈 다음， 직경 l밍mrn， 외경 lOrnm(내경: 8mrn) 은 튜브에 장입， CIP 성형하

였다. 이 후의 꽁정은 단심 선재 제조 방식과 동일하게 Swaging, 인발， 압

연 그리고 열처리 공청으로 진행하였다. 다심의 다른 형상 선재 연구로는

외경 6.35mm(내경: 4.35mm)의 은 튜브 중앙에 직경 1.92mm의 은 봉을 끼

우거나 또는 l.42mm 인발된 선재률 은 튜브 내 재 장입， 다심 선재 공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재를 제조 하였다.

특성 분석으로는 상 분석， Texture 청도(c-axis orientation), 고온상(2223

상)의 함량을 분석， 벼교하기 위하여 X-ray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미세구조

를 위해 SEM, Optical microsco야올 사용 하여 관찰하였다.

전기척 특성은 S않n없펴 사단자 법(4 probe method)에 의거， 1UV/cm

(η표 OT) 기준에서 수행 하였으며 초전도 면척 산출은 h펴ge Analys안를

사용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Fig. 4-3은 24시간 혼합된 Two powder (Bh.sPbo4SrzCaCU2 않

와 CaCu(h)를 공기 중에서 840 "C, 100시간 열처리한 X-ray 분석 결과이다.

X-ray 분석 결과 Two powder의 혼합 분말은 저온상인 2212 상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수적으로 2201, Ca핑b04， CaCu02, (SrCahCu03, CaD,

CuD풍의 이차상들이 약간씩 잔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었다. 이는 840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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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powde.- nnxmg

. Two IX>wder mixture: Bil.s(Pb)o.4Sr2CalCu떼s+CaCuOz

. Mixing ratio: 1:1 (24 hr milling)

Two powder billet ~착

. Rubber mold 제 작; 외 경 23mm(내 경 6.42mm) , 직경 : 160mm

. CIP ; 10 ton press . Billet 크기; 직경: 4.2mm，길이: 14야nm

Billet - In - Tube
. Ag tube: 외경 6.35nun(내정:4.35mm)

. CIP ; 10 ton press

Drawing
• 직정; l!l1.45mm

• 각 step별 10%이내 감소

Rolling or Pressing
• 최초 tape 두께: 2fJ)\.1m
· 최종 tape 두께: 100\.1m(3회 반복후)

• 각 step 및 10%내 감소

열 쳐 라

·840"(; 공기중 각 50hr씩 (3회 반복)

· 총 혈처 리 시간: 200hr

X-ray SEWED싫 |

Fig. 4-2 PIT의 개괄적인 공청올 나타내는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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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3 phase
• 2212 phase

￥ C82Pb04

•
-

--
• • • •• •

10 20 30 40 50 60 70.

Fig. 4-3 24시 간 혼합된 Two powder(Bh.sPbo꾀rzCalCuzOs와 CaCu~)를

공기 중에서 840 °e , 100시간 열처리한 X-ray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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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시간의 조건에서 아직 고온상 형성이 충분치 못함융 나타내고 았다.F:핑.

4-4는 인발 후， 분말의 초기 충친밀도 값 변화에 따른 1.5mm 선재의 탄면

사진틀이다.B파.et를 이용한 초전도 Core의 단면적은 분말 형태로 은 튜브

에 장입한 Core의 단면 사진에 비해， 충진 멀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올

보여주고 있다. 또한 Billet를 이용한 선재의 단면적은 은과 초전도 Core의

Interface에서 불균일한 Sausaging effect가 없는 거의 완벽하고 균얼한 분

포를 보여 주고있다(F:핑. 4-5). 일반척으로 온 튜브 분말 충진 시 친동과

T때미ng에 의한 충진 밀도는 대략 30% 청도인데 반해 냉간 청수압(CIP)의

분말 B파et에 의한 충진 밀도는 55-60%였다.

Fig. 4-6은 만essmg 후 은 표면을 제거한 초전도 Core의 SEM 사진이

다. Pressing 후， 시편의 전반적인 미세구조는 판상의 입자(맑빠1)들이

Pressing변에 수칙한(c촉) 방향으로 잘 배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초전도 입자들이 메 축 방향으로 은 태이프와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음올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은과의 Interface 부분에서 T얹파ng이 초전도 Core의

중심부 보다 훨씬 더 발전됨은 물론 업자의 분포도 상당히 치밀함을 보여주

고 있다. 하지만 Interface에서 중앙으로 멀어질 수록 입자의 배열과 치밀함

여 단계적으로 줄어 든다는 사실올 보여주고 있다. Fig. 4-7은 입자의 배향

성 연구를 위해 은 피복재를 제거 후， Pressing 시편 부위에 따른 X-ray 결

과이다. 사용된 Pressing 시편은 공기 중에서 8때 "c , 총 200시간 풍안 열

처리 되었다.F:벌‘ 4-7(a)는 은 피복재 제거 후， 은 피복재 Interface 부분에

가까운 X-ray 결과이며 F핑. 4-7(b)는 초전도 중심 Core에 가까운 부분의

X-ray 결과이다.

표 4-3은 4개 선재 시편의 X-ray 결과를 근거로， Te때피ng 정도와 저

온상에 대한 고온상의 상대척 함량을 계산한 도표이다. Te뼈피ng(c-axis

orientation) 계산은 고온상의 (l 1 과) 또는 (l 1 퍼) Plane에 대한 (0 0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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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인발 후， 분말의 초기 충친밀도 값 변화에 따른 1.5mrn 선재의
단면사진

(a) Vibration and Ramming방식 , (b) CIP에 의한 Bille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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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s

Fig. 4-5 압연 후， O.15rmn 선채 Tape의 정면과 옆면 사진

(a) Vibration 때d Ranuning방식 , (b) eIP에 의한 Bille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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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s

Fig , 4-5 압연 후， O.15mm 선채 Tape의 정면과 옆면 사진 .
- (a) Vibration and Rmmmng방식 , (b) eIP에 의한 Billet 방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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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Pressing 후， 은 피복재를 제거한 초전도 Core의 SEM 사진

(a) 전체 초전도 Core 부분 (b) 은파의 계면 부분

(c) Core 중앙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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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Pressing 후， 은 피복재를 제거한 초전도 Core의 SEM 사진

(a) 전체 초전도 Core 부분 (b) 은과의 계면 부분

(c) Core 중앙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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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공기 중에서 840 t , 총 200시간 열 처리한 Pressing 선채
시편의 X-ray 결과

(a) 은 피복재에 가까운 부분 (b) 중앙부에 가까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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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Variation of De밍"ee of Texturing and Relative

Content of 2223 Phase

Relative amount
Degree of Texture

구 훈 of (잃23) Phase
UOOlQmlU(OOlOhi+ I(뼈kl I(OOJA}a!I(l l염m [(OO14htfH1116hi

내부 90.0 8.0 13.2
Sample 1

외부 84.0 6.3 11.1

내부 84.3 6.3 11.5
Sample 2

외부 81.8 6.0 9.2

내부 f!f1 .7 6.5 11.8
Sample 3

외부 84.3 7.1 10.3

내부 90.0 7.2 12.2
Sample 4

외부 83.5 5.8 8.7

* H : (앓23) 띠lase， L: (2212) phase I: eli짧action 피tensity

내부 : 은 테이프와 초전도 core의 interface에서 은 태잎 부분

외부 : 은 테이프와 초전도 core의 interface에서 초전도 core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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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없ne의 상대객 Peak intensity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고온상(2앓3 상)의

저온상(2212 상)에 대한 상대척 함량은 저온상(0 0 8) pl하Ie 이나 (0 0 펴)

P싫ne에 대한 고온상 (0 0 잭)Pl와Ie의 상대 Peak intensitY로 정의휠 수있

다.

위의 결과틀(F:핑 s. 4-6. 4-7과 도표 4-3)을 두고 분석해 볼때 T얹πmg

이 Int하face 부분에서 더욱 발전된 원인은 은파 고온상(2223)의 Interface

부분에서 Eutee피c반용율 통한 용융캡이 낮아지고 상대척으로 확산 Kinetics

가 중진되어， 결국 Texture 및 고온상 형성이 훨씬 용이하께 친천 되었다고

사려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은 회복채를 제거한 후의 온 피복채에 가까운

부분과 멀리 떨어진 입자의 배향성에 관한 X-ray 결과(Fig. 4-7파 표 4-3)

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서， 구쩨객으로 이를 뒷 받침할 수 었다. 즉 은 피복

재에 가까운 부분의 X-ray 결과는 Core 중심부에 비해 (001) 방향의 배향성

융 현처히 보여주고 았으며 고온상아 훨씬 더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었

다.

F핑.4-8은 F핑. 4-7파 동일한 4 개의 Pressing 시편을 측청한 I一V 륙성

도표이다. 표 4-4는 Fig. 4-8의 자료를 토대로 청리환 착 시편의 k 와 ]c

측정 결과이다. 두께 130um (Core 단면: 45um), 폭 5.잃mm pres삶19 단면

셔편의 Ie는 최고 잃A， ]c는 16，700N’αn2 (ηK， OT)로 측청되었다.

Fig. 4-9는 압연 시편의 압연 횟수에 따른 k 특성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

이다.3회 압연한 판면 시편의 Ie는 최고 7.2A, ]c는 II ，αYJAlcm2 (꺼K， OT)

로 측청되었다. 표 4-5는 압연 횟수에 따른 초전도 Core 두쩨， 열처리 시간，

Ic와 ]c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압연 횟수에 따른 Core 단면객 감소는

k 특성의 조직척인 중가를 가져옴을 보여 주고 있다.

S뼈n toler얹Ice와 초전도 단면객 중대 차훤의 다심 연구가 현채 진행

중에 있다. Figs. 4-10, 4-11은 6 다심파 11 다섬 션채의 인발과 압연 후의

- 277 -



벼
버

쟁
빠
>
i{

ak

엉
힘
’
띠{
κ
뺀

에W
{
〈a
a
N빼

-
μ

{
이
짧
{
〈뼈
잉
강
띠
밍
K
A

T〈
줌
뻐

-
κ빼

g
v

∞

∞
i
*
.
벼
‘
ι

<

JX

)
}
t
φ
」
」
그
U

o
‘1

o
(w')

。

N

。

‘-

N
E
Q
굶

。
않

.
*
1
?
”
u
「-*1
**-REmm

·-A-

N
E
Q육gh
,•
F
”
걱.m

φ
-
α
E
m
m
l?I

N
E
u흘

。
。N
.
g
”
u
「-N
@-aEmm

ip-

N
E
u묵

g
h
-
띈
”
u
「-F

φ
-
a
E
m
m

l
•|

EE

iyN.m

”>>

.Eii

。
이
「
”
←

건
φ
”
m
φ」α1cm

1@)*um(

‘
ι
-
n
)

”]

。
-
*
∞

-mam

‘
。
u
。
이
m
~
m
<

。

。
-
。

@
·
。F
x。
.ω

띤
l。
.
‘x。
-
F

@
l。•xm.

•

”
‘
。
•
x
。.N

a~~loA

278

(Sll0A)do.1p



Table 4-4 1-V Measurement of 4 Differrent Pressed
Specimens

구 분
Ie Je
(A) (Am1V'cm2

)

Sample 1 34.0 16,700

Sample 2 23.5 10,200

Sample 3 25.0 11,700

Sample 4 28.5 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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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The Characterisic of Rolled Specimens in Terms of
Rolling Times

Rolling Core 천~ Ie Ie
Time Thickness 열쳐라시칸

(11m) (b) (A) (Ampjcm2
)

1회 88 100 3.4 5,800

2회 45 150 6.3 8,300

3회 29 200 7.2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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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6 다심 선재의 Optical Microscope 사진

(a) 인발 후(선재 직경: 1.5rnm)

(b) 압연 후(테이프 직경: O.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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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11 다섬 선재 Optical Microscope 사진
(a) 언발 후(선재 직경: 1.5rnm)

Cb) 압연 후(테이프 직경: O.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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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4-12는 외경 6.35mm(내경: 4.35mm)의 은 튜

브 중앙에 직경 1.92mm의 은 봉을 끼워 제조한 선채 형상이다.F벌.4-13은

외경 6.35mm(내경: 4.35mm)의 은 튜브 중앙에 l.42mm 인발된 선재를 은

튜브 내에 재 장입하여 제조한 선재이다. 선채의 전기적 물성 측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Ie와 Je의 특성 중가는 충진 밀도의 향상파 단면적 (fill factor)의 중가와

밀첩한 연관올 맺고있다. 또한 Je의 의존성은 중간 기계척 공쩡인 압연，

Pressing 그리고 소결 단계에 의한 두쩨 감소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보

다 높은 값의 Je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으로 션재가 단면적에 대벼

한 보다 큰 원주 형태， 나아가 초전도 Core와 은 피복재 In따face 부분에서

의 표면적 중가 및 균일성 유지는，In따face 부분에서 고온상 및 T앉ture

유도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려된다. 이는 곧 현실척인 실용확 감

각에서의 암계전류(Ie)나 공학 임계전류밀도(Je)， 즉 단면척 당 초전도 Core

의 비율과 직결되어 무척 중요한 요소로 결정되고 있다. 포한 Cαe의 단면

적(:fill factor)의 감소는 특히 장선 재조 시 내부 Core의 불균일과 단락화에

결청척인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기관에서 사용

한 elF Billet 방식은 선재내 초전도 단면척을 중대시키고 균일성올 높일 수

있어 차후 높온 전기적 물성의 다심 선재 개발에 효율적으로 용용될 수 있

올 것으로 사려된다.

라.결론

1) 은 튜브에 분말대신 냉간 정수압(CIP) 방식에 의한 Billet 장입은

30% 정도의 초전도 분말의 충진 밀도 향상과 Core의 단면적 (fill

factor) 중가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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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외경 6.35mm(대경: 4.35mm)의 은 튜브 중앙에 칙경

1.9Zmm의 은 봉올 꺼워 제조한 선채

(a) 인발 후(선채 직경: 1.82mm)

(b) 압연 후(테이프 직경: O.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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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외경 6.35mm(내 경 : 4.35rnm)의 은 튜브 중앙에 1.42mm

인발한 선재를 끼워 제조한 2 심 선재

(a) 인발 후(선재 적경: 1.82rnm)

(b) 압연 후(테이프 직경: O.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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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ray 분석 결과 Bi-2223상과 Texture 형성온 은파 초천도 core의 내

부면 보다는 주로 In밥face에서 더욱 더 발달 된다는 사실융 알 수 있

었다. 이것은 확률척으로 S따JerCllITeI1t가 입차의 배열이 M잃빼nE:녔 된

초전도 Core의 내부면 보다는 T얹t따e를 통해 초천도의 연속성이 찰

유지된 Interface에서 더욱 잘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었다.

3) 공기 중에서 840 OC , 200시간 열처리한， 두께 130따n (Core 단면: 45u

m), 폭 5.껑rom Pressing 단면 시편의 Ie는 최고 않~ Je는

16,700A/cm2 (πK， OT)로 측청되었다.

4) 압연 횟수에 따른 Core 반면척 감소는 k 복성의 조직척인 중가를 가

져왔으며 3 회 압연한 단면 시편의 Ie는 최고 7‘~Jc는 11，1αm

A/cm2 (πK， 01')로 측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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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5절 초전도선재 가공기술

1.~까BSCC。복합선재에서 장생성과 집합조직 형성

가.서론

고온초전도체 가운데 (Bi，Pb)SrCaCuO운 높은 전이온도， 높은 업

계전휴밀도( Ie ), 습기저항성， 가공에 의한 업자배향성풍의 창점을 갖는다.

산화물은 그틀여 갖는 취성으로 인해 훤하는 형태로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었다. 따라서 이 산화물 초전도체를 용용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H뼈da[l]에 의해 은튜브애 초전도분말을 채워 열처리 및 압연을 반복함

으로써 를높은 Je를 갖는 Ag/BSCCO 초전도선재릅 제조하는 powd하- in-tube

( PTI‘ )법이 개발되었다. 그 이래 PTI’법의 공청변수를 조절하여 선재의 전기

척 특성을 향상시키거 위한 많은 노력어 있었다. 중요한 공청변수로는 원료

의 화학조성， 초전도및 제 2상의 량， 초기분말 크기， 가공방법， 열처리 동을

툴 수 있다. 최근에 공청변수를 조절하여 몇몇 연구팀이 Ag,IBSCCO 초전도

선재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Sato둥은[2] A밍BSCCO 초전도선재를 사용

하여 코일 과 전류인입선 시쩨품을 가공하였다. 같은 원료와 제조기술올 사

용하여 Yamada둥과[3] Ie>60，1α)() Ale마 u둥은[4] Je>70，αm 찌C마의 임계전류

멀도를 보고하였다. 이렇게 높은 임계전류밀도 값은 이 선재를 전력선， 전력

언업선， 코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공청변수가 초전도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려는 노력은 객었다.

금속 은은 BSCCO초전도체와 반용성이 적어 피복재로 사용된다. 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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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2212, Bi-2223 초전도심 재료에 온율 캠가하면 AglBSCCO 초전도선재의

용력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5]. ~힐BSCCO 복합체의 체

조온도는 bulk BSceo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F1uekiger[6]는 선재

의 중앙부보다 AglBSCCO 계면에 가까운 곳에서 2223입자의 입자배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AglBSCCO 계면에서 2223업자의 입자배향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선재의 중앙부보다 AgfBSCCO 계면부가 선재의 천류가

흐르는 주통로로 제안하였다. AglBSCCO 복합체에서 미세구조에 관한 은의

역할은 아칙 분명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링BSCCO 초전도션재에서

은이 2223입자의 상생성과 집합조직 발달에 미치는 명향올 살펴보고자

AgJBSCCOfMgO/Ag 복합선채를 제초하여 열처려에 따른 상생성과 미세죠칙

을 살펴보었다.

나. 실험방법

(Bi，Pb)S:κaCuO (Bi-2223)분말을 고순도의 돼203， PbO, SrC03,

CaC03, αlO분말을 닮:Pb:Sr:Ca:Cu = 1.8:0.4:2:2.2:3 의 비융로 섞어 810 t

애서 μ시간동딴 3회 하소하였다. AgJBSCCO~뺑I/Ag 복합선채는 온튜브 대

신에 은분말올 사용하여 제조하였다[8]. 1 t빼C며 의 압력으로 체조한

BSCCO 뼈et올 은 분말에 넣은 후 그 위에 2n血 두께의 뺑0분말올 덮었

다. 그 위에 다시 은분말을 덮어 판상형의 AgJBSCCO~뻗O/Ag gr없 pe바t올

만들었다. 그림 5-1은 A뼈SCCO~앨O/Ag gr빼 뼈et의 단면을 도식객으로

나타낸 것이다.

AgJBSαO{MgO/Ag gr뼈 뼈et을 800 t 까치 서서허 가열하여 μ서간

열처리 한후 노냉시켰다. 열처리 중에 주위에 싼 은이 소철되어 은튜브를

사용하여 제조한 선재와 마찬가지로 압연에 의해 양O μm두께로 압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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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 Schematic drawing of the Ag/BSCCO/MgO/Ag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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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 때 가공중에 생기는 내부용력올 제거하기 위해 5OO"C 에서 반

복척인 중간소둔올 거쳤다. 840 "c 에서 50시간 얼쳐리 후 10톤의 압력으로

압축한 선재를 840 "c 에서 100시간 최종 열처리하였다. 선재의 최종두께는

250μm 이다.

다. 결과 빛 고찰

그림 5-2는 A핍BSCCO(그립 5-2의 A) 와 MgO/Ag(그립 5-2의 m
계면에 접해있는 BSCCO초전도체의 X션 회절곡선이다. 열처리는 840 "c 에

서 50시간의 열처리 후 10톤의 압력으로 압축 후 다시 840 "c 에서 100시간

열처리 하였다. AgJBSCCO계면은 단단하게 접촉되어 있는 반면 MgO/Ag 계

변은 약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AgJBSCCO계변의 은은 50% H2Ch + 50%

NH3용액을 이용하여 체거하였으나 뺑O는 제거되지 않아 X선 회절곡션 상

에 나타난다.x선 회철곡선에 표시된 것은 2212상과 2223상의 (001)면에서의

회절선이다. 이로부터 2212상파 2223상의 업자의 c축이 선재의 압축변에 수

칙으로 배열된 것올 알 수 있다. 온파 접촉해 있는 부분의 초전도 상은 거

의 모두 2223상으로 상전이 되었으나 뼈O와 첩촉해 있는 부분은 많은 2212

상이 변환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2223 고온상의 형성온 은의 첨

가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Joo[9]는 은과 2212상사이의 공정반용

으로 생성되는 저융점 물질에 의해 저온에서의 소컬반용속도가 빨라진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2223상의 생성은 은피복파 BSCCO 초천도

체와의 반용파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율 알 수 있었다. 포한 (001)접

합조직이 Ag/BSCCO(그립 5-2의 A) 와 MgO/Ag(그립 5-2의 B)계면 모두에서

발달되었다. 따라서 은이 2223입자의 (001)집합조직 발달에는 큰 앵향을 주

지않음올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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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는 MgO/Ag 계변에 았는 MgO의 표면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MgO가 은과 초전도체 사이에 고르게 덮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미세균열올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은과 초전도체 그리고 MgO의 열팽창계수가 각기 다

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MgO의 두째는 2-2.5 μm으로 측정되었

다. BSCCO 초전도체와 은의 두께는 각각 loo μm와 50 μm로 길이 방향

으로 균일하였다. 따라서 압축변형 시에 MgO의 불질흐릅이 균일하였으며

은과 초전도체를 완전하게 분리시키고 있음올 알 수 있다. 따라서 MgO가

온과 초전도체 상과의 반용올 막아주고 있다고 할 수 었다.

그림 5-4는 A밍BSCCO와 Mg이Ag계변에서의 단변조작올 SEM으로 관찰

한 것이다. Ag{BSCCO(그림 5-2의 A) 와 MgO/Ag(그렴 5-2의 B)계면 모두에

서 판상의 초전도업자가 압연변에 평행하게 발달되었다. 이는 앞의 X선 회

절곡선과 잘 일치한다. 시료 중앙에서도 입자의 배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은

및 MgO와 초전도체 사이의 계면에서 보다 그 발달 청도가 못하다. Singh풍

[7]은 최근에 은피복 또는 은첨가물이 2223상 생성뽑 아니라 2223 입자의 배

향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AgJBSCCO와

MgO/Ag계면에서 모두 압자의 배향이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은이 2223 판상

입자의 집합조직 발달과 큰 관계가 없음올 알 수 있따. 따라서 은 자체가

2223상의 생성을 촉진시키나 AgJBSCCO선채의 입계전류밀도에 매우 중요한

2223업자의 배열에는 큰 명향올 주지 못함올 알 수 있었다. 이는 A휠BSCCO

선채에서 초전도체의 판상입자의 배열올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기하학

쩍인 면에서의 첩근이 필요함올 보여주고 있다.

2. 사각 인받.die를 이용한 션재 제조

가.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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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Surface SEM photographs of the MgO layer in the
Ag/BSCCO/MgO/Ag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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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Cross sectional photograph of the BSCCO core at (a)
Ag/BSCCO and (b) MgO/BSCCO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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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폰의 선채체조방법은 원형탄면올 갖는 은튜브에 분말융 채운

후 이를 계속하여 원형의 언발 Die릎 사용하여 이를 최종 직청이 약 lmm

의 깨re로 인발 가공한다. 다심선재를 제조할 시에도 I차로 인발한 선을 직

경이 큰 은튜료에 훤하는 수많큼의 가는 션을 넣은 후 원형 인발 Die를 사

용하여 원하는 직경을 갖는 선으로 가공한다， 제조하고자 하는 filament수에

따라 이 공정올 반복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조한 원형 단면을 갖는 선을 압

연올 통해 원하는 푸깨의 tape 형태로 가공하여 열처리 빛 압연 또는 압축가

공하여 높은 임계전류밀도(I e)를 갖는 최종 선채를 제조한다.

원형의 인발 Die를 사용하여 제조환 A휠BSC(찌 선재의 중단면의 미세구

조는 선재의 중앙 부분의‘두께가 두껍고 양단 부분이 짧은 웬즈형태의 단면

조칙을 갖는다. Geneve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충앙의 두꺼운 부분에 비해

양한의 앓온 부분의 임계전류밀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선재의 단

면 폭 방향으로의 불균L일한 미세구조는 선재의 전기객성질에도 왈균일성

올 가져오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미국 IGC 및 독일의

K때forschungszentnJm Kar납빼e(KfK)풍에서는 압연시 폭방향으로의 가공율

제어할 수 있는 새로훈 형태의 압연기를 사용하여 종단면의 모양을 헨즈 형

태가 아닌 사각모양으로 가공하였다. 사각 형태의 종단면올 찾는 선재의 예

상되는 장첩은 선재의 길이 방향 뿔 아니라 선재의 종단면 방향으로의 전기

적 기계적 성질의 균일성올 높여 선재 제조시 엄계천류밀도가 높고 재현성

이 좋은 선재를 제조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립 5-5는 독일 KfK 연

구소에서 사용하는 압연기의 roll부분의 중단면을 나타낸 것여다. 압연기의

roll은 수직방향 뽑아니라 수평방향으로도조정할 수 있게 되어었다. 따라서

션재의 폭올 고청시키고 두께만올 초철할 수 있으며 또한 폭파 두쩨를 동시

에 조절할 수 도 있다. 그립에서 빗금 천 부붐이 압연되는 시료의 단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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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실험에서는 선재의 폭 방향으로의 변형용 고청시키고 두께 방향으로

만 가공할 수 있는 혀앓te roller를 사용하였올 때 선재의 종단면올 조절할

수 있는 가농성을 살펴봄파 동시에 인발시애 인발 die의 모양을 바꿈으로서

선재의 중단면 조절올 통한 선재의 미세구조 및 잔기척 성질의 향상용 꾀하

였다.

나. 실험방법

초기에 사용한 분말에 따라 제조한 초전도선재의 초천도 륙성은

차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 사용 분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척으로 공침법으로 제조한 ox.a뻐te분말융 사용하여 초전도션채를 제

조하였다. 초전도 분말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본 Fmuuchi사에서 구입환

Bhπ없.34Srl.832Cal.~U3.130x 조성의 oxalate분말올 척당량 측량한 후 다음의

파청을 거쳐 분말올 제조하였다.

• 1st C허뎌nation(800 t , 24h, 떼

- Dry ball mil\ing( 3h }

- Pelletizing wi엔， a pressure of - 200 빼

- 2nd C혀며na'힘。n(8잉 °C , 24h, a씨

- Dry ball milling( 3h )

- P，베etizing with a pressure of - 멈O 빼

- 3rd C머엉nation(820 t , 24h, air)

- Dry ball milling( 3h )

Ball 뼈파ng 과 고압으로의 pelleti하tg 은 분말율 반용성을 높여 미반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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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크기를 줄이기 위함이다. 특하 뼈U 뼈lling 은 분말의 혼합및 파쇄의 두

가지 거농올 동시에 하게 된다. Ball mi피ng의 시간을 너무 오래하면 분말이

버청질화되어 최종 초전도 선재의 전기적성질에 나쁜 영향올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복참한 과청올 거쳐 제조한 분말을 acetone으로 세척한 은튜브에 넣

고 인발과 압연을 거쳐 180 μm까지 압연하였다. 압연한 선재를 약 IDem

길이로 잘라서 YSZ 천위에 올려놓고 공기중에서 관상로를 사용하여 열처려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재의 단면조직을 사각형의 형태로 가공하는 일

은 임계전류밀도 향상 및 재현성 높은 제초공정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하나아

다. 본 연구를 통해 우선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올 통해

단변을 조절할 수 있는 가농성을 갖는 일환으로 원형 인발 die 대신에 사zf

인발 die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사용한 사각 인발

die는 가로와 세로의 폭이 같은 정사각형 die를 사용하였다.

단심선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형 인발 die를 이용하여 1.3 mm 까지

인발가공한 선올 1 mm사각 인발 die를 이용하여 사작단변용 갖는 선요로

가공하였다. 이 사각 단면을 갖는 선재를 180 μm까지 압연하고 여를 알루

미나 튜브에 감아 열처려 하였다. 열처리는 공기중과 낮은 산소분압맨~ =

0.076 )에서 행하였다. 1차열처리 후 150 μm로 압연한 후 이를 같은 온도

조건에서 재열처리 하였다. 열처리로의 온도균일 영역이 크기 않기 때문에

5m의 긴 선채를 짧은 길이의 알루미나 튜브에 감기 위해 알루미나 튜브에

여러 충으로 sol얹lOid형태로 선재를 감았으며 이 때 선재 간에 불는 것올 방

지하기 위해 미국 ZIRCA사의 Y-sta버ized 밟뼈ia ( 0.03" 두쩨) 천올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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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1) 단심션채

그립 %과 5-7은 two powder법으로 제조한 분말을 외경 6mm,

내경 4nnn 튜브에 넣어 인발및 랍연올 통해 180μm까지 압연하고 이를 압

연 및 열처리를 반복한 선재의 액체질소의 비풍첨인 77K. 온도에서의 I-V 륙

생곡션이다. 임계전류밀도의 측청은 선재의 길이 방향으로의 균일도를 알아

보기 위해 길이 방향으로 매 1 em 마다 척어도 3회 이상 측청하였다. 낮은

산소분압에서 열처리한 선재는 820 "c 에서 24시간 열처리한 후 이를 다시

150 μm 까지 압연하여 815 "c 에서 50시깐 혈처리하였다. 공기 중에서 열

처리한 선재는 845 "c 에서 50시간 얼처리한 후 이를 다시 150μm 까지 압

연하여 845 °c 에서 SO시간 열처리한 후 다시 130μm 까지 압연하여 845

℃ 에서 SO'시간 열처리하였다. 그림 5-8에 I-V 특성곡선 측청을 위한 π。100

를 나타내었다. 임계전류 측청시 잔류및 전압단지는 은 뼈8te를 사용하였으

며 측청 후 시료를 떼어내기 위해서 아세론을 사용하였다. 임계전류밀도 측

청용 시료 holder는 기판을 perch10ic acid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부식시켜

제조하였으며 매 1ern마다 임계전류륨 측청할 수 있도룩 만들었다. 그림 5>6

과 5-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튜브노에서 산소분압이 0.076 atm 에서 멸

처리한 시료와 공기중에서 열처리한 경우 모두에서 선채의 임계전류가 킬이

방향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열처리한 선재

의 입계전류가 작게 나타나면 임계천류의 균일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Argonne 연구소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로 산소분압이 낮은 조건에서 열처

리하면 2223 고온상이 형성되는 온도범위가 넓어서 시료의 위치에 따른 불

균힐도가 척기 때문으로 알려쳐 었다. 따라서 본 설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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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at a reduced oxygen atmosphere of 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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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d to 150p.m and then heat treated again at 820 't
for 5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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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여 공기중의 열처리보다 산소분압율 조절한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것이 걸이방향으로 임계전류 값의 차이가 척게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선재열처리의 실험 cyclε 이 걸고 튜브로의 공간어 좁은

관계로 대부분의 실험을 공기 중에서 행하였다.

그립 5-9은 두께 180μ m， 길이 3m의 선채를 직경 4cm 알루미나 튜브에

감아 820 "c 에서 24시간 열처리한 후 이를 다시 150μm 까지 압연하여

815 "c 에서 100시간 열처리한 선재의 I-V 특성곡선이다. 40cm 킬이의 선재

를 직경 15em 인 튜브에 다시 감아 측청한 결과이다. 1μWαn 의 전합강하

를 나타내는 곳의 전류를 임계전류밀도(Ie)로 청와할 때 6200 찌C마 로 측청

되었다. 열처리된 선채는 조그만 힘을 가해도 쉽게 변형되며 그림 5-9의 선

채도 측청을 위해 알루미나 튜브에 옮겨 감는 도중에 변형을 심하게 받아

다륜 부분의 선재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림 5-10는 동얼한 선채를 2회 열처

리릎 거쳐 제조한 선재의 I-V 특성곡선이다. 이번에는 열처리 시에 A}용한

알루미나 튜브와 크기가 비슷한 직경 5cm 알루미나 튜브에 감아 측정하였

다. 1μVIIσn 의 전압강하를 기준으로 한 Ie는 12,<XX> Ale마 로 측청되었다.

그러나 처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정올 기준으로 하면 7,700 찌C며 로 측정

되었다. 그림에서 전류 값이 5 - 7 amp뼈g사이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

게 나타난 것올 알 수 있다. 이는 션재 내부의 초전도체가 2223 고온상 뿔

아니라 2212의 80K 상이 같이 존채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열처리 조건이

아직 최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렴 5-11은 동일한 선재률 820 t 에서 24

시간 열처리한 후 이를 다시 150μm 까지 압연하여 815 t 어I서 50시간 열

처리한 선재의 I-V 특성곡선이다. 1.5m 길이와 1σn 간격에서의 전압챙f를

측정한 것으로 전류중가에 따른 전맙강하값의 증가속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1.5m 길이에서 측정한 전압강하 값을 150.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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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I-V curve of a 40 em-long Ag/BSCCO tape. Heat
treatment was conducted at a reduced oxygen
atmosphere of P02 =0.076 atm. Specimen was
annealed at 820 ~ for· 24h, rolled to 150μm ， heat
treated at 815 ~ for 100h, rolled to 130μm and then
finally annealed at 820 ~ for 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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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I-V eurve of a 40 em-long Ag/BSCCO tape. Heat
treatment was conducted at a reduced oxygen
atmosphere of P02 == 0.076 atm. Specimen was
annealed at 820 't for 24h, rolled to 150μm and
then heat treated at 815 "c for 1D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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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섬선재제조

초전도 선재는 사용목적에 따라 선재의 형태풍 선재의 쩔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초전도선재는 사용하는 복척에 관계없이 자석으로의 가공

과정 혹은 사용중에 변형올 받거l 된다. 따라서 선재의 변형에 대한 저항성

이 높올 수록 좋다. 보고에 따르면 초전도선재의 기계척 변형에 임계전류빌

도의 저하는 다심보다 단심일 경우 심하다. 따라서 최근의 선재 연구는 다

심션채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심선재 제조과정은 원형 또는 6각으로 인발한

선올 다시 은 튜브에 넣어 제조한다. 이 때 훤형 또는 6각의 선재를 채워

다심선재를 제조하는 경우 인발 빛 압연공정올 거치는 동안 길이방향으로

단면의 미세구조가 일정하지 않게 된다. 선재의 단면구조가 일정하지 않으

면 선재 길이 방향으로의 기계척， 전기적 성질의 변확가 있올 수 있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채의 킬이 방향으로의 단면이 일청

한 선재를 제조활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 채돼한 방법은 청사각형의 인발 벼C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1차 인발의 최종단계에서 션을 단면이 청사각형인 인발 die률 At-용하여 단

변의 모양이 정사각형야 되도록 가공하였다. 청사각형 단면을 갖는 션을 다

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은튜브에 넣은 후 이를 사각의 인발 die를 사용하

여 다심선재를 제조하였다. 그렴 5-12는 filame따수가 각각 4개 36개인 다심

선대의 압연전의 단면 사진이다. 그립에서 볼 수 있듯이 단면의 조직야 바

둑판과 같이 규칙적인 모양올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션을 사

용하여 압연올 행하면 최종압연 후에도 단면조칙의 규칙척인 모양을 윤지할

수 있올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림 5-13은 본 실험에서 고안한 간단한 때sette roller의 개략도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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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Cross sectional views of as-drwan m비ti-filamenatary

wires with 4-filaments and 36-fil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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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Schematic drawing of casette roller.

- 327 -



장-*1의 차이점은 본 실협에서 고안한 장치는 옆 부분으로 존채하는 공차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구동식이 아닌 인벌에 의한 것이다. 그림 5-14는 청사

각형의 인벌 die를 사용하여 제조한 9심 다신선의 압연전 단면사진파 이를

4캐 넣은 후 다시 제조한 36섬 다신선재를 때없te roller를 이용하여 합연한

션의 단변조직이다. 본 실험에서 고안한 장치를 사용하여 제초한 다심선재

의 단면조직이다. 단면의 조직이 비교척 규칙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립 5-15는 본 연구소의 사각 언발 die를 사용하여 쳐1조한

다심선재를 KfK의 압연기를 사용하여 폭방향의 폭올 고정서키고 두쩨딴 줄

여가며 압연한 시료의 탄변 조직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단면조직어

가로와 쩨로 방향으로 잘 배열된 것올 볼 수 있다. 단면조직올 길이방향으

로 2m 칸격에서의 단면에 대해 조사하였다. 단면조직 사진을 서로 겹쳐 놓

아 단면이 서로 중첩되논 면적은 80%이상 이었다. 이는 위와 갈은 방법으로

제조한 선재의 단면의 임의의 부위를 잘라 서로 중첩시켜 놓올 경우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80%이상임을 뭇한다. 따라서 위‘ 방법으로 제조한 선재의

경우 기존이 원형 die를 사용하여 제조한 선재가 갖는 기계척 변형에 대한

저항성 뽀만 아니라 두 션의 접합시 5뻐nent-to-fil없뼈it 접합이 가농한 것으

로 사료된다. 여에 대한 것은 뒤의 선재 캡합부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

다.

그립 5-16온 12심올 갖는 다심선재의 I-V 특성곡선이다. 길이방향에 따라

임계전류 값이 최고 6A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초

전도성올 보이지 않는 부위도 있음을 알 수 었다. 이 다심선재의 청우 열처

리 후에 시료의 은피복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용 보였다. Sato둥에[9] 따르면

은피복이 부풀어 오르는 션재의 경우 임계전류 밀도 값이 낮고 길이 방향으

로의 불균일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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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4 Cross sectional views of as-drwan wire with 9
filaments and rolled tape with 36-filaments using
casette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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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Cross sectional views of as-rooled multi-filamenatary
tape with 9-filaments. Cold reduction was made using
2-D cotrol roller at K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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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6 I-V curve of a multi-filamentary Ag/BSCCO tape with
12 filaments. Heat treatment was conducted in air
atmosphere. Specimen was annealed at 835 'C for
SOh, rolled to 150μm ， heat treated at 835 "C for
1OOh, rolled to 140μm and then finally annealed at
83S "c for 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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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BSCCO초전도선재접합

까.서론

고온초전도체를 전력및 에너지분야에 용용하기 위하여서는 초전

도체를 선재 형태로 가공하여야 한다. 고온초전도체는 세라믹언 관계로 열

전도성이 낯고 또한 외부 충격에 약한 특성올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셰라

믹초천도체를 선재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바깥부분에 열전도성이 좋고

기계척으로 충격에 강한 물질로 갑싸서 가공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Powd많-in-tube(PIη 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은 튜브 안에 고온초전도 분말

올 충찬한 후 이훌 수 회의 인발 압연둥의 기계 가공을 통해 제조하는 방법

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초전도 성질이 뛰어난 A밍BSCCO 초전도선재가 개

벌되었다.

본 연구팀 및 KfK의 초전도선재 개발연구탑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척으로 진행하여 현재 초전도성질이 우수한 A밍BSCCO선재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초전도선채를 용용하기 위해서는 선재의 전기척 륙성뿔 아

니라 기계적인 성질의 향상도 중요하다. 아를 위해 튜브채료언 은에 뺑， ’Ii

풍의 원소를 첨가하여 석출경화 기구에 의한 기계적 강도의 중가를 이룩하

였다. 한편 초전도선재를 웅용시에 이률 coret.+ bobbin에 갑는 풍의 기계척

작업을 통해 필요한 형태로 가공한다. 이에 따라 초전도선재는 기계적 변형

올 수반할 수 있게 되며 이때 전키척 성질의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기계척 변형에 따른 전기척 성질의 저하는 초전도분말에 은올 챔가하거나

은초전도 복합체를 단심이 아닌 다심으로 제조하여 완화시킬 수 있음이 알

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 IGC, ASe, Argonne National 냐밟빼y 둥 야 분야

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연구팀들이 AfJBSCCO초전도 선재 제조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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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다심선재의 제조에 많온 노력올 기울이고 있다.

이와합께 초전도체를 실제 용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긴 선채에

서 길이에 따른 초전도 성질의 변화가 적은 즉 균질한 션재를 제조활-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공청에 있어 압연， 언발， 분말충진， 분발제조，

열처려둥 많은 제조변수를 찰 조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선재의 일부분이 결함올 보일 경우 한 부분의 결함으로 인해 전체

초전도선재를 사용하지 못효}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결합

부분올 제거하고 양단을 접합하여도 초천도성절。r 저하되지 않는다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NMR용 자석， 초전도 스위치풍을 체조합 시에는

선재와 선재를 첩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때 첩합은 가계척으로도 성질이

우수하여야 할 뿔만 아니라 또한 초전도특성을 지녀야만한다.

최근에 T뼈czyk풍은[10] Ag/Bi-2223 초전도선재를 열척-기계적 방법을 사

용하여 첩합한 부분의 임계전류빌도가 첩합하지 않은 부분의 반에 해당하는

첩합에 성공하였다. Shibutani 풍[11]과 없R뼈 둥[12]은 또한 A밍Bi-2212 초

전도선재를 열척 방법을 사용하여 접합한 부분의 임계전류밀도가 첩합하지

않은 부분과 비슷한 접합에 성공하였다. 보다 최근에 Lee퉁온[13] Ag/Bi-2223

초전도선채를 열척-기계적 방법과 etc바ng에 의한 은피복 제거를 사용하여

첩합한 부분의 임계전류벌도가 첩합하지 않은 부분의 반에 해당하는 첩합에

성공하였다.

나. 실험방법

AgfBScco:초전도선재의 초천도접합올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AgfBSCCO 초전도선째의 피복재언 은에 쌓여있는 초전도심(core)끼리 첩촉시

킨 후 이를 열처리를 통혜 첩합시켜야 한다. 그러나 초천도션채의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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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0 μm임을 생각하면 그 작업이 거의 불가농하다. 따라서 초천도

core 끼리의 첩합변척올 늘리는 한편 첩합부이외 부분의 은은 손상되지 않

는 방법올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초전도첩합을 이루기 위한 첩합공정 중에

선재의 초전도 특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초전도 core가 손상받지 않으

면서도 은피복올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계척방법과 합깨 화학적

방법이 있올 수 있다. 그러나 기계척방법은 가공부분의 조절이 어렵고 은피

복 제거공정시에 초전도심의 손상이 수반될 위험이 있다. 화학적방법은 선

택척 식각작업을 통해 훤하는 부분의 은피복만을 제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었으나 다른 한편 초전도심과 화학용액과의 반용이 초전도심의 초전도성을

저하시컬 우혀가 있다.

은의 e뼈뼈에는 뀔Q와 HN03 혼합액을 사용하였다. I훨ndbook에서 찾아

낸 이 혼합용액은 뻐계 초전도체와 화학객으로 안청하며 초전도성융 저하시

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피복 제거방법으로 확학적 방법올 사

용하여 수행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앞서 보여준 그립 5-15의 9심 다심 선재는 초전도 core의 배열

어 비교척 규칙쩍인 것을 알 수 있다. 야는 인발시 사각 die를 사용함으로써

격자배열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었으며 압연시 이들의 배열이 크게 변하지

안았기 때푼이다. 그렴 5-15의 단면 조직은 그 동안 발표된 선채 가운데 가

장 규칙척인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5-17은 앞의 다심선재률 이용하여 초전

도 접합을 만드는 과정올 나타낸 것이다. 기게척 밸n벼ng과 화학척 etc빼1&을

통해 초전도선의 core가 표면에 드러나도록 환다. 또한 은피복을 선택척으로

C뼈ing하기 위해 etc바18할 부분이외는 뼈int를 도포하였다. 도포한 뼈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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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one..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림 5-18은 상기 방법으로 접합한 다심선재의 단면조직이다. 각 충의 초

전도core 꺼리 서로 컵합된 것을 볼 수 있다. 대각선 방향으로 초전도 core의

두께가 두껴워진 곳이 첩합부이다. 그림 5-19는 첩합부의 고배율 사진이다.

초전도 core칸에 접합외에도 초전도 core를 분려하는 은도 접합이 잘 이루어

진 것올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목척한 바는 다심초전도 선올 접합하면서 다심선재의 장점

올 살렬 수 있도록 은충끼리의 첩합도 이루는 것이었으며， 미세조칙관찰을

통해 이러한 목적이 잘 성취었으며 상기의 접합방법을 사용하면 다심선재의

특성올 살리면서도 초전도접합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20

은 상기 방법으로 제조한 초전도 선재의 접합부와 접합하지 않은 부분의 전

류에 따른 천압캉하플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때 전압단자 칸의 전압

강하앓이 어느 정도 전류이상에서 갑자기 중가하는 것올 볼 수 있다. 접합

하지 않은 부분은 1.1 volt에서 전압강하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접합부에서는

0.65 volt에서 전압강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선재에 효를 수 있는

임계전류가 접합부에서가 첩합하지 않은 부분의 50%밖에 안됨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 사용한 선재는 심이 9개로서 만일 모두 컵합부의 엄계전류가 접

합하지 않온 부분의 X%라고 가청하면 y 개의 션을 직렬연결한 경우 접합

부는 랩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찌loo)Y %애 해당하는 임계전류밀도를 갖

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방법은 각각의 m없n하1t가 독립적으

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각 접합부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i번 째 선의

임계전류가 캡합하지 않은 부분의 정 %라고 가청하면 첩합부의 임계전류는

캡합하지 않은 부분의 S Xi /y% 표시된다. 따라서 위 결과는 9개 filamεnt

접합부의 평균값임을 알 수 있다.

다심선재에서의 캡합부의 전기척 특성의 처하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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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High magnefication of Fi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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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I-V curves of joined and unjoined area of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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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의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부분척으로 첩합톡성이 나뿔 수 있으며 또한

m웰nent간의 첩합시 청확하게 match 시킬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라. 결 론

고온초전도 선재 체조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

group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수 kIn의 장선재에서

도 암계전류밀도가 10，1아xl Ale며 이상의 값을 얻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었다.

한편 현재 IOC, ASC, Argmme National Lab. 퉁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

고 있는 많은 연구팀틀야 A뼈SCCO초전도 선채 제조공청에 있어 다심선재

의 제조에 많은 노력올 기울이고 었다.

이와함께 초전도체를 실채 용용에 척용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긴 선채에

서 길이에 따른 초전도 성질의 변화가 척온 즉 균질한 선채를 제조할 수 있

어야 한다. 야를 위해서는 제조공청에 있어 압연， 인발， 분발충진， 분말제조，

열처리풍 많은 제조변수를 잘 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선재의 일부분야 결함을 보일 경우 한 부분외 결함으로 인해 전체

초전도선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결함

부분을 제저하고 양탄을 접합하여도 초전도성질이 저하하지 않논다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NMR용 자석， 초전도 스위치풍율 제조활 시에는

선재와 션재를 접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접합은 거계척으로도 성질이

우수하여야 하나 또한 초전도특성올 지녀야만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단면의 미세구조를 조절한 초전도션재제조와 함께 초전

도선재의 용용올 위해 필수척인 선재간 첩합에 관한 연구룹 공동으로 진행

한 결과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심선재에서 초전도.core를 서로 하나씩 첩합하

는 m뼈lent-to-fi뻐ment 접합기술을 성공척으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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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고온 초전도선재의 기계공정 해석

1. 서 론

고온 초전도체는 박막， 벌크， 그리고 선재 풍의 형태로 이용이 가눔

하며， 그 특성에 맞는 각각의 웅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저온초전도체의 발전

과청올 볼 때 궁극척으로 선재확 형태가 가장 넓은 용용분야를 차지할 수

있올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이용한 전력케어불 또는 자석 코일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초전도체는 입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제

로가 되어 대규모의 전류를 손실없이 전송할 수 있으므로 코일로 만들 경우

높은 전류밀도에 의해 큰 자기장올 얻을 수 있으며， 초전도 스위치를 아용

하여 폐회로를 만드는 경우 높은 효융로 지기장올 유지 시킬 수 있다. 코일

의 형태로 용용하는 경우 전력케이블보다 용량이 작아 비교척 척은 비용으

로 초전도체를 냉각시킬 수 있으므로， 그 사용상의 경제성에 의해 자석묘일

웅용에 대한 연구가 활벌히 진행되고 있다[1].

고온 초전도선채 제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owder- in-tube (

PIT) 방법온 현재로서 가장 상품화 가농성이 큰 선채제조 방법으로 생각되

고 있다. PIT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벌표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기술선친국에서는 야 방법으로 제조된 선재를 이용하여 실험실

규모의 전력 케이블이나 자석을 셜껴l 제조하고 있다. PIT 법에 의한 초전

도선채 제조 공청은 크게 분말제조 및 열처리， 그리고 기계가공 공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분말의 제조 및 열처리공청을 통해 좋은 초전도특성을

얻으며， 기계가공올 통해 선재의 형태를 만들고 분말에 방향성을 주게흰다.

이 두가지 공청은 초전도선재 특성에 대하여 서로 밀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

으며， 궁극척으로 많은 전류를 안정하게 흩릴 수 있는 선재를 제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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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환다.

초천도선재를 만들기 위한 기계공청으로는 초기에 초전도분말야 충진된

원형튜브의 직경을 줄이며 튜브 내부의 분말 균질성 과 충진밀도를 높이기

위한 swagmg 작업이 있으며， 이후 직경올 더욱 줄이기위한 인발작업이 수

행되고， 초전도 톡성을 얻가위해 분말의 방향성을 주기위한 presSIng 이나

rolling 작업이 수행된다. 현재 pressing 작업에 의해 제작된 선재의 경우

m피ng 선재에 비해 높은 임계전류 밀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갈이

가 긴 선채 쩨착율 위해서는 tolling 방법올 사용하여야 한다.

고온 초전도선재는 저온 초전도선채와 달리 산확물 분말과 펴복금속의

복합체이므로 기계가공 소성해석이 상대척으로 힘들며， 더우기 초기의 원

형단면 선재가 평면한 테이프 형태로 급격하게 변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소

성흐륨이 발생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초전도선재의 특성은 많은 공청변수

들이 서로 버독립척으로 관계하여 최종 임계전류이라는몰리적 현상으로 나

타난다. 체작 과정상의 선재의 특성에 영향올 주는 변수는 매우 많아 실협

척으로 그 현상올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을 통한 통계척인 해석올 필

요로 한다. 더우기， 이러한 변수들은 서로 비 독립척으로 연관되어 있으므

로 실험적인 현상 규명올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체를 혜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한요소법과 같은 수치해석척인 방법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수 선

돼하므로써 현상올 해석하는 것은 매우 바랍직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었다

[2].

본 연구에서는 초전도선재 제작에 펼요한 기계공청중 비교척 해석이 간

단환 preSSIng 에 대한 소성흐름올 유환요소법을 이용하는 수치해석올 수행

하여， 초천도선재 테이프에 발생하는 불안청한 소성효릅올 해석하고자 하였

다. 이 방법은 pressmg 뿔 만 아니라 m피ng 및 다른 소성 기계공갱의 해석

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초전도선재 특성 향상에 유용하게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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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2. 초전도코어 중심부 함몰현상

PIT 방법은 은 튜브내에 산확몰 초천도분말올 넣고 인발과

pressing 혹은 rolling 올 통해 초전도 분말에 방향성을 주고 선재의 형태를

만틀며， 열처리률 통해 초전도 특성올 얻는 방법이다. 사용된 분말이 초전도

성질을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열처리과정이 필요하다. 초전도선재의 피복

채로 쓰이는 은 ( silver ) 은 초전도선재의 안청화 재료의 기눔올 수행하기

도 하지만， 이 외에도 선재가공 중 초전도분말의 충진 밀도를 높이고 선재

의 형태로 제라믹 분말을 소결하기 위한 압력용기로서의 기놓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물만의 성형과는 달리 피복재금속과

같이 압축， 소결， 열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기계적 및 확학척 제조공

청이 초전도선재 체조에 커다란 명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페..

초전도 선재를 preSSIng 하는 경우 그렴 6-1 파 같이 선재 중심부에 초

전도코어 부분이 함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함몰부위는 심한 경우 초전

도코어 부분을 양쪽으로 분리시키는 상태까지 진행되기도 한다[4]. 이 소성

흐름은 현채로서는 초전도의 임계전류에 좋자 못한 명향을 줄 것으로 생각

되며， 무엇보다도 선재의 설계관점에 있어 예상하지 못환 제조상의 현상이

라는 점에서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전도 분말의 충진밀도가

큰 경우 어런 현상이 척어졌다는 청성척인 결파가 발표되었으며， 최근의 실

험논문의 경우 선재의 폭이 클 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고 있다[2，4]. 이런 연구결과틀은 모두 실험과청을 통한 경험척인 현상만올

조사하여 청성척인 결과만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초전도제작꽁청에는 많은 변수가 서로 비독립척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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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rom D. A. KOfτek wa , Los Alamos National Lab.

그립 6-1 선재 중앙부의 불균일한 소성흐름 ( 위쪽 시편의 경우

충진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충진밀도가 낮은 아래 시변에

비해 불균알한 흐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LANL 에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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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올 통한 해석은 근본적인 원얀 규명보다는 임시방편으로 공청올 변화시킴

으로써 현상 변화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쉽다.

소성학 분야에서는 이미 여러가지 방법올 통하여 복잡한 소성흐름올 해

석하고 적합한 공정변수를 찾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그립 6-2 에

서 보는 것처럽 두꺼운 금속재료를 preSSIng 하는 경우 불 균일한 소성흐름

( nonuniform plastic flow ) 이 발생하는 것올 관찰하고， 이에대한 해석연구

가 이미 많이 수행되어 었다. 이 경우 여러한 소성흐름은 presS die 와 소성

대상물과의 마찰계수가 커다란 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6-3 의 수치해석에서 보듯이 마찰계수가 큰 경우 billet 의 단조작업이 진행

되면서 die 표면에 첩한 billet 표면이 옆쪽으로 늘어나지 못하게 되고， 비교

적 소성흐름이 일어나기 쉬운 옆면의 금속이 중심부쪽으로 이통하면서

billet 중앙에 그림 6-3 과 같은 복장한 소성흐륨올 발생시킨다[6，7].

PIT 볍에 의한 제작 공청의 경우도 원형단변의 인발된 선재를 약 0.2

rnm 이하의 테이프 형태로 preSSIng 하게 되므로 이와 유사한 소성 흐름이

발생활 수 있올 것으로 예상되며， 더우기 초전도 분말과 복합되어 있논 상

태이묘로 이 불균일한 현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

구에서는 그림 6-1 파 같은 불균일한 초전도 효어부의 함몰 현상을 press

dies와 피복채 사이의 마찰계수에 기인한다는 가청하에 상업용전산묘드

ABAQUS수치해석올여용하여소성흐름을 계산하였다[7].

3. 인발 선채의 messing 모델링 및 수치해석

초전도코어 함몰 현상올 해석하기 위해 상업용 ABAQUS 전산코

드를 사용하였다. 이 코드는 유한요소법올 이용하는 수치해석 코드로서 용

력， 변형량， 반력， 소성흐름 둥을 비롯한 비선형 혜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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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str밍n 분포 ( Chen-Tech Industries)

- 352 -



- r-...- ....--.,.-.p..~.，-.~-y--y-T~ • ...,.. - - - - - - - - - -

~ •.+..+••+.•+••+••’..+._+.......+-.+.-‘

,..+.- t··t··+··t ··+··t··t··t··+·· t·e~

.··+··t" +·_+··t··+··+··t··+··+··t ••~

•• ·+••t. ·t··+·· t +,e+••+••+••’
.,+_.+••+._~_.+ ••+•.+ _+••+..+••’
••!.,!.•!..!··t_e!-.~. __kU κ ;

"+，，늬‘....，흑에

so:-;‘~

p

‘~ '~-"1"'"야
'"‘;‘’ ‘,CJI'U - OU' u.ζ ........’ ‘111U - QIl..1 QlllAl‘ ....

L
’‘ιa.. _..‘
-1 '
•• 001 '
•••ClOt .

•• OOI~l

.1"'"., Jaa..

.. I &010000

.1.‘"'M

.. Lao.oM

..1.00"‘'M

....
--,

------3

u

L
소성변형율 (ABAQUS example)다I

A

353

변형형태6-3 44% upset 경우그림



그 계산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알혀져 있다[7].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PIT 법에 의해 은 튜브에

tapping 방법요로 BSCCO 분말을 채운 후， 인발 과정올 통해 외경 2.0 mm,

내경 1.2 nun 의 원형 선채로 가공하였으며， 이때 튜브 내 분말은 60-70

wt% 정도로 가압충친 되었다고 가정 하였다. 물성의 초기상태뜰 만들거 위

해 하에 ℃ 에서 3시깐 정도 없me매ng 과정을 거쳤다고 가정하였다. 이 정도

의 열처리 과정으로는 은 초전도 분말이 화학적 결합상태를 이루지 못하는

것올 CIP ( cold isostatic pressing ) 된 초전도 분말 billet 오로 확인 할 수

있었다[8].

그림 6-4 에서 보는 것처럽 원행 단면의 선채블 테이프 형태로 누르게

되면 소성흐름은 가하는 하중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때

press 다이와 피복재 사이의 마찰계수에 선재 중심방향으로 마찰력이 가해

지게 되는 현상올 협게 예상할 수 있다. 원형단변의 초전도 선재를 pressing

하는 경우 중심올 통과하는 x-y 직각 화표에 대하여 상하 좌우 대칭올 이

루므로 그림 6-5와 같이 전체 해석 명역의 ν4 부분 대하여 해석함으로써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조건으로 그립 6-5 에서 보는 것처럽

변형올 제한하여야 한다. 해석명역은 2차원으로 선재 길이 방향으로의 변형

이 없는 평면변형조건 ( plain str;려n condition ) 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사용된 element 는 4 개의 node 를 갖는 ree떠패띠ar eler뾰nt 를 사용하였

다. 해석영역은 3개의 서로 다른 재료로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물성올

갖는 element 툴올 사용하였다. 즉 분말의 재료 물성올 갖는 element, 피복

재 즉 은의 물성올 갖는 element, 그리고 press die 에 해당하는 장해표면 (

rigid body surfac~.) element 로 구분하였다. 강체면과 픽복재 사이에서는

마찰계수에 의해 상대척 운동이 가눔하도록 경계조건올 셜청하였다. 펴복채

와 분말사이의 경계면은 연속체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어와 같은 모렐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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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원형 인발선재의 pressmg 공청 얼명올 위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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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해석명역의 meshing 및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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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press 와 피복재간의 마찰계수를 변화시키면서 그에 따른 소성흐

름의 변확를 계산하고 선재 중심부의 불균얼한 코어의 함몰 현상을 조사하

였다.

4. 소성이롤

Yield cri따l0n 온 재료가 일청한 용역상태에 도달하는 경우 소성변

형이 시작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활 수 있다[엔.

j((1iJ) = k( x) (6-1)

여기서 f 는 합수， k 는 실험으로 얻올 수 있는 재료의 물질상수， K 는 재료

의 hardening 에 대한 변수이다.

초전도선재의 피복채인 은의 소성해석에 필요한 소성이론으로 Von Mises

이론을 사용하였다. Von l\1ises 소성이론은 끔속에 잘 척용되는 이론으로

소성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Von :Mises 이론에 의하면 않cond

deviatoric stress invarient J’2 가 어떤 한계값이 도달하는 경우 소성변형이

시작되며， 다음파 같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2 ’) 2 = k( x) (6-2)

여기서 h ’ = 융 (1u’(1jj’ = 융 [«(11- 따)2+ (따펴)2+(여- 이)2]

= 융 [(1 x ’ 2+ (1 y’ 2+ (J z ’ 2) +앓+ 앓+ 앓

재료내의 소성변형은 정수압에는 아무런 명향올 받지 않으며， 단지 J2’

mv때ant 에 관계되는 deviatoric 용력에딴 관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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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분말과 같은 입자분말의 소성효릅에 대한 이론은 Von Mises 이론

에 비해 매우 복잡하며 현재까지 보면적으로 잘 맞는 이론은 없는 것으로

보여친다. 따라서 Mohr-Coulomb, Drucker-Prager 이론과 같은 소성이론을

변형 수정하여 실험 빛 분말조건에 맞게 척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분말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Drucker-Prager 이론에 의하면 Von ‘때ses 어론

과는 달리 정수압 용력성분도 소성변형에 영향올 미치며，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현할 수 있다[9].

L
all +Cl2’ ) 2 = k’ (6-3)

여기서 J1 윤 :first stress inv때ant 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소성거동온 Tresca, Von Mises, Mohr-Coulomb, 그리고

않ucker-Prager 이론과 같은 4 개의 소성이론들 중의 하나로 설명되고 계

산 되어진다. 그러나 분말과 같은 경우 실체 소성거통과 같은 계싼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 이론에 약간의 수청이 펼요하다. 분말의 소성거동 해석

에 많이 쓰이고 있는 Mohr-Coulomb 이론이나 Drucker- Prager 이론의 겸

우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결함을 갖고 있다. 하나는 associated flow 경우

분말의 과도한 팽창 ( dilatency ) 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다읍으로는， 무한한

정수압력 ( hydrostatic compression ) 에 대하여 소성재료가 소성흐륭올 견

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분말에 적용하기 어려운 가정올 보완하

기 위해 그립 6-6 과 같은 critical state m여.el 융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

우 subcritical 영역에서는 소성재료의 strain h하dening 에 의해 소성흐름이

안정화 되며 associated flow 가 발생한다고 가청하며， supercriti뎌l 영역에

서는 S때n softe띠l'}g 이 생기며 non-asso뎌a않d flow 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다. Yield surface 는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다음파 같이 수식화 할 수 있다

(1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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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UP= (Jd-2sin¢ (J$-2c cos¢=O

fsub= (Ji - Scs 2 (J i2σc- (J $) }
sub- (6d+ SaOJ -0

(6-4)

여기에 사용된 부호는 그림 6-6 에 제시하였다. 인장용력 상태의 경우 BA’

또는 DB ( zero tensile strength 경우 ) 의 소성합수를 가청하여 계산 한다.

본 해석에 사용된 분말 소성이론은 그림 6-7 과 같이 변형된

Drucker-Prager 이론으로 이 경우 Molπ-Coulomb 이혼의 물질상수를 이용

하여 계산에 필요한 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Drucker-Prager 이론은

Mohr-Coulomb 이론에 비해 수치해석에 협계 척용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과도한 분말의 팽창을 막기위해 nonassociated flow 로 가청하였으며， 초전

도분말에 대한 물성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립 6-6 과 갈은 σiti떠lstate

모텔의 subσitical 명역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third inv;따iant deviatoric

용력은 소성흐름에 아무련 영향올 주지 않는다고 가청하여 다옴과 같이 변

형된 Drucker-Prager 이론식올 사용하였다[71

t- P tanβ-d 0 (6-5)

빼 t=댐 (12 ’)융 • p=-융II

여기서 β는 분말의 효icti.on 하19le , d 는 분말과 분말사이의 cohesion 을

나타내며 이 변수 값돌은 해석척 분말이론에 많이 쓰이고 있는 Mohr

Coulomb 모델식으로 부터 계산되어 질 수 있다.

«(11 - (J2) + (0'1- 0'3) sin <P - 2ccos <P = 0 (6-6)

여기서 ￠ 는 분말의 friction angle, C 는 cohesion 을 나타낸다.

BSCCO 분말의 소성 흐름 계산에 필요한 물질 상수에 대한 연구는 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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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분말의 거동해석올 위한 en다cal state model

lod=abs(01- 03). 0s= 2(0"1+ 03) , 0' 1, (1 3: princip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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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분말 해석모델을 위한 p-t 관계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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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오므로，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힘든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상수들은 분말의 형태， 분쇄조건， 크기 둥 여러 분발 제조조건

에 의해 쉽게 변하므로 이 값들을 현재로서는 추혼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사용된 압축강도는 flexual bend test를 통해 얼었으며， 나머지 상수 값들은

알루마나 소결체의 물성자료륨 주로 활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에

나오는 일반적인 값올 사용하였다[3，8，111

5‘결과및토의

상업용 전산코드 ABAQUS 를 이용하여 pressmg 과정 중 선재에

발생하는 소성 흐룹올 계산하였다. 변수로서 press dies 와 피복채 사이의

마찰 계수를 0.05, 0.15, 0.24 로 변화시키면서 소성흐름의 변화졸 조사하였

다. 그림 6-8 과 같은 피복재와 분말의 기계적인 물성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분말와 물성은 60-70 따% 의 시편올 eIP 방법으로 ben미ng 시면올 마든

후 :t1exual streng납1 를 구하였다. 소성흐름 계산 중 변형량이 매우 크므로

초기에 분활한 element 들이 심하게 변형되어 계산이 수행되지 못하였으므

로 계산 중 새로운 element 분할 ( rezoning ) 올 그림 6-9 와 같이 수행하

였다.

마찰 계수가 0.05 및 0.24 에 대한 단면 변형올 계산한 결과 그렴 6-10

과 같은 결과를 얻용 수 있었다. 그림에서 보듯어 마찰계수 0.24 의 경우 중

심부의 초전도 쿄어 부분의 합몰 현상이 관찰 되며， 0.05 인 경우 이런 현상

은 발견할 수 없었다. 마찰 계수 0.15 의 경우는 마찰 계수 0.05 와 0.24 중

간의 소성 흐름올，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때 초전도코어의 합몰

현상온 πess dies 와 선채의 피복끔속간의 마찰계수에 크게 명향을 받고

있읍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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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계산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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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6-9 해석영역의 초기 mesh 및 rezorung 후의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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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Pressing 가공 중 마찰계수를 변수로 겨}산한 초전도선채

단변의 변형 양상 [(실선 :마찰계수 0.24, 첨선 :마찰계수 0.05 ),

( β = 25.0 0 , ψ =0.0° nondilatation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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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수치해석 모텔링에서와 같이

PIT 방법으로 선재를 인발하여 pressIng 한 결과 그림 6‘ 11 과 같은 단변

변화를 관찰 활 수 있었다. 형상변화률 볼때 초천도 피복채와 press dies 와

는 비교적 큰 마찰 계수 상태에 있음올 예상할 수 있다. 원형단변의 선재를

preSSIng 하여 테이프 행태로 가공하는 경우 press dies 의 상하 이동에 의

해 행성되는 공깐은 좌우 방향이 차유공간으로 열려 있어도 거의 비슷하다.

죽 마찰계수가 크게 변해도 테이프의 폭방향 변형량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단변의 전체 크기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마찰계수가 큰 경우는 폭 방향

으로 변형하는 것올 막게 되므로 내부에서의 소성 흐릅은 복잡할 것으로 예

상할 수 었다. 또한 pressmg 압력이나 내부 잔류웅력 상태둥이 변할 수 있

으나， 초전도테이프 성형 후 장시간의 열처리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행되므

로 용력해석 보다는 단변형태의 변화에 목적올 두고 계산하였다.

그림 6-12 는 rezorung 과정에서 직각 사각형으로 분할된 부분의

preSSIng 에 의해 변확 양상올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찰 계수가 작은

경우는 선재표면의 유통과 내부의 유통이 서로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마찰계수가 큰 경우는 표면의 흐름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내부

의 소성 흐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현상은 다음과 같이 셜명되어 칠

수 있다. 초기에 원행단면 선재를 pressing 하는 경우 그 접촉 면쩍은 매우

적으며， 원형단면 행상에 의해 점차 그 접촉면적은 커지계 된다. 이때 초기

에 첩촉했던 부분의 변형량은 나중에 접촉하는 부위에 비해 크게되고， 따라

서 press dies 면에 때한 반발력도 상대척으로 커지게 된다. 마찰력은 마찰

계수와 반발력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처음에 접촉한 부분은 큰 마찰력에 의

해 폭방향으로 잘 변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중심부의 피복재의 두쩨까

나중에 접촉하는 부분의 피복재 부분보다 커지게 되므로 초전도코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앓아지게 된다.

- 366 -



a

b

c

d

그림 6-11 pressing 가공 중 관찰된 초전도선재의 변형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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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과정 결과 press dies 의 상하 이폼량이 척온 경우 마찰계수 명향에

의한 단면변화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pressdies 의 이동량이 많아

져 선재의 변형량이 커지게 되면서 중심부의 함몰 현상이 크게 나타녔다.

최근 발표되는 설협 논문의 경우 선재의 폭이 커지면 합몰 현상이 쉽게 나

타난다는 청성쩍인 실험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이론으로

찰 컬명되어 질 수 있다. 또한 훤형 선재를 쓰지 않고 사각형 dies를 통과

시킨 후 열처리를 하여 pressmg 하는 정우， 초기의 첩측부분과 나중의 접촉

부분의 면쩍차이가 훤형 선재에 비해 척게되어 그만큼 폭 방향의 마찰력 구

배를 객케 만들 수 있으모로 선재코어의 함볼현상올 척게 벌생시키게 된다.

많은 논문에서 합몰 현상의 요인으로 언급한 초전도 분말의 충진밀도를 변

수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이에 대환 합몰 현상의 변화는 계산 결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환 연구는 앞으로 정확한 물성자료를 얻어 세밀하게

진행될 예청이나， 현재로서는 충진밀도 변화에 의한 2차쩍언 요인플에 기인

하지 않올까 예장된다.

기계가공 장비와 대상물 사이의 마찰계수는 일반 소성가공 t공청에서 매

우 중요한 변수이다. 마찰계수는 표면의 초도， 윤활상태， 열처리 상태， 그리

고 소성흐름의 속도 퉁 여러요인에 의해 영향올 받는다. 즉 마찰계수는 재

료악 고유물성이 아니라 공정조건에 의해 명향올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 기계 가공공정에서 볼 수 있는 마찰계수의 범위는 0.05-0.4 청도이다.

표면이 찰 연마되고 윤활상태가 좋은 공구강툴의 경우 마찰계수가 0.05 청

도이다.s뾰:1， 구리， 청동율 이용하는 wire, tube, deep 바awmg 에 쓰이는

올활상태가 좋은 h하dened s뼈1 die 의 경우 0.05-0.15 청도이다. Mild 강의

얼반 m피ng 의 경우.: 0.07-0.09 청도로 알려져 있다[12]. 열처리풍에 의해 표

면이 거훨게 되면 마찰계수는 0.4 청도까지 증가하기도 한다. 열처리된 은의

경우 마찰계수는 비교척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계속되는 냉간 가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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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마찰계수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냉간가공 중 단면감소옳올 결정하

는 경우， 내부소성 흐륨의 명향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마찰계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양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청조건에 따라 마찰계수가 만감하게 변하므로 선재 중심부의 불균일환

소성흐릅 또한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 선재코어 중심부의 함몰현상이 마찰

계수에 직접척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기계체조 공청율 조사하

면 많은 개선 사항을 발견할 수 있올 것이다. 앞으로 m파ng 에 대한 소성효

름 해석이 수행될 예청이며 이 역시 preSSIng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재특성

향상올 위한 기계가공 공챙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 된다.

6. 결 론

1) 초전도분발과 피복재 silver 로 복합된 선채률 소성 기계가공 하는

경우， 일반 금속 가공에 비해 복잡한 소성 효롱올 나타낸다.

2)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선채가

공 중의 소성흐름올 해석하였다. 원형 단면의 인발선재를 presSIng

하는 경우 선재의 초전도코어 중간에 함몰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

은 설계단계에서는 예상하자 못하고 가공중에 생기는 현상이므로 발

생훤언올 조사하여 제조공청에 반영시켜야 한다.

3) Press dies 와 피복재 사이의 마찰계수를 변수로 하여 계산한 결과

선재코어의 함몰현상은 마찰계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초기 원형단변에서 평편한 태이프형태로 변형하면서 접촉부 면

‘ 척이 급격히 변하게 되고， 따라서 선재중심으로 향하는 마찰력의 분

포가 급격하게 되어 초전도코어의 함몰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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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찰계수는 공정조건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선채 중심부의 불균일한

소성흐름 포한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

5) 분발의 소성이론으로 채택한 개선된 Drucker-Prager 이론은 비교적

분말의 소성흐륨을 잘 반명한 것으로 보이나， 계산에 필요한 분말물

성 연구가 수행되어야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올 수 있다.

6) 선재코어 중심부의 합몰현상이 마활계수에 직첩적으로 명향올 받는

다는 개념을 가지고 기계체조 공정을 조사하면 많온 개선 사항올 발

견할 수 있을 것이다.

7) 앞으로 rolling 에 대한 소성흐릅 해석이 수행될 예청이며 이 역시

pressmg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채특성 향상을 위한 기계가공 광청 개

선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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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7절 초전도자석 냉각용 저온조 열유동 해석

1. 서 론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처향이 거의 없어지며， 반 자성체의

성질올 나타낸다. 초전도체를 용용하기 위해서는 임계온도 이하로 초전도체

를 냉각 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전도체의 임계온도를 높

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었으며， 보다 경제적인 냉각방법올 얻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어 쓰이고 있는 NbTi 혹은 ~Sn 같

은 급속계 초전도체의 경우 임계온도가 매우 낮아 가격이 높은액체헬륨 (

비풍온도. 4.2 OK)을 이용하여 냉각을 시켜야 한다. 최근 발견된 고온초전도

체의 경우는 임계온도가 액체질소의 비퉁온도 (77K) 이상의 비교척 높은 온

· 도로 금속계 초전도체에 비해 냉각면에서는 경제성올 얻올 수 있으나， 효율

적인 용용및 고 임계전류멀도를 얻기 위해서는 운천 온도를 저온초천도체와

같이 낮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혀져 있다[1，2].

초전도체의 용용분야가 넓어지고 사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져온장치 및 냉작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전도선재 셜계 및 제작기술은

물론 경제척이고 사용이 간편한 냉각장치의 설계 및 제작기술이 일반 초전

도장치의 상품성올 높이는데 더욱 커다란 C생향을 미치고 있다.

초전도체를 냉각하는 방식은 대상이나 사용 목척에 따라 다르다. 길이가

건 케이블과 같은 경우， 케이불 둘래에 냉매를 순환시키고 외부를 단열시키

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으며， 코일과 같온 형태로 용용하는 경우는 크기에

따라 케이블과 같은 방법올 사용하거나 혹은 냉매속에 코일올 담궈 냉각시

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 초전도코일을 상품성을 가진 장치로 이용하는 분야는 MRI 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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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나 실험용 코일과 같이 비교척 크기가 작은 경우는 거의가 냉매에 람

궈 냉각하는 방법올 사용한다. 그 밖의 용용분야는 주로 몰리학 연구목척

자석 또는 입자가속기， 국방기술， 그리고 핵융합파 같이 특수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코일이 철계 제작된다. 이처럼 주문체

작의 형태로 코일이 체작되므로， 코일의 효율척인 운전을 위해서는 역시 코

일에 적합하도록 저온조를 셜계 및 제작한다.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자석시스템의 경우， 교류손실이나 코일과 처온조

벽사이에서 발생하는 와전류손실 혹은 em하it 11않d 에 의한 열손실과 같어

코일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과， 외부와의 온도구배에 의해 발생하는

저온조 차체의 열손실로 나눌 수 있다. 상품성올 갖는 초전도체의 올욕욕

위해서는 저온조의 구조가 열손실올 최소확하는 동시에 작고 단순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이 상반된 개념을 갖는 저온조를 체작하기 위해서는 수학척인

해석을 통한 설계가 필요함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액체헬륨을 담아 코일올 냉각하는 일반척인 형태의 처온

조에 대한 열유동 현상올 해석쩍인 방법올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짧없tal com뻐뼈 를 이용하는 전산 알고리즘과 간단한 %따e 프로그랩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저온조에 적용하여 계산한 후 그 결과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 액체헬륨 저온조에서의 열유동

일반적으로 열유동 계산올 하는 경우 크게 수치해석 방법파 해석해

를 이용흩}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치해석 방법은 해석 대상의 형태

나 경계조건에 판계 없이 비 선형의 겸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좋은 전산장비 및 소프트 훼어가 보급휩에 따라 수치해석 방법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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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계산 준비 과정이 복참하고 많은 기억 용량올 갖는

전산장비를 필요로하기도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설계변수에 대한 영향올

수식에서 쳐럽 쉽게 예상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한 많은 계산올

통해 그 현상을 추론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해석헥를 이용하는 경우

는 비교척 계산양이 척고， 임의 변수에 의한 영향올 수식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형상이나 경계조건의 경우 많은 가정올 통

해서만 계산이 가능한 단첨올 가져고 있다. 액체헬륨 저온쪼의 경우 형상이

비교척 간단하고， 또한 설계시 열손실에 명향을 주는 인자를 확인하여 셜계

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석해를 이용하는 얼유동 해석이 매우 유용할 것으

로 생각된다.

액체헬륨올 저장하는 저온조악 일반적인 형태는 그림 7-1 에서와 같이

액체헬륨용기， 중간단열충， 액체질소용기， 그리고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벽과 액체헬륨용기 사이는 진공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반열효과를 높이게

된다. 액체질소용기는 경우에 따라 용기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사용상의 편

리함올 위해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중간단열층의 수를 놀여 단

열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액체질소용기 충은 단순한 단열충 효파

외에 외부로 부터 침입된 열올 홉수하여 채거하는 뼈at 업nk 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설치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었다.

저온조에서의 열유통은 처온조가 충분한 시간 냉각되어 열척으로 정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청하에 계산이 수행된다. 저온조의 크기에 비해

단열충간의 거리가 매우 적으므로 평판에서의 두께 방향 I차원 열유동으로

가정한 후， 열전달 해석해를 이용하여 열유동 계산올 수행하였다. 그립 7-1

과 같은 저온조의 경우 외부로의 열손실은 코일시스댐에 의한 열손실을 고

려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형태로 분류활 수 있다[3].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열전달 방법은 벽면에서의 복사 열전달(Q써 로서 각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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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액체헬륨 처온조의 일반척인 구조 및 열유동 형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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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옴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Q'l =Aica(옆-T↑) (T.. I)

여기서 Ai 은 벽면의 넓어 ， T 는 온도， E 은 αleffid업1t of reflection, 0 는

Balm때1 상수이며， i 및 j 는 각각의 단열충에 태한 index 릅 나타낸다. 일반

척으로 진공상태에서는 복사에 의한 열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식에서 보듯이 복사 열전달량온 표면 온도의 4송에 비혜하므로， 중

간 단열충이 많올 수록 복사 손실이 척게 될 수 있음을 혜상할 수 있다.

두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열전달 방법온 단열충이나 용기를 고쩡하기의

해 설치하는 벽면 지지대를 통한 전도에 의한 열전달(Qi2) 이다. 지지대를 통

한 전도 열전달은 다음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Q fl.= Ai줬(Ti- T ,) (7-2)

여기서 & 는 지지대의 열전도계수이며， is 는 지지대의 길이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었는 열전달 방법은 벽파 벽사이의 진공 공감에

잔류하는 기체를 통한 열전도(Qr3) 이다. 이 공간에서의 열전달은 저밀도 열

전달방법으로 기체의 m않1-잠'00 path가 혈전달하는 고체 표면의 면척에 비해

매우 작다고 가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고체표면 온도와， 이

표면에 접한 기체사이애서는 온도의 jump 가 발생하여 온도의 지울기가 줄

어툴게 되고， 따라서 열전달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 방법에 의해 전랄되는

열량은 다음식틀로 부터 계산되어 질 수 있다[4].

.dT=요二양피L소 (Ti - 간-2L1π
ac r+ 1 pr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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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2.27xl0 -5 종

(T!- T ,-2L1T)Q i3 = kgA i ,,- J -/ (7-3-2)

여기서 f1T는 기쳐l와 고체표면사이의 온도 jump이며， 따 는 $∞nun여ation

coef젠cient ， Y는 i없ItφIC ex따1해t (CJIι)， pr 은 Prandtl num밟" Ig 는 벽파

벽사이의 거리， kg 는 저밀도 기체의 열전도계수를 나타낸다.p 는 압력으로

단위는 N/m2
이며， 이때 k 는 m웰1-잔ee 햄.th 로서 단위는 m 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합 수 있는 열전달 방법은 저온조의 neck 부분을 통하여

외부에서 전도되어 들어오는 침입열(WO)과， 액체헬륨이 가화되어 neck 부위

로 흘러나가면서 저온조 neck로 부터 열을 홉수하는 복장한 형태의 열유통

방법이다. 열의 평형식을 세우면 식(7-4-1)파 같은 미분방청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방청식올 그림 7-1 과 같은 청계조건으로 계산하면 식(7-4-2) 와

같은 멸천달 해를 얻올 수 있다[5].

dT 11 r ,_ _J 'T' '1'" '\, dT
k( 1jA n2k 김~ = A nek [ko+a( T- To)]깅; = ψ0+ mtCp( T- To)

(7-4-1)

* ω。 + mtCb(T- To) "l쯤쏘=갚r-[a(T- π)+ (ko -ω찮늄)ln U J l
~ nek "'''tνp ""tνp WQ

(7-4-2)

- 379 -



여기서 k띠 는 온도합수인 열전도계수이며， mr 는 IRe의 시간 당 손실량，

All<야 는 neck 의 벽 단면적， lnd 는 저온조 neck 부분의 높이， Cp 는 헬륨기체

의 정압버열， a. 는 온도함수인 열전도계수의 온도에 따른 기옳지) wQ 는 중

간단열층의 연결위치에서 부터 저온조의 nεck 를 따라 전도되어 액체헬륨

용기안으로 전달되는 열량이며， 하첨차 짧O 는 액체헬륨에 관한 불성치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열전달 방법을 이용하여， 액체헬륨용기 벽면파 인접

한 단열충사이에서의 열 평형방청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o= m t L

Qo + mtCp( T1 - To) =Ql

Qo = Q01 + Q02 + Q03 + Wo

ψ=ψ0+ mtCp( T1 - To)

(7-5-1)

(7-5-2)

(7-5-3)

(7-5-4)

여기서 L 은 액체헬륨의 기화 잠열올 나타낸다. ‘

이렇게 각착의 단열충 사이에서 얻어진 열평형 방정식들올 그림 7-1 과

같은 저온조에 적용하는 경우， 각 충사이에서 세워진 열평형식틀을 모아 저

온쪼 전체에 대한 열유통현상올 나타내는 연립방청식을 만툴어 계산해야 한

다. 즉 단열충의 갯수에 상관없이 각각의 충의 온도를 미저수로 하여 어를

기준으로 열평형식올 만든 후 계산과청을 통해 열평형에 의해 각 단열층의

온도를 찾는 방법올 사용한다. 그림 7-1 의 경우 쩡척상태에서 액체헬륨용기

와 액체질소용기 혹은 외벽의 온도가 주위 냉매에 의해 결청되므로， 구하고

자 하는 미지수가 그만큼 줄어틀게 된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들은

implicit 하게 서로1 비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iteration 에 의한 계

산방법올 이용해야 한다. 이와같이 해석척인 방법을 이용하는 열손실 계산

온 러시아에서 저온조 셜계파정에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저온조의 특성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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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열손실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

그림 7-1 에서와 같이 액체헬륨용기 벽파 액체질소용기 벽 사이에

1개의 중간단열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할 수 있

다. 중간단열충의 온도(TtDn)를 양쪽 용기의 중간 온도로 가청하여 초기화 한

후 액체헬륨용기 벽 (4K) 과 중간 단열충과의 혈 유동량율 식 (7-1), (7-2), .

(7-3)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QO=QOl + Qoo + Q03 (7-이

Wol= 0.001, w02=O.OI 과 같이 한 자리수 차이가 나도록 초기치를 잡아 각각

의 초기치에 대한 다음식과 갈이 액체헬륨손실량을 계산한다.

Qo+ ψ01 00 Qo+w따
mtl=τ = L , ma =τ = ~U T --U"" (7~꺼

。1 렇게 계산된 각각의 값을 식(7-4)를 변형한 다음식에 넣어 그 값들의 부호

를 초사하여 초기에 잡은 WOb Woo 의 값사이에서 원하는 액체헬륨손실량이

폰재하는지 확인하고， 만일 이 조건올 만족하지 않으며 WOb Woo 의 크기를

다시 조정하여 같은 과청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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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0+ mtCp( T- To) , I빠
앓=념r-[a( T- To) + (ko -ωπ일)ln ” A

"‘t“ P ~tνp ι10 .i"'1 nek

(7-8)

위의 한계조건올 만족하는 W01,W02 사이에서 2분법을 사용하여 청확한 W(J)

1nt 값올 찾는다.

이렇게 얻어진 TtoTb qlα nι Wo 를 가지고， 중간 단열충과 액체질소용기 벽

파의 열잔달량을 계산하여 얻어진 열전달량 ql 과의 관계를 버교하여 열전

달 평형식올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Tttm 올 선청한 후 맨 처음부터

다사 반복수행한다.

ql = Ql + WI (7-9)

중간단열층에서 다읍과 같은 열평형방청식올 만족하는지를 조사한다.

da=ql ‘ [qo+mtCp(Ttem-To)] (7-1이

dq7f 허용치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 2 분법에 의해 새로운 Tron 결정

한다. 이 청우 d(J 의 부호를 조사하여 Tron 의 중감을 결청한 후 처음부터

같은 과청올 반복한다. 위와 같은 알고라즘을 이용하는 %따ce program 올

부록에 첨부하였다.

4. Wide-ne따 액체헬륨 저온조의 열손실 계산

초전도코일의 용용분야가 넓어지고 그 용량과 크기가 점차 커점에

따라 neck 부분이 넓은 액체헬륨 저온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온조는 사용기간이 짧고 간단한 실험용으로는 척합하나 장시간 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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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의 손실량이 많아 부 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온조의 neck 부분이

넓어지면 전도되는 단면적이 커지고， 또한 neck 벽면으로부터 기체화된 헬륨

으로의 열전달이 나빠지기 때문이다[6]. 지금까지 제시한 해석방법 알고리즘

에 의해 FORTRAN 언어를 이용하여， 약 500 출 청도의 비교척 짧은 P.C. 용

프로그랩을 만든 후， 그립 7-2 와 같이 께de...:뾰ck 율 갖는 저옹조에 대한 열

해석올 수행하였다[7]. 그림에서 보듯이 어 저온조는 중간단열충올 사용하지

않고 액체헬륨용기와 액체질소용기와 외벽으로 구성화어 있다. 처온초의

neck 부분은 코일을 저온조 안에 넣기 위해 충분히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이 neck 와 연결된 상단 R때ge 부분은 상온의 외기와 접해 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볼때 저온조 n야k 올 통한 열 손실은 다른 열천달 방법에 의환

열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하여 표 7-1 및 표 7-2 와 같온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파 표 7-3 파 같은 열손실 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이 경우 중간단열층이

없으므로 액헤첼륨용끼와 액체질소용기 사이의 열유동과 neck 를 통한 열손

설량반을 고려하면 환다. 계산된 액체헬륨 손실량온 저온조 제작자가 제공

한 기술 사양서에 제시한 값 5 리터/hour 에 근접하고 있다. 계산된 결과를

보면 열손실의 대부분은 저온조 neck 율 통한 전도 열손실임율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입구가 큰 구조를 갖는 저온조의 경우， neck 올 통한 열손실올 줄

일 수 있는 방법올 찾는 것이 중요한 열 셜계 항목임올 알 수 있다.

시간 당 5 리터의 액체헬륨 손실량은 비교적 큰 값으로 생각되며 이 저

온조는 장치에 부착하여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척이라기 보다는， 코일에 대

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용 측정장비임을 알 수 있다. 운전 중 액혜헬

륨의 손실이 계속되어 액체헬륨의 수위가 떨어지는 검우 neck 의 길이가 상

대적으로 중가하고， 반경방향으로의 열전달 벽 면척도 감소하게 되어 점차

열손실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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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Wide-neck 을 갖는 O.5MJ SMES 시험용 저온조 재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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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O.5MJ SMES 코일 냉각용실험용 액체헬륨

저온조의 칫수

채질

Ule vessel 직경

높이

Cryostat outside 직경 :

높이

LN2 v않sel 폭

스태인레스 스탤

640 mm

2365 mm

SOO nun

2518 mm

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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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계산에 사용된 저온조의 물성 및 칫수 데이터 [3]

LHe la뼈it heat 20.6 JIg

Cp 6.0 JIg K

LHe 따-ea. 4.14 m2

LN2 앙ea 4.49 m2

blaek fae,tor 0.3

suppcπt areaflen，망h 0.012

He aecomodation factor : 0.6

N2 accomodation factor : 0.6

Plandtle coefficient 0.78

Vacuum gas pr않sure 1.0E-6 N/rn2

Vacuum heat tr뻐sfer 0.009 W/mK

Vacuum layer thickness : 0.025 m

neck area 0.0045 m2

neck length 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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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0.5MJ SMES 코일 냉각용 저온조의 계산된 열유동 양

복사 열손실 : 0.25 W

지지물 천도손실 : 0.039 W

저밀도가스충 전도 : o.α)()4 W

neck 통한 전도손실 : 3.2 W

총손실

LHe 손실율

3.49 W

: 4.88 liter/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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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같온 저용조라도 neck 의 길이를

비롯한 여러 입력차료들이 운전 조건이나 저온조 가공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하며， 많은 운전 경험 빛 설계 경험은 청확한 결과 예측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었다. 본 해석방법용 유한요소법과 갈이 정확한 해

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쩍 많은 가정율 통해 간단한 해석해를 이용하

는 밟뺑많ing 개념의 해석 방법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저온조에서 어떠한

혈전달 요소가 전체 열손실에 크게 명향올 주는지 확안할 수 있으며， 그 결

과를 셜계에 직캡 반영할 수 있다.

구조변경에 따른 란열효과의 변확를 예상하기위해 표 7-1 빛 7-2 와 같은

저온조에 그림 7-1 과 같이 중간 단열충을 셜치하고， 액체질소용기의 벽을

연장하여 액체헬륨용기에 첩합연결 시키는 경우에 대한 열손실흘 계산하였

다. 그 결과 표 7-4 에서 보듯이 액체헬륨 손실량은 약 1/5 로 줄어 들고 있

다. 액체질소용기 벽이 연결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neck 을 통한 열칩입은

중간 단열충으로 흐르며， 액체헬륨으로 천달되는 열 침입은 급격히 줄어드

는 것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때 중간 단열층의 설치와，

외부열을 차단할 수 있는 액체질소용기와 같은 열홉수 충올 액체헬륨용기

neck 에 열척으로 연결 시키는 작업은 저온조의 상품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올 하는 것올 알 수 있다. 일반척으로 neck 올 통한 열손실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저온조의 입구를 작케하거나 두쩨가 앓은 재료를 사용하여

전도 단면적을 줄이고 헬륨가스에 의환 냉작 효과릅 높이거나" neck 부분의

높이를 윗쪽으로 길게 연장시키거나， 혹은 neck 부분올 상부 H뻐ge 에 연결

하지 않고 중간단열 풍에 열척 연결시키는 방법올 사용하고 있다. 이 겸우

사용하기에 불편하껴나， 제작기술이 어렵고 제작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발

생활 수 있을 것이다. 초전도코일의 앵구사용 목적 저온조의 경우 운전상의

경체성올 고려하여 위에서 언굽한 복잡한 형태의 단열기법을 사용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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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0.5MJ SMES 코일 냉각용 저온조에서 중간단열층과

액체헬륨용기사이의 계산 열유통

중간단열충젤치경우

(그립 7-1 구조)

복사열손실

지지물 전도손설

저밀도가스충 전도

neck 통한 전도손실

총손실량

LHe 손실율

0.0075 W

0.058 W

O.α)()35 W

0.62 W

0.69 W

0.96 liter/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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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보롱이며i 껄치 후 분해 빛 채 초립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지금

까지 셜명한 해석혜를 이용하는 열손실 계산방법은 그 자체로서 사용되는

것 보다는 전자기적 셜계 및 기계적 강도설계 그려고 제작기술 수준올 고렴

하여 최적의 저온조를 셜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올 것이다.

5. 헬륨 냉동 웅축기의 운전가술

액체헬륨 저온조를 이용하여 코일올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 코일의

냉각올 위해 손실되는 액체헬륨올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열유동 계산올

통하여 열손실이 쩍은 저온조를 제작한다 혜도 최소한의 액체헬륨 손실율

방지할 수는 없다. 액체헬륨을 공급선올 통해 외부에서 처온조 내부로 공급

하거나. 포는 페회로를 이용하여 방출되는 기해헬륨을 모아 다시 압축 냉각

액화시켜 공급하는 방법올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

로 저온조 공간내에 cold head 를 장착하여 기체화훤 헬륨을 외부로 방출되

기전에 다시 웅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의료용 뼈I 경우 이방법

올 많이 사용하고 있는페， 이 방법은 척은 풍간내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비

교척 장치가격이 저렴한 장점올 가지고 있다. 초전도자석의 장시간 운전의

경우 냉각에 필요한 액체헬륨 가격이나 혹은 헬륨 액화 전력비용이 장치의

경체척인 운용에 커다란 명향을 미치게 된다[8].

본 설협에 사용된 냉동용축기는 그립 7-3 과 같온 피없 형으로 저온조에

장착하여 기쳐1확된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는 장비이다. 장비는 &뻐1 회사

제품으로 모렐명은 CG308SC 이다. 어 냉동 용축기는 @빼않sor 와 C이d

h않d 의 2 부분￡로· 구성되어 있요며， ∞ld head 는 e작뭘nder 회로와 n ’ (

lou1바 πlomson ) 회로의 2원회로로 구성되어 ∞U 따ad 묻단을 4K 까지 온

도를 낮출 수 었다. 냉동눔력은 4.3 K 에서 3.0 W 청도로 소규모 져온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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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한장비이다.

냉각용축기의 특성올 조사하기 위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처용조 내부를

4xlO-3
ni매r ( 벼租lSion 진공펌프 가동중 측청 ) 로 진공상태를 만들어 단열

효과를 높인 상태에서 그림 7-4 와 같이 장치를 구성하여 운전실험올 수행

하였다. 처온조에 액체헬륨올 넣지않고 냉동기의 운천 특성올 조사하였다.

이 냉동기는 장시간 운천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이모로， 초기에 cold head

의 끝탄을 4 K 로 만드는 과정용 수동 운전으로 이루어 지도룩 되어 있으

며， 냉각시간도 2-3 시간 청도로 비교척 킬다. 운천방법온 냉동기 계통의 헬

륨 압력을 계속 감시하면서 IT 밸브를 이용하여 냉동능력율 조절한다.IT

회로의 입력 빛 배출압력 계기와 e한JeIlder 회로의 입력 및 배출 압력계기의

값이 운전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압력이 유지되도록 IT 밸브를 조철한

다.4 K 로 온도가 낮아질 수록 cold head 끝단의 온도변화가 π 밸브에 매

우 민감하게 반용하였다. π 밸브의 위치가 1.43 안 경우 cold 뼈ad 물단올

4.2 K 를 만들 수 있었으며， 그때 π 회로의 방출압력이 0.0 뼈따n2 G 였다.

IT 밸브의 값이 1.40 일때 3.95 K 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었으나 IT 방출합

력이 매.3 kgJcm2 G 청도로 불안쩡한 운전 상태가 되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

농하였다.

6. 결 론

1) 국내 산업체의 경우 초 저온장치 및 냉각기술 개발에 대한 역사가 짧

고， 초전도체를 산업화하기 위한 코일 냉각기술 수준이 상대척으로

낮아 산학 협동 연팎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2) 다양한 저온조 특성상 중소거업에 의해 얼계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여건에 맞는 기술 및 셜계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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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4 4 K 냉동 용축기의 운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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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혜를 이용한 저온조 열손실 계산 방법윤 비

교척 손쉽게 성계단계에 적용하여 높은 상품성을 갖는 저온조를 껄

계 채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러시아에서 저온조 셜껴l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s 냉동 웅축기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소규모 초전도 시스댐의 용용 경

제성올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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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액체헬륨 처온조 열유동 해석 프로그램

type kcrys42.for
program kcryo

c This pr。gram is f。r calculatin9 the Lhe l。ss in cry。gtat.
This program is modified from kcrysl.for
common~9~/k~(40)， ka(30) ， tp(40) ， ta(30)
common/g2/11 ,cp ,ahe ,an2 ,a16 , fin2 , fln2s ,a1he ,a1n2 ,11dn2.

,aapn2 ,m,k ,p ,al ,fl , fls ,11d ,aap ,all ,a12
real kp ,ks ,11 , la , las ,k ,11dn2 , 11d ,ka ,m
d。uble precisi。n ql ,q2 ,q21 ,ql1 ,q31 ,q12 ,q22 ,q32 , n1I111 ,m1 ,

,WO ,W01 ,w02 ,w03 ,qq ,a
tS(1)= 0.0

ts(2)= 5.0
ta (3)= 6.0
ts(4)= 7.0
ts(5)= 8.0
ta(6)=10.0
ts (7) = 14.0
ta(8)= 20.0
ta(9)= 30.0
ts(10)= 40.0
ts{ll)= 50.0
ts (1 2 ) = 60. 0
ts (l3)= 70.0
ts(14)= 80.0
ts(15)= 100.0
ts(16)= 150.0
ts(17)=200.0
ts (l9)=300.0
tp(l)= 0.0
tp(2)= 3.0
tp (3)= 3.2
tp(4)= 3.4
tp(5)= 3.7
tp(6)= 4.0
tp (7)= 4.2
tp(8)= 4.4
tp(9)= 4.70
tp(10)= 5.10
tp ( 11) = 5.60
tp(12)= 6.20
tp(13)= 7.0
tp(14)= 7.80
tp(15)= 8.4
tp (l6)= 9.4
tp (1 7)= 10.4
tp(18)= 11. 4
tp(l9)= 12.5
tp(20)= 13.8
tp(21)= 15.0
tp(22)= 16.0
tp ( 23 ) = 17. 4
tp(24)= 18.7
tp(25)= 20.0
tp ( 26 ) = 2 1. 0
tp(27)= 22.5
tp(28)= 25.0
tp(29)= 26.5
tp(30)= 31. 0
tp (31)= 36.0
tp (32)= 45.0
tp(33)= 55.0
tp (34)= 66.0
tp (35)= 76.0
tp(36)= 86.0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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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6.0
c he area and n2 area , m2

ahe = 4.14
an2 = 4.49

c REM black factor
alb = .03

c REM area/length (n2(?he)-shield) , m
fln2 =' .012

c REM area/length for steel , m
fln2s == • a

c REM he accomodation factor , and n2
alhe ". .6
aln2 == .6

c prandtle coefficient
pr=0.78

c vacuum heat transfer coeff1
vk=0.009

c vacuum thickness
vlh=0.0125
vln=O.0125

c REM length up to neck (n2(?he)-shield) , m
lldn2 = .25'

c REM area of neck , m
aapn2 = .004 ‘

m = 4.0 、

k = 1. 6
c REM gas pressure

p == l. E-6
c REM number of shield

n = 1
c REM shield area , m2

a1 ". 4.31
c REM area/length , m

fl == .012
C REM area/length for steel , m

fls == .0
c REM length up to neck(sh1eld-sh1eld) ,m

lld == .25 ’ •
c REM area of neck , m2

aap = .0045
c REM accomodation factor 1 (hot)

all = .6
c REM accomodation factor 2 (cold)

a12 = .6
c REM
c REM

kc=o
wOl=O.O
w02=O.0
w03='0.O

telO == 4.2
te20 = 77.

999 continue
tel .. (telO + te20) / 2.

c REM
c REM
c i think that the average was used for , /2

taO == (tel + 4.2) / 2.
do 20 j == 2 ,40
1a = (kp(j) - kp(j-l» I (tp(j) - tp(j-1» * (taO - tp(j-1»

, + kp( j-1)
IF ‘taO.le.tp(j» goto 100

20 continue
100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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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c

c

do 30 j = 2 , 18
las = (ks(j) - ks(j-l» I (ts(j) - ts(j-l» * (taO ‘ ts (j -1» +

, ks( :J -1)
IF (taO.le.ts(j» goto 200

30 continue
200 ttt = tel ... tel * tel * tel

tOO = 4.2 • 4.2 • 4.2 * 4.2
write(* ,777) la , las

777 format(lx , 2FIO.7)
qll = ahe • alb - 5.77E-08 • (ttt - tOO)
q21 = (la • fl + las • fIB) * (tel - 4.2)
ram=2.27e-S*taO/p

ssl=«2.0-alhe)-(2.0·k)·ram)/(alhe*(k+I.O)·pr)
Ss2~ssl*(tel-4.2)/(vlh+2.0*8al)

a=(tel-4.2)/2.0
if(ss2.gt.a) as2=a
q3l=vk*«ahe+al)/2.0)*(tel-4.2-2.0*ss2)/vlh
wrlte{* ,777) la , las

ql = qll + q21 + q3l
write(* ,123) ql ,qIl ,q2I ,q31

123 format(lx , 4f12.8)
REM
REM

write (. ,713)
713 format(lx ,’ before wnl ’)

CALL wn1(tel , 4.2 , gI , mml , wOI)
write(* , 712)

712 format(lx , ’ after wnl ’ )
write(* ,787) q1 ,wOl , tel ,mml

787 format(lx , ’ qlwOlte1mml ’ , f14.9 ,el0.3 ,2f14.9)
read(* , 189) ccc

189 format(lx , flO.S)
ql '" ql + wOl
do 40 i = 1 , 1

tan2 '" (77. + tel) I 2.
do 110 j = 2 ,40
la = (kp(j) - kp( :J -1» I (tp(j) - tp(j-l» ...

, (tan2 - tp( :J -l» + kp(j-l)
IF (tan2.1e.tp(j» goto 300

110 continue
300 continue

do 120 j = 2 , 18
las = (ks(j) - ks(j-l» I (ts(j) - ts(j-l» *

·(tan2 - ts(j-l» + ka(j-l)
IF (tan2.Ie.ts(j» goto 400

120 continue
400 s3 = 77. • 77. • 77. • 77.

s4 = tel • tel • tel - tel
ql2 = ahe - alb • 5.77E-08 - (83 - 84)
q22 = (la * fln2 + las • fln2a) • (77. - tel)
ram=2.27e-S-tan2/p
s81=«2.0-aln2)·(2.0·k}*ram)/(aln2.(k+l ‘ O)*pr)

ss2=ssl*(77.0-tel)/(vln+2.0*sal)
a=77.0-tel
lf(ss2.gt.a} ss2=a

q32=vk*«an2+al)/2.0)*(77.0-tel-2.0*ss2)/vln
q2 = q12 + q22 ~‘ q32

REM ‘

write(* , 7l4)
114 format(lx , ’ before wn2 ’ )

CALL wn2(77." tel ,q2 ,mml , w02)
write(- ,7l5)

715 formate lx ,’after wn2 ’)
q2 = q2 + w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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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 = q2 - ql ‘ mml * cp * (tel - 4.2)
IF (dabs(dq).le.le-4) goto 500

if (dq.gt.O.O) goto 505
te20=te1
go to 510

505 te10=te1
510 kc=kc+1

if(kc.eq.300) goto 500
write(* ,656) tel

656 format(lx , flO.5)
read(* , 667) aaa

667 format(fl0.5)
goto 999

500 write(* ,600) ql ,qll ,q21 ,q3l ,w02 ,mml , te1
wrtte(* ,601) dq

601 format(lx ,el0.3)
600 format(lx ,6fll.8 , flO.4)

write(* , 515)
515 format(lx , ’ qll q2l q31 wOl ql ’ )

write(* ,511) ql1 ,q21 ,q31 ,wOl ,ql
511 format(lx ,6fll.8)

wrlte(* ,5l2)
512 format(lx , ’ q12 q22 q32 w02 q2 ’ )

wrlte(* ,516) q12 ,q22 ,q32 ,w02 ,q2
516 format(lx ,6fI2.8)
513 format(lx ,6fl1.8)

。mml=mrnl*3600.0/1000.0/0.125

wrlte(* ,SI4) omml , tel
514 format(lx，’。mml= ’, fl 1. 8 ,5x,’ tel ’, flO. 5)

stop
endc

c
c
c

subroutine wnl(tl , t2 ,qq ,mml ,w03)
common/gl/kp(40) ,ks(30) , tp(40) ,ts(30)
common/g2/ll ,cp ,ahe ,an2 ,alb , fln2 , fln2s ,alhe ,aln2 ,11dn2 ,

,aapn2 ,m,k ,p ,al , fl ,fls , 11d ,aap ,al1 ,a12
real kp ,ks ,11 , la , las , k ,11dn2 ,11d ,ka
double precision ql ,q2 ,q21 ,qll ,q3l ,q12 ,q22 ,q32 ,mm1 ,ml ,wO ,

,wOl ,w02 ,w03 ,m2 ,qq
wOl=O.OOl
w02=0.01

call alka(tl , t2 ,al ,ka)
wrlte(* , 332) al ,ka

332 format(lx ,’ a1ka ’ ,2 £12.8)
do 100 j=1 ,50

232 continue
m1=( qq+wOl) III
m2=(qq+w02)/ll
8w1=O.O

sw2=0.O
write(* ,145)ml ,m2

145 format(lx ,’mlm2 ’, 2 f12.9 ’
call www(wOl ,ml , t1 , t2 , swl ,al ,ka ,aap ,11d)
call www(써02 ， m2 ， tl ， t2 ， B써2 ， al ， ka ， aap ， 11d)

write(* ,434) swl , sw2
434 format(lx , ’ swlsw2 ’ ,2F14.8)

if(swl.gt.O.O) goto 500
lf(sw2.1t.O.O) goto 600
write(* ,710)

710 format(2x , ’ program has a error In choosing the wO ’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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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continue
if(sw2.lt.O.O) goto 222
wO~=wOl*lO.O

w02=w02*10.0
goto 232

600 continue
wOl=wOl/10.0
w02=w02/10.0
goto 232

222 continue
if‘wOl.ge.le-lO) goto 242
w03=0.0
mml=qq/ll
goto 810

242 continue
do 666 i""1 , 10
w03=(써01+w02)/2.0

mm1=(qq+w03)/ll
S써3=0.0

call www(w03 ,mm1 , t1 , t2 , sw3 ,al ,ka ,aap , lld)
lf(dabs(sw3).lt.1e-8) goto 810

if{sw3.1e.0.O} goto 233
써01=쩌03

goto 666
233 w02=w03
666 continue
100 continue
810 continue

return
endc

c
c
c

subroutine alka(tl , t2 ,al ,ka)
common/g1/kp(40) ,ks(30) , tp(40) , ts(30)
common/g2/11 ,cp ,ahe ,an2 ,alb , fln2 , fln2s ,alhe ,aln2 ,1Idn2 ,

’ aapn2 ,m, k ,p ,al ,fl , fls , lld ,aap,all ,a12
real kp ,ks ,11 , la , las ,k ,11dn2.11d.ka
double precision ql ,q2 ,q21 ,q11 ,q31 ,q12 ,q22 ,q32 ,mm1 ,m1

c tl > t2
do 100 i=2 , 18
11=1-1

* do 100 j=i1+1 ,30
* lf(tl.le.ts(j» gote 200

i11=1
al=(ks(i1i)-ks(ii»/(ts(ili)-ts(il)}
ka=(ks(lii}-ks(11}}/(ts(111}-t9(11)}*(t2-ts(il»+ks(il)
lf(t2.lt.ts(I» geto 200

100 contInue
200 continue

return
endc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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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utine wn2(tl , t2 ,qq ,mml ,w03)
common/gl/kp(40) ,ks(30) , tp(40) , ts(30)
common/g2/11 ,cp ,ahe ,an2 ,alb , fln2 , fln2s ,alhe ,aln2 ,11dn2 ,

,aapn2 ,m,k ,p ,al , fl , fls ,11d,aap ,al1 , a12
real kp ,ks ,ll , la , las ,k ,11dn2 ,1Id,ka
double precision ql ,q2 ,q21 ,q11 ,q31 ,q12 ,q22 ,q32 ,mml ,ml ,wO ,

,wOl ,w02 ,w03 ,qq
wOl=O.OOl
w02=0.Ol

call alka(tl , t2 ,al ,ka)
do 100 j:::1 ,50

232 cont. inue
swl=O.O

sw2=O.0
call www(wOl ,mml , tl , t2 , swl ,al ,ka ,aapn2 , lldn2)
call www(w02 ,mml , tl , t2 , sw2 ,al ,ka ,aapn2 ,11dn2)
write(* ,929) swl , sw2

929 format(lx , 'swlsw2 ’ , 2F16.3)
If(sw1.gt.0.0) go to 500
lf(sw2.lt ‘ 0.0) go to 600
wrlte("' ,710)

710 format(2x ,’ program has a error In choosing the wO ’)
stop

500 continue
if(Bw2.lt.O.0) go to 222
wOl=wOl*10.0
w02=w02*10.0
go to 232

600 continue
wOl=w01/10.0
w02=w02/l0.0
go to 232

222 continue
if(wOl.ge.le-lO) go to 242

w03=0.O
go to 810

242 continue
do 666 1=1 , 10
w03=(w01+w02)/2.0

sw3=0.O
call www(w03 ,mml ,tl , t2 , sw3 ,al ,ka ,aapn2 , lldn2 ’
if(dabs(sw3).lt.le-8) go to 810

!f(sw3.1e.O.0) goto 233
wOl=w03
goto 666

233 w02=w03
666 continue
100 continue
BID continue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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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장 결 론

산화물 초전도체의 용용기술 개발올 위하여 벌크형 초전도체의 합성 및

용용기술， 선재 가공 변수 및 해석， 그리고 용용을 위한 저온조 설계동에 관

하여 연구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Y211 업자크기에 미치는 용융공정 전의 YI잃 결청크기의 C명향을

Y-Ba-Cu-O 계에서 관찰하였다. 입도가 작은 YI23올 초기원료로 사용하면

미세한 Y2ll업자가 액상에서 생성되는 반면， 입도가 룬 Yl23를 사용할 경

우 큰 Y211 입자가 생성된다. 포정반웅 후 집합조직 YI23에 포획되는 Y211

업자크기도 액상에서 생성된 Y2ll의 크기와 벌첩한 관계를 가진다. 머세한

Y211 생성은 작은 Yl23 입도에 해당하는 많은 YI잃 계면척에 기인한 것으

로 생각되며， 이것이 YI23의 분해 및 Y211 생성에 대한 핵생성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YI23 입도가 다른 두가지 시료를 사용하여 YI23의 Y211과 액상으로의

분해파정을 비교， 관찰하였다. 사용된 YI23 분말의 입도는 각각 8μm과

4，αmμm이었다. 두 시편 모두에서 Yl23상의 용융은 시료표면에서 부터 시

작하여 내부로 진전되었다. 미셰 YI23분발시료의 경우1 YI23 결청입계가

YI23 주 분해위치로 작용하여 상대척으로 많은 Y211 업자가 생성되었다.

큰 YI23 입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Yl23 dam려n 계면， Y21νYI23 계면， 미

세균열풍의 결함이 Yl23상의 분해위치로 작용하였으며 커다란 Y211이 생성

되었다. 결론적으로，.결함이 많은 YI잃 분말을 용융공청 Y-계 초전도체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미세한 Y211올 얻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Y계 초전도체를 용융공청으로 합성할 때 Y211을 미셰화 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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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청올 개발하였다. Yl23!Y2ll 혼합체와 Y2ll 미세화 혐가물인

CeOz를 a밟ition mi피ng으로 분쇄， 혼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율 얻올 수

있다， (1) Y1잃깨211 혼합체내에 Ce02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2) YI23 분말

올 수십 나노메터 크기로 분쇄하여 용융사 Y211 핵생성융 촉진한다 (3)

Yl정vY211 혼합쩨의 Y2l1율 분쇄되어 그 크기와 수가 체어된다. 이 공청으

로 균일한 미세조직과 미제한 Y211율 얻율 수 있었으며， 임계전류밀도도 향

상되었다. Y2ll 업자가 미세한 시료의 검우 πKIT에서 Llxl<fNcm2
, IT

에서 O.닮:xl(fNcm2의 Jc를 갖는 반면， Y211 업자가 큰 시료의 Jc는 같은

온도 1，2T의 자장에서 2.OxI<fAlcm2 and 1.16xHf Ncm2이었다.

용융공청으로 제조한 Smu.Baz 4C\셔4C와의 5m211 미세화에 대한 분위기

산소분압( p(엉 =1, 0.2, 0.01, 0.001)과 시발물질을 C생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첨가물 없이 제조된 5m계의 Sm21l 크기는 대략 수십 μm청도로 크며

5m211크기에 대한 분위기 산소압의 명향온 거의 없다. 용융공청 전에 시발

물질인 Sml23/5m211올 attrition m파109 으로 분쇄할 경우 용융공청 후

5m21l이 균일하게 분포되며 및 입자크기가 약 ν2 청도로 강소된다.

Attri다.on mi피ng과 CeOz를 병행하여 제조한 분말로 용융공청을 할 경우 약

1‘2μm의 미셰한 5m211올 집합조직 Sml잃어l 분산시킬 수 있었다.

고온초전도체의 천류 통전능력과 자기부상 특성이 급속히 향상되어 수년

내에 부분척으로 전력장치에 실용화가 가놓할 것으로 천방되었으며 특히

y-계 덩어리형 고온초전도률 이용한 플라이훨은 고에너지 효율의 전혁처장

장치로서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장캠올 가지고 었으며 단기간내 실용화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 일본 둥에서는 고온초전도 플라이훨은 초71

실험단계인 성능실험융 통해 실용화의 가놓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2단계 목

표로서 중대형의 플라이휠올 셜계 제작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고온초전도

혜를 이용한 플라이훨이 효슐척인 전력처장 장치로서 실용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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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분제점플올 개선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계속되씩야 한다.

1) 초전도체의 자기부상력의 향상

2) 고온 초전도체의 강도 견고성， 그리고 내구성 향상

3) 명구자석의 자장 균일성 향상

4) 휠의 전동에 의한 전력손실 개선

5) 저밀도， 고강도의 재료개발을통한 에너지벌도 향상

6) 모터와 generator，의 power 향상

초전도체의 부상특성을 측청하기 위한 측청 71기를 제작하였다. 초전도체

와 명구차석간의 거려에 따른 언력과 반발력올 load cell를 사용하여 측청할

수 있게 하였다. 모타를 사용하여 이동 및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

으며， 이송거리는 encorder，로 측정되도록 하였다. μad cell의 4 종류로 최대

측청 힘은 각각의 3Okg, 10kg, 앓g와 1kg로 하였다.

플라이휠에 사용할 목척으로 대형 덩어리형 초전도체를 용융공청으로 제

조하였다. 사용된 분말의 조성은 Y1.8야었고 시편 1 개당 약 200g의 분말

아 사용되었다. 용융공정후의 시료의 크기는 직경이 4ornm, 높이가 않nm이

었다. 측청된 부상력은 최대 2.5 N 이었으며 초전도체와 자석간 거리가

5mm에서 1.많(g의 반발력이 측쩡획었다. 자력속박에 의한 hysteresis가 관활

되며 약 1αrun 거리에서 인력이 약 O. 5N이었다. 이 크기의 시현을 20 개

사용할 경우 10kg의 플라이훨을 무난히 부상시킬 수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0 - 많삐째1의 저장능력을 갖는 플라이훨 시스탬을 철계하였다. 휠

의 직청은 3OOmrn, 무게는 5 -10kg으로 설계하였다. 휠의 회천은 고압 질소

가스를 휠 측면 4 꽃에서 쏘아주는 방식으로 하였오며 액체질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저온조에 초전도쩨가 원형으로 배열되도록 하였다. 플라이휠 회전

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으며 휠 밑바닥에 고리형의 홈율 파서 명구자석

-406-



을 끼올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구자석은 일본 Sumitomo 사의 NEOMAX-50

CR의 Nd-B-Fe 자석으로， 1mm 거리에서 표면자력이 않뼈 - 3500Gauss,

5mm거리에서 표면자력이 1500 - 2000Gauss인 것을 시용하였다.4 개 -고리

형 차석의 치수는 외경 x 내경 x 두쩨가 각작 200 x 170 x 1아nrn， 150 x

120 x 10mm, 100 x 80 x lOrrun와 60 x 40 x lOmm 이다. 외경 200mm와

l않run인 자석의 경우는 4 조각으로 자석올 성행하여 자화처리후 결합재로

접합한 것이다.

Bi계 초전도체를 선재로 가공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반용성이 우수한 초

기 분말을 제조하기 위하여 Emulsion 굶피ng me상1여 방법에 의하여

Bi(Pb)‘Sr-Ca-Cu-O계 초전도체 분말올 합성하였다. 이때의 최척 emulsion

올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S파fac뎌nt에 대한 oil파 a따ueous solution의 제조

공청 부피비와， 시간변화에 따라 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없lU1sion 제조조건

둥의 제반 변수를 확립하였다. 얻어진 분말의 평균분발 크기는 1~m 이하의

구형 입자였으며 좁은 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합성된 분발의 최척

하소조건과 소결조건올 결청하였으며 열처리결파 840 "C 소결온도와 1/13

atm. 산소분압하에서 밍시간이상 소결함으로써 고온상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때의 임껴l온도는 108 K를 나타내었다.

Bi 계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채 제조공정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옴과

같다.

은 튜브에 분말대신 냉간 정수압(CIP) 방식에 의한 Billet 장입은 30%

정도의 초전도 분딸의 충진 밀도 향상파 Core의 단면적(fill fal따or) 중71-를

가져왔다.

X-ray 분석 결과 Bi-2223상과 Texture 형성은 은과 초전도 Core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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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다는 주로 계면에서 더욱 더 발달 됨다는 사실올 알 수 있었다. 이

것은 확률적으로 Supereurrent가 입자의 배열어 M월Ii믿led 된 초전도 Core

의 내부면 보다는 Texture를 통해 초전도의 연속성이 잘 유지된 계변에서

더욱 잘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 중에서 840 t , 200시간 열처리한， 두께 BOurn (Core 단변: 45U

rn), 폭 5.24mm pr않si맹 단면 시편의 Ie는 최고 34A, Je는 16,700Ncm2

(77K, 0η로 측쩡되었다. 압연 횟수에 따른 C<뾰 단면적 감소는 Ie 특성의

조직적인 중가를 가져왔으며 3 회 압연한 단면 시편의 Ie는 최고 7.2A, Je

는 11 ，αYJNcm2 (77K, 01)로 측청되었다.

고온초전도 선재를 실제‘ 웅용에 핵용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간 선재에서

길이에 따라 초전도 성질이 변화가 쩍은， 즉 균질한 선재가 필요하다. 따라

서 선재의 일부분이 결함을 보일 경우 한 부분의 결함으로 인해 전체 초전

도선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었다. 이러한 경우에 결함부분

올 제거하고 양단을 접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초전도 접합 기술올 연구하

였다. 또한 첩합기술은 NMR용 자석， 초전도 스위치퉁올 제조 할때도 필요

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단면의 미셰구조를 초절한 초전도 선재제조의 선재간 접

합에 관한 연구를 친행한 결과 다섬선재에서 초전도cαe를 서로 하나씩 첩

합하는 filamoot-to-fil빼oot 첩합기술을 성공척으로 개발하였으며 접합부의 특

성 측정 결과 50% 청도의 접합도를 보였다.

산화물 초전도체의 선재 가공 중의 기계척인 소성 특성올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전도분말과 피복재 silver 로 복합된 선재를 소성 기계가공 하는 경우，

일반 금속 가공에 비해 복잡한 소성 흐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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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전산로드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올 통해 선채가공 중의 소성호릅올 해석하

였다. 훤형 단면의 인발선채를 pressing하는 경우 선재의 초전도코어 중간에

함몰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은 껄계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하고， 가공중에

생기는 현상이므로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제조공청에 반명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만'ess dies 와 피복재 사이의 마찰계수를 변수로 하여 계산한

결과 선채코어의 함몰현상은 마찰계수에 크게 앵향올 받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초기 훤형단면에서 명편한 태어프형태로 변형하면서 첩촉부 면

척이 급격히 변하게 되고， 따라서 선재중심으로 향하는 마찰력의 분

포가 급격하게 되어 초전도코어의 함몰 현상용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상된

다. 마찰계수는 공청조건에 민캄하게 변하므로 션채 중심부의 불균얼한

소성흐름 또한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

분발의 소성이론으로 채택한 개선된 Drucker-안ager 이론은 비교척 분

말의 소성흐름올 잘 반명한 것으로 보이나 계산에 필요한 분발 물성 연구

가 수행되어야 좀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올 수 있율것으로 생각 되었다.

선재코어 중심부와 함몰현상이 마찰계수에 직접척으로 앵향을 받는다는 개

념을 가지고 기계체조 공청올 해석하면 많은 개선 사항올 발견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 rolling 에 대한 소성흐름 해석이 수행될 예청이

며 이 역시 preSSIng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재특성 향상올 위한 기계가공 공

정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 된다.

초전도 선재를 용용하기 위한 처온조의 냉각 방식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딴구에서는 액채헬륨의 재 순환을 위한 헬륨 냉동 용촉거

를 구매 셜치하여 운전 특성올 시험하였다. 액체 헬륨을 담아 코일올 냉각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저온조에 대한 열유동 현상올 해석척인 방법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용 제시하였다. 또한 m빼a1 co빼uter릎 이용하는 알고리즘과

간단한 source 프로그랩올 개발하였고 이훌 실제 져온조에 척용，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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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 결과 그 효율성이 큰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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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Melt Composition on the Growth Behavior of
211 Particles in the Y-Ba-Cu-O System

lIee-Gyoun Lee: Dae-1I0 Lim,’ Myoung·youp Song,’ ]ong-H}'un Park: Dong-Yeon Won‘· and
(，yc-、.von Ilong"

Korea AtomIc 당u:행y Research lnstnute. and Depanment of Matenals SCIence, Cho'nbuk Nat’‘’n서 l’nn't. r‘ It)’·
Taejun :\O';.(,(}(\, Korea

Ill. Results and Di...cu얀ion

. FIgure 2 야lOWS Ihe microstructure of the ‘pccllnen‘ 、이IIlh

were prepared usmg dlffeπnl"'lIb‘Irate... of polycryslJlhnc and
srngle-crysralilne MgO Heal Ireatment WaS c‘’nducled al
IIOO°C for 48 II Figure 2 show‘ Ihal Ihe 211 particle 인7e wa‘
large for the ~pecllnens prepared usmg Ihe polycry’‘lalh’Ie MgO
sub‘ trale It wa‘ ohserved thaI the mell wa... much morc tJltI‘’ for
Ihe specimen prepared uS lOg a p이ycryst뇌 11111' MgO ...ub、Imlc
Because of the lever rule. Ihe volume fracllon of 211 partIClc<
was Increased when Ihe melt wcl1t Qut from lhe <;pccllnen

and a slartlllg powder WillI a nomm‘II compo세Ion of Y Ba ('U
=2 ’ J + r( r = 02.04.06， and (Jl! )wa~u‘cd (or Ihe CuO
mclt 끼Ie Sn-added ‘peclmen wa~ prepared hy addIng () I
mol% SnO, Different powders ‘ WI야llhe com“0세IOn<; V,B:‘r
CUHO,. Y， Ba，Cu， .O、. and Y,Ba ,Cu,.O,. were prrpnrcd 10
investigate the growth behavIOr of 21 ’ pol끼lele‘ lor \'anou‘ \3 a
and Cu conlent (Fig I) MIxed powder‘ wIth appropnate com ‘

po‘”‘on‘ were calemed at 930°C for 24 h. pelle ll7ed al a pre‘
sure of 911 MPa. and rhen ~mlered aI 95()OC for 24 h

Smtered ~pecJmens were heat-trealed at IIOO°C lor 24 h ‘I1IlI
then air quenched Both polycry‘ lallme nnd ‘ mglc-cry 、l“lime

MgO were u~ed a‘ ~uh~lrates 10 II1 ve~\Igale ‘he effec'~ ‘’f ‘ IIh
slrale on Ihe behavIOr of 211 partIcle growth

Microstructure was ob~erved u~mg polamed-hght optical
mIcroscopy and ...canmng electron InJCro‘copy (SEM) X-ray
d,ffraclomelry (XRD) was used ‘o nlvc~llgale the ~truιImal

changes of π)wderswllh a size <75 μm

BaO

Cu。

BaY..O. B~..O.. Ba.Y.07YO....

M Mura'karTl--<fJnlnbuung editor

n. Experimental Procedure

Hlgh-punty (999%) Y ，O、， BaCO,. CuO. and SilO, powders
were u‘ed A ~tartmg powder wuh 3 nommal compo‘Ulon of
Y ‘ Sa Cu == 1.2 3 was prepared for Ihe BaCuO + CuO mell ,

l. Introduction

T”E lnell prKeg- whlCh was 6ISl dev빼cd by JIn 1'1 al •’
has ‘he ‘ldvantages of fabru:allng a lllghly magnellzed

Y-Ba-Cu-O specimen becau‘I' of Its large crystal Size and Ihe
pres밍Ice of fine 211 particles which ac‘ as nux plllnmg cenlers
Recently. Murakami 1'1ai' have succeeded m prepanng a large
Y-Ba.Cu-Q ery~tal wuh a diameter of 5 em More recently.
Mukakaml ('I al ，、 have reported that the crys‘al onenlallon of
the Y·Ba-Cu ‘ o crystal. fabncaled by melt-processlng/meh
growth (MPMG). can be succes~fully cOnlrolled by uSlllg a fur
nace havlllg a temperalure gradient In IWO dlrccllons

DevelQpment of the highly-magnellzed Y-Ba-Cu-O cryslals
makes 11 possible for mechanists 10 construct superconductive
rotatmg systems. 인Jch as a hIgh-speed molor and a nywheeJ.
uS lI1g Ihese matenals Murakami el al ‘ have reported Ihal the
liner the ‘’7e of the 211 partIcles, the higher the magnellzed
force of lhe Y-Sa-Cu-O crystal fabncaled by MPMG There
fore, II ’S very Importanl to contro/lhe size of 211 particles III

the Y.Ba-Cu-O system It has been recently reported Iha‘ the
addition of a small amounl of PI, Sn. Ceo elc .5O? inhibits Ihe
growth of211 particles. and pt IS the most effective element for
the mhlbltlon of21 r particle growth However. ItlS sllll unclear
how 야lese elemenls act as inhibitors to the growlh of 211
partlcle~

In thIs work, the effeCls of melt composll;on 011 the growth
behavIor of 211 particles were Investlgaled u‘II1g two different
melt‘ CuD and BaCuO + CuO The dIffusIOn path of the ele
ment used for partIcle growth was changed The effect of So
addJtwn 011 the growth behavIOr of 211 particles was JI1vesll
glUed for both of the melts

Gro\\th behavior of 2’I particles in the Y-Ua-Cu-O sy‘ lenl
wa~ inHsIIgaled using CuO and CuD + OaCuO mell~. The
inhibiting effect of Sn on ‘he gro'써h onll particles was not
a~ great for Ihe spednlen hellt·treated using CuD + BaCuO
melt‘ .I·as‘growth of 211 partIcles \\ as obsened in ‘he CuO
melt at high temperature (1l00'C), \\hereas the grow‘It of
211 parlicles was eXlraordinally suppressed by the additIOn
of Sn 10 the CuD mell. II is believed that Sn is an effective
elemenl for Ihe refinement of 211 particles in the Y-I셔·

Cu-O syslem but that additional Da nulhfies the relinement
effeCI of Ihe Sn.

Manu"'"pl No 193832 Rece ,,'ed Fe빠빼 8 1994 approved May 3. 1994
Supported by (~Kon:aMlm~ll')' 이 SCl~ ..펴 Teclmology
-Korea AIQ I11IC 다lergy Re'CaπhlnS!‘rule
’Chonbuk Nallonal Unlvcrsuy

Fill. I. Phase dlagmm of Y-8.-Cu-O ‘ySlem al 1(50’ to 950'C A, B.
C. and D denole Y,Ba,Cu,. .0, (x = 02. 04. 06, and 08). Y,lla,
Cu,.O,. Y,Ba,Cu160,. and Y,Ba,C‘., .0,. respecIJ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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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zation of oxygen-deficient V-Ba-Cu-O domain prepared by
melt-texture processing

CHAN-JOONG KIM
SuperconductIVIty Research Department, Korea Alomlc Energy Research Ins!ltUle, PO Box 7, Daedukdan/I,
Oae/on, 305-606, Republic of Korea

P J McGINN
Center for Maleflals SCIence and Engineermg, Departmenl of EleclrIcal Engmeerlng, UniverSIty of NoIre
Dame, NoIre Dame, IN 46556, USA

The nllcrostructure of melt-processed Y-Ba-Cu-O
OXide IS charactenzed by the large textured
YIBazCu307-3 (1-2-3) domains and the dispersIon
of YzBatCUt05 (2-1-1) particle‘ In the textured
domain and the formallon of plate boundaries near
the dispersIon. It was found tha‘ the plate bound
anξs [1) and microcracks [2) formed by the
tetragonal-to-orthorhombic phase transItion or
thermal shock oHered dlHus lOn paths for oxygen
atoms However , the amount of the dIffUSion path m
the textured domam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mtered Y-Ba-Cu-O ‘ where hIgh angle grain
boundl\flCS lind open pOroSlt)' <I re d애(US‘on pa‘hs
[3 , 4J The lack of dlffu인on path makes It difficult for
o ,"ygen atoms to diffuse In to the melt-processed
samples

Accordlllg to the magnetlzallon results [5) of the
1-2-3 crystal grown from Cu-O flux , the oxygen
deflclency acted as a strong nux pmmng site for the
applied magnetIc field and It appeared as an anoma
lous second peak at an mtermedlate magnetic fIeld
TIlls phenomena W<lS also observed III the me1t
powder-melt proce‘sed sample. where dlHeren‘
amounts of 2-1-1 were cxtεmally addcd with the
aim of Improvmg cntlcal current density (Ie) [6, 7).
The anomaly was more remarkable In the undoped
1-2-3 dom<'nn than m the domam‘ with 2-1-1
additIOn Desplle the prolonged 0 ‘ ygcnat lOn , the
anomalys씨 I remained 111 the undoped 1-2-3 crystal
[5) This was because the second phase addlllon
enhanced the oxygen diffusion Into the mterlor of
the melt-textured domam and thus fewer oxygen
vacancies were formed 111 the doma1l1 Wllh 2-1-1
addition as compared to the undoped one When
consIder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melt
processed body wllh and wIthout second phase
addition. optlllJ um oxygenatIOn conditions will be
controlled With ItS microstructural charactenstlcs ‘n‘Ius study ‘ the effect of the oxygen deficiency on the
magnetization hysteresIs characteristics was mvestl
gated We present our magnetizatIon rcsults
。btamcd for the smgle ζrystalhne 1-2-3 ‘lomam
prepHed by melt-texture processlllg

The 1-2-3 powder used 111 this expenment was
commercl:l lly available product supphed by sse ,
Inc The particle SIZC of 1-2-3 powder wa‘ slated to
be 2-5 1,m The powdcr was uniaxIally pre~~ed In to

026t-8028 © /994 Clrllpmall & Hall

a pellet usmg a steel mould The pellet was sllltered
at 940·C for 5 h III air and then air cooled The
sintered pellet was placed on a (00 I) MgO ~1I1 gle

crystal substrate and heated mpldly to 1040·C ‘ at
which temperature 1 一 2-3 pha~e IS deeo’!lpO“ed III
2-1-1 and Ba-Cu-O liquid pha‘e. held for 0 5 h ,
cooled to \010·C at a rate of 40·C h- I, cooled again
to 980·C at I ·C h-1 and then air cooled Dunng the
slow cooling stage. large 1-2-3 domams were
formed by the pentcc‘’c reac‘Ion of 2-‘-I and the
liqUid The melt-textured sample was cru~hed in an
alumina mortar so as to produce single crystalhne
\-2-3 domams The domams were annealed 10

flowing oxygcn at 450·C for 72 h A magnetizatIOn
curve was obta ll1ed from 77 K to 20 K for the 1-2-3
domam (dImensIOns of 275 mm x 2 75 mm x
o8 mm) and up to 2 T by using a vibratIon sample
magnetometer The mIcrostructure of the melt
textured domalll‘ was IIlvestlgated for a polished
surface by opllcal polanzed mtcroscopy

Fig 1 shows the magnetization curves of the
melt-textured 1-2-3 domain measured at dlffercnt
tcmperature~ (77. 60. 40 and 20 K). 끼le magnetlza
tlon wa~ mea‘ured for the applied magnetic field (1-1)
parallel to the c-axls because the anomaly was
reported to be remarkable for 야liS direction [에 The
domam was annealed III flOWing oxygen at 450 ·C for
72 h Thl‘ short oxygenatIOn period was aimed ll>

In troduce o)(ygen deficiency III the domain It can bc
seen that the magnttude of the magnetization dlffer
ence 6M["" M - (-M )J Illcreased with increasmg
magnetic field , reached a maximum at I T and thcn
decrea~ed The value of 6M at the peak pomt IS
simIlar to that at 0 T Such an anomalous magnetlza
tlOn was first reported in an oxygen defiCient smgle
1-2-3 crystal grown from Cu-O flux 151 Daeumhng
el 01 151 proposed that this anomaly could be
attnbuted to flux pmning mduced by oxygen vac"n
cles for the applied magnetic fIeld The observed
anomaly m our sample also appears to be caused by
the oxygen deficiency because the performed 。‘y

gem“‘on ‘Ime (72 h) IS not enough for full oxygen
at lOn As seen in Fig Ib , the anomalou,; magnetlza
tlon behaviour IS also observed in the curve
mea~ured at 60 K The overall shape of the magnet
Izatlon measured at 60 K IS different to thllt
mea‘ured at 77 K The magnitude of I'1 M Illcreased

- 413 -



〈총 셜〉

용용공정에 의한 Bulk형 Y-Ba-Cu-O 초전도체 제조

김 한 훌

한국훤자력연구소 초쉰.x.얘연구성

요 약

현재까지 개앨훤 bulk 앵 Y-Ba-Cu-o 초천도쩌 셰죠공갱융 업계천휴밑도와 그g. 한련펀 이에죠잭융

충생으로 요약하였다. 고엄계천휴멀도셰홉 제죠하기 휘해셔는 Y-Ba-Cu-O 의 111애호칙셰어가 펼수척

이다. 포갱반용융 포항~.는 용융공껑으로 Y-Da-Cu-O흩 제죠하연 초천도 업자툴융 벌방향￡로 배영합

수 있기 빼푼에 엄계천퓨멜도훌 향상시갱 수 있다. 뱅향성 생장기슐의 개빵과 이세죠객의 채션융

흉하여 Y·Ba-Cu-D 의 업계갱휴벌도훌 용용 가놓한 수준까지 향상"'I 컸다‘ 이 꽁갱용 초켠도 선，;ij째작에

칙갱 척용하기에는 많은 품께갱야 었지만 b비k앵 호션도셰 제조냐 한켈갱 육성공갱에는 효과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용융용갱으로 제조현 Y-Ba-Cu..o의 미써초칙의 륙생， 엄째천류멜.x.와 11}All죠칙의

판계 및 bulk형 초천도체의 용용기술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 서 톰

1986년 이후 현채까지 멜견된 산~훌 고용초천도셰의

대표객 인 것ξ로는 La-Ba-Cu-o.1’ Y-Da-Cu-O,21 Di-Sr-Ca

Cu-O，하 TI-Ba-Ca-Cu- O'’와 Hg-Ba.Ca·Cu-()S’가 있다. 0)

틀의 초전￡ 천。}온도cr. :저항이 영야되는 온도 }는 액

체갱소의 비풍챔 (77 K)이상으로， 액해 햄홈융 냉때로

A.용하는 Nb.JTi, Nb.JSn 풍의 화합훌 초천도체와 비교항

빼， 져가언 액체켈소용 냉애로 사용합 수 있는 갱쩨척

엇갱야 었다. 따라서 많용 연구가 산화융 초천도혜의

생용화에 갱충되어 왔고. 그 경과 몇몇 폴야에셔논 설

용화에 근갱한 수훈의 연구켈과융01 보고되고 었다. 산

화물 초션도체홉 생용화하려연 푸 가지 품재갱융 얘컬

하여야 하는데， 초천도체에 훌벌 수 있는 천휴밀도O. :
critical current density)외 향A앙과 세라익 홈갱언 초천

도체홉 가느다란 선찌형태로 만툴 수 었는 가콩기슐의

개발이다. 이 중 Y-Da-Cu-O 초천도의 천휴멀도는 Fig. 161

에 냐타낸 III와 장이， 용용항 수 'll는 수훈에 갱끈해

었다.

세라익언 산화률 초천도체훌 가느다한 션재료 가공하

려는 많옹 연구가 진앵 중이며， 현재까지 7ft벌원 공갱중

가장 가능생 었는 공쟁으로 powder-in-tube 꽁갱이 있다.

Bi-Sr-Ca-Cu-O'-t TI-Ba-Ca.Cu~"o쩌 초천도환힐용 급속
，‘거

어잉판에 장업한 후 압연야냐 압훌파 참윤 기계척언 가

풍~ 앵대훌 만든 후 척당한 용도에세 옐처리하면

초천도혜훌 선~a형태로 재착항 수 었다. 반욕척언 가져l

가공과 .엽처려로 초켠도 업자뜰야 c-축에 수직한 빵향

요로 해영된다. 야 풍정으로 제조흰 초천£체는，~합훌

초천도체와 바교하여， 져윈4.2 K), 고자장에세 학훨한

잉체전휴륙성용 보인다. 그러냐 17K애셔는 석은 자장

에서도 천퓨벌도자 급칙히 강소하는 경향야 었A므포

액쩨질소용도얘서의 용용은 아켜도 생현희지 훗하고 었

다. Y-Ba-Cu-O는 경느천.x. 용말의 확생상 Bi-Sr-Ca-Cu-O냐

TI-Ba-Ca-Cu-O계와 당리 초천도 업자툴융 선때한 방향

으로 배엽시키기 어렵기 빼푼에 powder·in-tube.2..로 고

영계천휴멜도홉 핫는 호천도 션쩌홉 해조하기 에령다.

또한 션재로 가풍한 후 훈왜훤 환멜툴융 연켈시키기 위한

엽처리 공정과 til초천도체언 갱방1생상융 초천£앙언 사

뱅갱J앙￡로 천。l시키기 위한 산소영처리 풍쟁이 요구되

는 퉁 풍갱야 욕창하다 또한 이 경우 초견도셰내로 it
얼한 산소확산。l 용이하지 않기 예품에 powder-in-tube

공갱융 이용한 Y-Ba-Cu-O 씬째쩌죠 연구는 큰 진헌이

없다.

고용 초천도껴의 빨견은 그것。l 갖는 용라 학척 인 중

요성과 더훌어 111 래의 에너지 판련싼엽에서 중요한 헤

치툴 차지하기 예푼에 각국야 국가척언 차원에서 고용

초전도 용용연구용 정중책으로 지씬되고 었다. 그려 ...

산엽척으로 를 li)충융 차지하쩨 훨 대용량 용용， 예환

.a업재효의 과학과 가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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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 theGrowth BehavIor of Y1Ba,Cu.Os Phase in Y-Ba-Cu-O System

Dae-Ho Llm- , Myoung- YouP Song- , Jong-Hyun Park,

Hee-Gyoun Lee, Dong-Yeon Won, and Gye-Won Hong

Korea Atomic EnerlfY Research lnslltute, Daeduk SCience Town , TaeJUn

-D야lOT!men! of Mate l1 als Englllee l1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초 륙 Y,B1l2CU t),-, 계에서 211상의 생장거동흩 환활하기 휘하여 123시연용 llOO·C에서 유지

시간융 변화시켜 MgO 다절갱 기판과 MgO 단곁갱 기환위에 놓고 소결시킨 후 공냉하였다 211 'l l 자

는 유지 시간이 충가함에 따라 생창하였요며 MgO 단곁갱 기훌보다 MgO 다결갱 기환용 사용했흙 때

더 큰 성장용 보였다. CuD양용 변화시키연서 안든 YzBa ,Cu,UOH’시면에서 211 입자는 CuO양이 중가

함에 따라 초대해졌으며 0.6rno1 CuO가 더 챔가핑 시변에셔 가장 큰 211 입자가 판활되었다 Y2Ra ,Cu ,

‘ XO'H 시면에서 211 업자는 아주 미세하고 균얼하게 훈포되었다. SnOz 챙가로 언한 211 인자의 생창

억쩨 .1t파는 (BaCu02+CUO) 액상에셔보다 CuO액상애서 더 크게 나타났다.

Abstract In order to inveslIgate the growth behavior of Y2Ba,Cu ,0.‘211) parllcles In Y,BazCu,O,. ’

(1 23) , 123 samples were quenched in air after heat treatment on poJycrystal and single crystal MgO

substrates at 1100'C for various periods. 211 grains grew with the Increase In holding time. The growth

of 211 grams was faster on the polycryslal MgO substrate than on the smgle crystal MgO substrate In

the samples with the composItions of 2Il +xCuO(0.2흐 x :S 0.8) ， the growth rate of 2Il grain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CuO content. In the sample wIth x =0.6 the largest 211 grams were observed 211

grains m the YzBa,Cu• .sn’ ‘0... samples were d/stnbuted very fmely and homogeneously. The retardmg

effect of 8n02 addition on the growth of 211 gram appeared more pronounced In 8 CuO melt than m a

BaCU02+CUO melt.

1. 서 론

1986년 Bednorz~ Muller의 LaBaCuO 계

산확물 초전도체 발견’)이 래 초천도 이론과

초전도체의 실용화에 판한 많온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산화올 초전도체에는 90K금의 y
Ba-Cu-O계~). llOK급의 B.‘Sr-Ca-Cu-O께”，

120K급의 TI-Ba-Ca-Cu-O계” 풍이 었으며，

액쳐l 질소 온도(77K) 이상에서 초전도성올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선 높은 임계잔류밀도

(=::: 10‘ -106A!cm Z ) 가 요구되며 이와 더불이

업계의 weak hnks 퉁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

툴도 많이 었다. 싼화물 고온 123 초천도체의

전기척 성철은 123엽자 사이의 ~I 제성잔에

영향율 받으며， 자기장 하에서의 염셰전류밀

도 변화 둥 자기적 성질은 123입자에 .¥.회원

마세한 크기의 211업차의 분표에 영향욕 ‘안

는다. 임계천류밀도(Jc)는 초전도체의 jl유

성질이 야니며 그것의 미세구조에 상당히 의

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미세구조

의 조형이 초천도체의 여려 성질 개션에 때우

중요한 의미흘 가캘 것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211 엮자 크기 영향에 대

한 여 려 연구에서 BaSnO]'I, Cefil , Rh' l, PtR 'l

흉 챔가하여 211입자 크기륨 감소시캠으르써

一 415 -



밟爾
繼

August 1994

삐AT톨RIALS
‘톨n톨R톨

ELSEVIER Matenals Letters 20 (1994) 283-287

Dissolution ofY2BaCu05 through the peritectic reaction rim
formed at the front of growing YBa2Cu307 _y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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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structure relaκd to the pentectlc reactIOn was mvestlgated In melt-te x.tured Y-Ba-Cu-O It was found that Y2BaCuOl
particles dIssolved in the peritectic reaction nm formed a‘ the Interface between YBa2Cu]07_Y crystal and Ba-Cu-O liquid
phase. Y2BaCuOs morphology was a blocky shape In the liqUId phase while it was changed to a round shape In the tex.tured
YBa2Cu]07 _y crystal through an irregular shape due to mhomogeneous dissolution of Y2BaCuOS particles By way of dlssolu
tlOn, one Y2BaCuOS particle was divIded into several particles. The refinement process ofY2BaCuOs IS dIscussed In terms ofthe
dlss이uhon process ofY2BaCuOs and Its morphology

1. Introduction

Non-superconductmg Y2BaCuOj (2-1-1) partl
des have been a research object for flux pinning of
the YBaZCuJ07_y (1-2-3) superconductor because tt
was rep01ted that the cri tIcal current density (Jc) of
Y-Ba-Cu-O increases by addItion of2-1-1 phase [1
3) The Jc of a sample containmg fine 2-1-1 partIcles
was much higher than that ofa sample without 2-1-1
particles [ 1]. The interface between the trapped 2-1‘partIcle and the 1-2-3 matnx was proposed to be an
effectIve flux pinning site of 1-2-3 phase [2]. The in
terrace was qUite sharp and therefore there was no
defect near the 2-1-1 particles. On the other hand,
mlcrodefects were observed near the trapped 2-1-1
particles [4). Stacking fa비ts， whIch may also act as
flux pinn lOg sItes, were inhomogeneously dlstnbuted
around the 2-1-1 partlcles. The interface parallel to
the c-axis of the 1-2-3 crystal contams more stacktog
faults than that normal to the c-axls These results in
dlcate that the control oft뻗'morphologyand size of

0167-577",/94/$07.00 © 1994 ElsevIer SCIence B V. All nghts reseπed

SSDI 0167-57h(94 )OOI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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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part1c1es is important in improving the critical
current propertIes of 1-2-3 phase.

During melt-texture processing, large YBa2Cu307_Y
( 1-2-3) crystals form by the peritectic r.eaction of
Y2BaCUOj (2-1-1) phase and Ba-Cu-O lIqUi d [5
7]. When heating 1-2-3 powder to the peritectIc tern
perature of the Y-Ba-Cu-O system (near 1000°C) ,
1-2-3 phase decomposes into 2-1-1 and Ba-Cu-O
hquid phase. As the mlxlure of 2-1-1 and the liquid
is slowly cooled from the peritectic temperature to
the temperature at which the 1-2-3 phase is thermo
dynamIcally stable , 1-2-3 crystals grow from the hq
Uld [8] At this stage, some of the 2-1-1 particles are
trapped in the interior ofthe formed 1-2-3 crystal be
cause the growth rate of 1·2-3 grains is not In accord
ance with the dissolutIOn rate of 2-1-1 particles in the
!Jquid. Due to the Incomplete reaction, some amount
of a liquId phase, whIch corresponds to the amount
of the trapped 2-1-1 particles, IS also trapped m the
1-2-3 matrix or remained at the crystal boundanes
where the reaction fi Olshes. Therefore, the siz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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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nuence of the gram size of the YBa2CU307_y phase pnor to melt processmg on the particle sIze of YzBaCuOJ was IOvestl
gated tn mell-processed Y-Ba-Cu oXides The YBa2Cu]07_Y powder compacts with vanous gram sIzes were prepared by slnter
Ing at 880,910 and 930°C. When the YBa2CU307_y sample of fine gram sIze was melt-processed, fine Y2BaCuOJ particles were
produced m the Ba-Cu-O liquid phase white coarse Y2BaCuOJ particles were present when the coarse-gramed YBaZCu]07_y
sample was used After the pentectlc reaction , the trapped Y2BaCUOJ particles wl\hm the YBa2Cu]07_y domainS are finer The
production of fine Y2BaCu05 particles appears to be due to the Increased gram boundary area associated with small gram sIze
ofthe 1-2-3 phase. which then provIdes more decomposllIon sites for YBa2CU307_ygrams and nucleatIOn sItes for the formation
of Y2BaCu05 partIcles.

1. Introduction

The additlon of Y2BaCuOs (2-1-1) to
YBa2CuJ07_y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re
search subjects regarding producmg Y‘ Ba-Cu-O su
perconductors with high cntical current density (Je)
[ 1-6] and load-beanng properties [ 4) Although the
nux p lO ning mecha01sm ofthe 2-I-J particles is s띠l

under discussIOn [5.6]. the Improved homogeneity
ofthe melt-processed microstructure IS conSidered to
contnbute partly to the increase In Je [3,7}. The par
lIclc size and the morphology of 2-1-1 , which slgmfi
canlly affect the cntical current properties [8.9] , can
be controlled by small additions of second phase
form lOg oXide such as Pt02 r9-12) or Ce02 [13 J.
The additives inhibit the gram growth of 2-1-1 pani
des as we I1 as chang lOg then growth morphology. I e.
making the particles more anisotropIc dunng peritec
tiC decompositIOn of the 1-2-3 phase into 2-1-1 and
Ba-Cu-O liquid phase ( 12,13 J.

An alternattve method to refine the 2-1-1 particles
is the modification ofheating cycles concern lOg gram
growth of 2-1- I (14 J. In order to produce the te ll.-

. tured s‘ructure where 1-2-3 grams are aligned normal
to the c-axis, a 1-2-3 powder compact IS. In general,
heated above the peritectic temperature of the Y-Ba
Cu-O system (IOOO'C) , held at this temperature for
the decomposition of the 1-2-3 phase In to 2-1-1 and
the hqU1d phase and then slowly cooled to the tenν

perature at which the 1-2-3 phase tS formed [ 15-17 J
Among the heating cycles, lowering the holdmg tem
perature or shortening the holdmg time at the (Ba
Cu-O liquid + 2-1-1 ) stage take place, so that the Os
wald np~nmg growth of the 2-)-1 particles can be
suppressed to some extent [16 J. In additIOn, the
heatmg rate from room temperatur{" to the peritectic
temperature can also affect the size of a 2-1-1 parti
cleo When the 1-2-3 powder compac‘ IS heated rap
idly to the pentechc temperature, the res비tlOg2-1-1

particles are much finer compared to those prepared

0167-57h/94/$0700 © t994 Elsevier SCience BV 시I ngh‘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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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pment of Ba-Cu-O liquid phase during growth of a
YIBa2CU307_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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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rapment ofBa-Cu-O liquId phase dunng the growth of a 123 doma lO was inves lJgaled 10 Ihe meJ l-lex!ured Y-Ba-Cu-O
oXIde From the mIcrostructural exam lOatlon ofthe growth front ofthe 123 domatn. It IS found that ItqUld phase IS entrapped In

the channels between adjacent 123 platelets formed ahead ofthe 123 doma lO, owing to the amsotroplC growth ofthe 123 platel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wth rate of the 123 platelμ anl1 the dIsSolutIon rate of 211 In Ihe liquid phase. and the inhomoge
neous distnbu l10n of 211 partIcles at Ihe penleC!lc reaction front. DissolutIOn of 211 particles In the reactIOn regIOn , which
supplies an yttnum source to the hquid channels,allows the entrapped liqUid phase to solidify to 123 phase After ‘he pentectlc
reaction, the hquid channels turn Into plate boundanes contalDlng resIdual liquid phase as eVidence oBhe entrapmenl lsolallon
ofthe entrapped hquld phase from the yttrium source (211 particles) by the solidified 123 phase appears to be responsIble for
the presence of the resIdual liquid phase.

I. Introduction

When Y.Ba2Cu301_Y (123) powder compact is
fabricated by melt processing Involving hea니ngcycles

near the peritectic temperature and subsequent slow
coolmg to the temperature where the 123 phase foons,
large 123 domains grow from a mixture of
Y2Ba.Cu,Os (211) and Ba-Cu-O hquid phase (1
3]. Owing to the incomplete peritectic reaction, some
211 particles are observed to _be trapped wlthm the
large 123 domains (4] The growth rate of a 123 do
main from the liquid is controlled by the dIssolution
rate of 211 particles ahead of ‘he growing 123 do
mam [5,6]. Becausethegrowth rateofa 123domain
is not perfectly coincident with the dissolution rate
of 211 phase mto the liquid phase, the 211 partIcles
are trapped In the In terior of the 123 domam. Fur-

• Correspondmg aUlhor

thermore, the inhomogeneous reaction surroundings
near the trapped 211 partIcles and the anIsotropIc
growth of the 123 platelet at the growth front of the
123 domain cause the hquid phase to be entrapped
In the channels between the 123 platelets [7-9].

In the melt-textured microstructures, with the
trapped 211 partIcles, various microdefects such as
microcracks and platelet boundanes are observed as
linear traces parallel to the a-b direction of the 123
domam [I이 .In the early investtgations 111.12J , the
traces were considered as grain boundanes between
indIVIdual 123 platelets with a similar growth dlree
tlon. The number of platelet boundaries in the 123
domain IS mfluenced by both the volume frachon and
the partIcle size of 211. A sample prepared with 211
addition has more plate boundaries compared to a
sample wIth no addition [10,12]. At a constant
amount of 211 , moreover, the number of plate

092I -4S34/94/S0700 © 1994 Elsevier SCIence D V All fightS reseπ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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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nu:t

MIcrostructures related to the 2-1-1 morphology, and the effect of Pt02, H20 and Ce02 additIons on 2·1-1 refinement were
exammed In melt-tcl\tures Y.Ba2CuJ07_y and YI6BaZ JCuJ J01_y systems‘ It IS found thatthe characteristics of 2·1-1 nuelea‘Ion
and growth IS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additIves and the mIcrostructure pnor to pentectic decomposition In the Y.Ba2CuJ07_Y

. system, wIthout an additive, block-like 2-1-1 particles are produced when the )-2-3 phase was decomposed into 2-1-1 and a Ba
Cu-O liquId phase. Pt02, H20 addl l10n changes the 2-1·1 shape to be highly anisotropic while Ce02 addition reduces the 2-1-1
size as well as mak.1Og It anisotropic. In the YI 6BaZ ,Cu, ,0 7_y system where excess 2-1-1 particles are pπse띠 prior to melting,
the excess 2-1-1 acts as a gram-growth mhlbltor for the 1-2-3 phase at the smtered state and thus res비ts in a fine-sized 1-2-3 gram
structure which provides nucleatIOn sites for formallon of the 2-1-1 phase. Also, the excess 2-1-1 particles appear to act as
heterogeneous nucleation sites for the decomposed 2-1-1 Without the additives, eqUlaxed 2-1-1 particles are produced whtle
with additives, fine granular or plale·hke 2-1·1 particles are produced. The resulting 2·1-1 shape is fairly dependent on the shape
of the 2-1-1 particles formed at the slOtered state, IOdlcaling the heterogeneous nucleatIOn of the 2-1-1 on the prior 2-1-1

1. Introduction

It is known that melt processing of YBa2Cu)01_y
( 1-2-3) utIlizing the pentectic reactIOn is the most
promising method for producing bulk-type super
conductors with a high cntical current density (Je)
[ 1-3 J. The key parameter in achIeving a high Je is
the alignment ofsuperconducting 1-2-3 grains in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flow. By aligning supercon·
ductmg grams to the c-aXlS, the weak-link problem of
a high-angle gram boundary, that is the main barrier
ofthe current flow, was solved to some extent. In ad·
ditlon to this, It has been rea lIzed that Y2BaCuOs (2
I-I) addition to the textured 1-2-3 mIcrostructure is
effective in further increasmg Jc [4,5] , In produces a
homogeneous 1-2-3 mIcrostructure by removmg the
residual hquid phase due to the incomplete penteetlc

reaction [6 Jand by suppressing the formation of mi·
crorracks induced dunng the heating cycles [6,7).
Moreover, 2-1-1 addition acts posItively in improv
ing current·carrying properties (4,5] , although the
detaIls of its flux pinning mechanism is sttll under
discussion [7-11].

Until now, many research works have been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correlation between 2-1-1 mcor·
poration and Je [7-15] , As a result of the efforts, it
has been wldely reahzed that fine-sIzed 2-1- I parti·
des dispersed within a 1-2-3 phase are attributed to
the increase of flux pinning of a 1-2-3 phase
[5,12,13]. In contrast,Jc decreased when coarse 2-1
1 was Illcorporated [II]. According to systematic
work [ 12] on the relatIOn of the 2-1-1 volume and le,
Jc is dependent not only on the size but also on Its
volume fraction~Jc reached a maximum at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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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perconduct lOgJO lO t be‘ween Ag/BSCCO tapes has been fabncated by US lOg a combmation of etching, pressmg and an·
neahng techniques The Jomed area, fabncated wIth a load of 10 ton. showed 80% current carrymg capacity of the tapes without
J0tn-tnterface [e of the JOined area in the low-field regIOn drops more QUickly wIth magnetIc field than the unJomed area It ’‘
considered that the lower magnetIc reSlstlvlly of Je and ι degradatIOn In the JOined area resulted from Ihe helerogeneous df: for
mallan In Ihe J이ned area. TheJoIned area was mechanically weak

I. Introduction

Among the high-깐 oXIde superconductors (Tc > 77
K) , (BI, Pb)SrCaCuO superconductor has the ad
vantages of mOIsture resistance and grain alignment
by deformation, in addition to hIgh Te and le. Since
Hlkata et a l. [I ] succeeded in fabncating a high crrt
ical current density (1.ι) Ag/Bi-2223 superconduct
tng wire, much research has been earned out to In
crease Je by controllrng the processing parameters,
such as chemical composition, phase content, partl
cle sIze ofthe startmg powder, density,onentat lOn of
2223 crystallrtes,SIze, volume fraction and the dlstri
but lOn of the vanous impurity phases, fabricating
method, heat treatment, etc Recently, several groups
have reported some fascinating results using Ag/BI
2223 composite. Sato ct a l. (2) fabncated prototypes
of cOIls and current leads using thIs composIte Ya
mada et al [3) reported a Je of> 60 000 A/cm 2 and
LI et a l. [4] reported a Je greater than 70000 A/cm 2

US Ing the same material and the same processing

• CorrespondIng author

technique. This Je value is hIgh enough for use In colis,
current leads and power cables.

However, many other problems need to be solved
before the Ag/BSCCO superconducting tape IS to be
used for practtcal applrcat lOn. For‘example, suitable
techmques must be ‘ established for JOIning between
Ag/BSCCO tapes and wires In fabricating a super
conducting magnet, JOints between superconductlng
wires are necessaη. Joints between superconductlng
wIres have to satrsfy mechanical , thermal and electnc
requirements depending on .the spcc1fications of the
magnet to be fabrrcated. Poor jOlnlS may /cad to lhe
breakdown of the magnet system due to supcrcon
ductlve quenching or mechamcal failure Recently,
Tkaczyk et a J. [5] thermo-mechanically fabncated
superconducting joints between Ag/BI-2223 tapes
which showed approXimately halfthc current capac
ity of the tapes themselves. Shlbutam et al [6} and
HayashI et a l. (7) also succeeded in jOining Ag/Bl
2212 tapes which revealed almost the same level of Ie
as in the unJoined part. However, it IS rather surpris
iog that there are only a restrrcted number of reports

0921-4534/95/$0950 © 1995 ElsevIer ScIence B V All rlghl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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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rae‘
By heating and holding YISa2C1서0， _ y compacts above the peritectic temperature of Y-Ba-Cu-o.the decomposition process

of a 1-2-3 phase mto 2·1-1 and a Ba-Cu-O hqmd was Invesllga‘cd. Two differenl samples of a fine-grained and large domain
J-2-3 sample were used 50 as to undεrstand Ihe effect of gram boundanes and mternal defects withm the domain on the )-2-3
decompositIOn. respectively. In both samples, decomposl lJon imtiates atlhe sample surface and then goes on toward the cenler
of the sample. In case of the fine-gramed sample. the gram boundanes of the 1-2-3 phase act as dommant decomposl\ion sites
for a 1-2-3 phase and therem 2-1-1 particles nucleate In case of the domain sample. together with 1-2-3 domain boundaries,

high energy-slale sItes withm 1-2·3 domams such as a 1-2-3/pr\or 2-1-1 interface. micro디'acks also act as the decomposition
site. These results mdlcate that provldmg many decomposition sites for a 1-2-3 phase is a key way to yIeld flne 2-1-1 particles
dunng Incongruent me) lJ ng

1. Introduction

The melt·texture growth (MTG) technique. which
has first been developed by lin et al. [ I] , is well known
to be the most promising technique for fabricatIOn of
Ihe high critical current (Jc) Y-Ba-Cu-O supercon
ductor This techmque utilizes a peritectic rcact lOn of
Y2BaCuO~ (2‘ I-I) and a Ba-Cu-O ‘iquld phase to
develop a textured YBa2Cul07 _ v ( J-2-3) nucrostruc
ture. Since then , several modified MTG techmques.
such as quench-melt growlh (QMG) [2 ], melt-pow
der melt growth (MPMG) (3 ), powder-melt process
(PMP) [4] and liquId-phase processmg (LPP) [5]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aim ofachIeving a higher
Jc As the first heating cycle of the melt processing. a
precursor powder is heated above IOOO°C whtch is a
pentectic temperature of the Y-Ba-Cu-o system and
then held for an appropriate time so as to obtmn a

• Corre~pondJ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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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ture of2-1-1 and the liquid phase Then the partially
melted mixture is slowly cooled down to the tempera
ture where 1-2-3 phase IS formed During cooling plale
like 1-2-3 grains are formed to be aligned normalto the
c-axis. By allgmng '-2-3 grains to the dlTection of cur
rent travel, the weak-link problem of the grain hound
afles is reduced to some exten t.

In adduion to the aligned 1-2-3 microstructure.
embedding fine 2-1-1 inclusions wilhln the 1-2-3
matrix appears to Increase Jc further by lmprovrng the
1-2-3 microslructure [6.7J and/or by introducmg nux
pmning sites [8]. In order to gam a fine 2-1- I dlstn
butlon. which is a key parameter to ob‘am a
homogeneous microstructure. the nucleation and
growth kinetics of 2·1-1 in ‘he liqUid phase should be
controlled. Among the ways to reduce the 2-1-1 size.
op‘imization of the heatmg cycles related to the peri
lectic decomposition of a 1-2-3 phase [5.9] and addi
lion of an impunty element such as Pt02 [ 10-12] and
Ce02[ 13,14] are known to be effective Besides.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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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af비ness 이 a (001) MgO sing’a crystal as a reaction·barner
matenal for melt processing was examined by Invest.galrng the microstructure near
the Interface between the MgO and melt-‘extured Y-Ba-C‘)-() s매erconductors.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reaction among a (001) MgO single crystal and phases
produced dunng peritectic decompo:slllonlreaclIon, and no wetting 이 a Ba-Cu-깅

liqUid phase on the (001) su에ace. Alter melt processing, the Y-Ba핀u-OlMgO
Interface was clean except for the presence 이 a seml-eonllnuous CuO·based
liquid layer at the interface Furthermore, the used MgO plate was easily
separated from the melt·textured 앓m에e because 이 no chemical/phYSICal bondIng
between two matenals‘ 까lerefore ， it can be used repeated’Y A (OOt) MgO single
crystal ls recommended as a gO'여 su빼에.log 때a뼈 아 a crucible mate꺼at lor
labncatlon 이 Y-Ba--e싸-0 single crys빠 and bulk supeπonductor uSing melting
technique.

1. Introduction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bulk Y-Ba-Cu
O 해percondu디or such as a flywheel and bearing
system, a large-sized sample having a S!rong flux
pinnmg force IS needεd The bulk superconductor
IS, m general, fabricated by melt-processmg using
the pentectJ c reaction between a Ba-Cu-o liqUId
phase and YtBaCuO, (2-1-1) (1-3) The resulting
microstructure consists of large textured YBaZCu301_,
(1 -2-3) domams of a few mm to a few cm in
size, ret허ning a strong levitation force for an applied
magnetic field of a permanent magnet [4J The bUlky
samples are prepared on a eeramic plate or In a
container. One of the problems encountered in prepanng
the large Y-Ba-Cu-o suκrconductor using meltmg
techniques is the degradation of superconductivity by
the introduction of impurity elements from the used
contamer, the supportmg plate, or ‘he reduction of
su야rconductmg volume by reaction of these materials
and the superconducting phase. As a crucible or
a supporting plate for Y-B홉-Cu-o. a p이ycηst떠line

ceramic matenal such as Ah03. Zr02. SiC, Tl0 2 [5
7J and YlBaCuO, [8] has been used. Unfortunately.
even at low temperature below 1α)() °C, mos‘ of ‘he
polycrystalhne ceranllc materi jUs π:act With 1-2·3 phase
to form a non-supercon빽etlng κaction layer at the

095용20481941110812+05$1950 (£1 1뼈410P pub뼈끼ng L얘

interface. The main phase formed by the reaction is Ba
bearing compounds such as 없강Q3. BaSiO., BaAl 2。‘and Ba'까0. because of high πactivityof barium [5,6 ,9J.
In addition to the πaction， owing to the welting of the
liquid on the plate, ‘he liquid phase flows out of the
compact into the used supporting plate and thus It leads
to losmg of the mass. The loss of the liqUId phase
causes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compact to sh따

<)0 tne ‘.ie hne toward the 2-1-1 composition and hence
2-1-1 inclusions are excessively formed. When one
uses a 2-1-1 plate as a supporting plate for the melt
processing, the degradation of su야rconduetivitydue to
the reacl10n can be reduced to some extent. However,
It d야s not prevent the flowing-out of the liqUid from
the sample and thus non-uniform 2-1-1 distnbu lIOn
develops from one p없tofthes와nple to another. Thus
searching for a dense and non-πactive material to 1
2-3 phase will be of importar‘ce in fabricatmg buIlt Y一
Ba-Cu-o supeπonductor. Also this matenal WIll be
used as a cruCIble material for making a highly pure
YIBazCu307-y single crystal

Recently, our research group found a good reaction
b뼈er material, i.e.• a (001) MgO single crystal [I(}
13] By using thIS material as a supp야ting plate for
melt texturing of Y-Ba-Cu-O, we have successfully
prepared a f;퍼rly sound and large-sized superconductmg
Y-B웅-Cu-o without 뻐y reaction and contamina‘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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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YBa2Cu3 Sno 1 。’-‘ and Y2BaCu18Sno ， Os에 specImens, the et’ect of
5n02 addlhon on the 211 phase grow1h IS investigated The addition of 5n02 IS
considered to make the nucleation 01 the 211 phase occur favourably

10 order to 5씨dy the effect ot S002 add\lIoo on 123 phase glOW\h In ‘.he
Y-Ba-Gu-o system, a 01 Sn02-added 123+Sn compactls coupled with the
Sn02-lree 123 compact(s) The 123 phase forms In the su에ace region 이 the
123+0 1 So compact and grows toward the intenor oflhls compact and toward the
Sn아-lree 123 compacl{s) Itls considered thatthe addr‘Ion 01 $n02 and ’aster
cooling In the su r1ace region Ihan In the lOner region of the sample make Ihe
nucleation of the 123 phase OCcur favourably In the sU r1ace region 이 the 123+0 1
Sn compact

1. Introduction

lin et at (I J first developed a melt process called
melt-'εxture growth (MTG). which has the advantages
of fabricating a hlgh-magnetlzatron YBaCuO specimen
because of ItS large crystal size and ‘he presence of line 211
parllcles which are supposed to act as flux-pinning centres
Salama el at (21 devcloped the liqUid-phase processing
(Ll'l') method , which re~uhed In large onented 123 grams In

the form of stacked plates Murakami et at (3) reported that
th t" crystal onent없Ion of YBaCuO crystals fabricated by the
quench powder-meltmg process (QPMP) was successfully
controllcd by uSing a furnace havmg a temperature gradIent
If\ twod‘rectlons

Development of the hlgh-magnetl7alJOn YBaCuO
crystals made It pOSSible for mechanists to construct
superconduC lJ ve rotating systems such as high-speed motors
and nywheels by uSing these matenals Murakami et at (4)
reponed that the liner the Size of 211 parllcles the hIgher
the magnelJzal lOn force of the YBaCuO crystal fabncaled
by QPMP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the Slle
of 211 particles In the YBaCuO system Recently. ’‘ has
been reported that the addlllon of a small amount of Pt, Sn,
Ce etc [5-81 decreased the sIze of 211 panicle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amed out on the effect of those
additIves on the growth of 123 phase

0953·20481951010020+05$19 50 <£> 1995 lOP Publishing Ltd

In this wOlk, the effects of Sn02 additIOn on the growth
of Y2BaCuOS and YBa2Cu)07_1 phases In the Y-Ba-Cu
o system are studied

2. Experimental details

Y20) , BaCO), CuO and Sn02 powders Wlt f! a punty of
999% we‘e used for ‘he preparallon of the samples with
nominal compOSItions of Y Ba Cu = I 2 3, Y Ba Cu Sn
=; I ‘ 2301 , YBaCu = 21'18 and Y'BaCuSo =;

2 I I 80 I Mixed powders with appropnate composl‘Ions
were calcined at 930 DC for 24 h (twice for the study on‘he effeιt of Sn01 addition on the growth of YBa2Cu)07_1
phase) , pelletIZed with a pressure of I ton cm -2 , and then
sm'ercd at 950°C for 24 h

In order to ,"vestlgate the effects of Sn02 addlllon
on the growth of Y1BaCuOs phase, YBa2Cu)07_1 and
YBa2Cu)SnO 101- 1 specimens were prepared by quenchmg
In air after treatment on MgO single-crystal substrate at
1100 °C for I h, 6 h, 24 h or 48 h Y2BaCUI80~+I

and Y2BaCuI 8SnO ,OS+I specImens were also prepared by
quenching 10 air after treatment on MgO polycrystalhne
substrate at 1100 °C for 24 h

For the study on the effect of S002 addition on the
growth of YBa2CU)o, _1 phase In the Y-Ba-Cu-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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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비slOn drymg process technique was appl1ed to obtam high purity of
BI(Pb)-Sr-Ca-Cu-O powders. By carefully controllmg the synthetIc variables such
as mixing ratio between concentrated aCQueous solullon and emulsifier. the present
techmQue proves the usefullness to obtain the nearly 110 K superconductlng single
phase

INTRODUCTION

Fig.l Schematic d,agnlm of emulsion
dn'ing powder preparatlOn

To prepare the high punty of
B‘(PbhS f2Ca2CU3010-y preCUSQr
powders , f lTst aCQueous solution was
prepared by dissolving BI(N03 l3,
Pb(N03h. SdN03h, Ca(N03l2, and
CU(N03l2 in a mtrie aCid and dIstilled
water In the molar ratIO of
BI:Pb Sr.Ca:Cu=l 84034.191'203306
as reported by endo et a141

• Emulsifier
agent was dissolved into th'호 011 To
make mlcroemuls lOn aCQueous
solution was slowly dropped Into the
mixture of emulsifier and oil whIle
stunng After the emulsIOn was
prepared, precursor raw powders
were obtamed by addItion of the
microemuls lOn IOta a hot kerosen
while temperature was kept at
I70-180 'C Fmally. the dried powder
was calcined in air from 730'(; to 830
1'.: for 24hrs The schematic diagram

EXPERIMENT

It was well known to prepare Bi( PbhST2Ca2Cu30JO-,. with convention!'!l
ceramic-processing technique such as solid-state reactlOn was exσemly dl ff!cultll

Furthermore recent results2회 indicated the carbon phase after heat treatment
remained and caused transport limitation particularly when SrC03, CaC03 are used
as startmg matemfls Therefore many efforts have been focused on the carbon-free
precursor preparation wIth nearly single phase of high T c phase(2223) by wet
chemical methods Presented here IS one of the synthesis method by mlcroemuls lOn
drying process. This technique involves the additIOn of a water-In-oil type
mlcroemulsion to a hot 이1 bath which causes rapid evaporation of the aqueous
phase, leaving solid precursor partIcles dispersed 10 the all ph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possibility to get the hIgh T c (2223l phase by
mlcroemuls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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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헌프콰

The powder·in-tube method is composed of several meclwucal work ptα:esses to make
plastic flow In the sliver sheath and the superconducttng ∞re‘ After pressing a round 따awn
wire, the contour of core in the flat transverse σoss-똥cnon oc때똥lOnal1y 강lOWS nommif，αm

deformanon. The commercial computer c여e was 야ed for tw<Hhmen외m생I numenca1 analysIs
of the pLastIc flow in the superoonducting wire dunng the lateral πessmg. The Druιkct-Prager

y:teld cnterion was employed to model the superconducting powder. when the fnction was
sufficiently high between the press 와aface and the sliver sheath, the deformation in the mid
。f su야:rconducting tape was calculated very large. Then, the D'11d of deformed
superconducttng core was narrower than the location of about a 민larter of the tape width
from a side.

INTRODUCTION

The powder·m-tube(pI끼 meth때 뼈S 야:en considered as a Jπ야ler meth여 to fabricate the
applicable superconducting wire A φawing and π양하냉I rolling is 야eded to make the
texture In the superconducnng core, whose final form becomes the flat 다ass-sectional tape[1].
Durmg the pr양sing or 00111118 of the 빼awn wire, a nonunifonn plastlc flow in the
superconducung ∞re may ocαII'S by the severe change of the 뼈nsvctSe CIOSS-양etion. The
nonumfonmty of cross-section ma), decrease a πitical transππt cuπent in the wire. In this
study. the non띠따arm plast4c flow dunng the πessing of 빼wn su따-conductmg wiπ was
numencally 때culated by u외ng 8. commtm;ial stress 따뻐ly입s c여e named ABAQUS [2) The
fnenon between the press surface and the 야eath of wire was suggested as a p하ameteT

govemmg the plasoc flow of transveπe cross-section.

MODELING OF PRESSING THE DRAWN WIRE

The specimen to be numerically analyzed is assumed to be pr야양cd by conventional PIT
method 까Ie partially κact혀 precursor powder of BSCCO was packed into silver tube, and
며llWD through a senes of round dies[1). 꺼10 outel' diamter and inner di뻐Ietel' of 빼wn

wues are 2 0mrr1. 뻐d 1.2mm, res야ctively. After drawing, the WU'e is assumed to be heat
treated at 600 "c (3hr) ω anneal the silver 파leath. The solution domam of p매ne stJ퍼n

condtion, whIch is assumed as a 맹뻐.er of ω.c whole domain because of the geometric
symmetry, was me혀led wi‘h 4 n여e rectangular elements to calculate the plasllc flow durmg
the pressing. During the calculation, πzoning of solution domain was performed because of
seveπ element dJst야tlon. Unknown pr야JCrtles of BSCCO powder were chosen in the
slmmilar granular materials The p따pα;e of tl!is study was a 뼈alysis of the nonunifonn
plastic flow with the variation of fricUon between the 야ess surface at띠 the 생eat뇨

The sheath metal was assumed that yie1dmg occurs accorc:hng to the Von Mises 며terion.

And the exte며cd Drucker-Prager yield criterion was 뻐cd for the granUIar su야:rconducting

matet1외s. The influence of a hydrostatic stJess component on )'lelding is inti여U야d by
mcluslon of a a뼈itiOl냉I tenn in the Von M1ses e짜nession. In ABAQUS 생e， Eq(l) was
suggested when \he }'1eld stresses m tri삐삐 tension 뻐d compression are 뻐 앓m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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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NMR 기법을이용한자기장정밀측정

이정한

삼성종합기술원의료기기연구팅

이대행·김민철·이순칠

때천시 유성구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풀리학과

흥계원·이호진

대천 유성구 사서함 105 한국훤자력연구소 초견도연구싣

0995년 2월 4얼 밭응)

초천￡ 차석의 -공간성 차기장 훈포흩 균옐하거l 할 얘 샤용하기 위한 청멜한 차기장혹정 장치흩 채땅하였다 개발

한 장쳐는 연속파 때자기용명 (CW-NMR) 올 이용하였고 28 T에서 58 T까치의 자기장 엠위에서 콩간상 자가창

환포흉 03 ppm 이상의 훈해놓.5!..jξ 촉갱힐 수 있다.NMR 시료호는 칙경 4mm. 높이 4mm익 체칙에 풍용 넣어

사용하였￡여. 10 T 01 상의 강자기장용 혹정할 갱우·흘 고려하여 중수흘 샤료호 。l용한 싱험노 하였야 이 짱쳐는

기존의 NMR 자기장홉정 장비에 ~I 해 훨씬 져렴한 가격으로 찌작 가능하다.

I. 서 론

자삭의 풍질을켈정하는가장 중요한 세가치 요인은 최

대 자기장， 공간 균일성‘ .::L라고 시간 안챙성이라 할 수

있다 현채 산엽용이나연구용요로쓰이는차석에는영구

지석， 천자석， 초천도자석이 었는데， 최대차기창의 세기

냐 안정성 연에서는 초전￡자석야 단연 뛰어내기 때문에

정정 더 많야 쓰이는 추셰이다. 자기창의 공깐 끌얼도는

뼈자기콩영(NMR) 풍의 월‘야에서 애우 중요한 요소가

펀다. 자석의 풍간상 자기장 훈포흘 균벌하게 하기 위해

서는 자서의 유효풍간 내의 자기창 분포흘 챙멸하게 측정

하고， 이 값으로부터 자기장 .y..청 장치의 .!l.정량올 산출

해야한다. 차가장의 혹갱 청밀도는고청도초천도자석의

경우 10ppro 이상이 요구되고 었다.

자기장 측정에는여려 원리와방법들이 쓰。l며 각각 혹

청엠위와 청밀도가 다르다[1]. 저차장 촉정에는 josep

hson 효과흘 이용하여 미셰한 자기장의 변화흘 가장 정멸

하제 감지하눈 SQU!D (2]나 1O-6G의 갱자기창융 감지

할 수 있는 Flux-gate magntometer[3] 둥야 주로 야

용되고. NQR 신호의 자기장에 대한 반웅이나[4] 광학적

방뱅융 이용한 자기장센서 [5]도 있다.IT 이상의 고자

장측정에는 Faraday의 유도훤랴플 이용한 Search coli

magnetometer흘 이용할 수 있는셔l 야 magnetometer

는 넓은 뱅위의 자가장을 측청할 수 있;tl안 원려상 교휴

차장의 측갱어l딴 유용하아. Hall 효과를 야용한 Hall

sensor[6]와 MagnetotranSJstor (1)는 교류자장뿐 아

니라 정자기장의 측정에도 사용야 가능하드호 가장 폭넓

게 쓰이고 있지만 시:산 경과에 따라， 또 온도 등의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 측정값이 흘안쟁해지여 정멜￡가 높지

않은딴청이 었다.

초천도 자석의 강한 자기장에서 창 작동하며 자기갱L을

가장 정멜하게 흑정할 수 었는 장치는 NMR옹 01용한 촉

정장:<1 이다 엘반척으호 성험젤에서 측정7~능한 울"-I 량

중에서 가장 청밀하게 측갱힐 수 있는 것은 주파수인데

NMR은 자기장융 주파수로 변환하여 촉정하거l 해주71

때운이다. 야러한 축청장loll는 야마 외국에서 젤용화원 제

풍이 나와있요나 최대 록정가능 차71장이 얼밴척으로 1·

2T 쟁도이며 혹정대역이 넓윤 것은 매우 고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4T 은쳐에서 잘 착동하는 NMR 청멜 자기

장 측청장치흘 개땅하였다. 이 장치개딸의 주독쩍은 125

em
3
의 공간에서 10 ppm.!!\ 공간척 균얼5..륨 지년 초천ox.

자석의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것a혹， 차후의 제풍화의

가능성융 생각해서 체착til 가 jl.~렴하도혹 성계하였마.

개딸한 장치는 연속파 왜자가 공영 (contmuous wave

:cw NMR)을 이용하였고 2.8 T에서 58 T까지의 자

기장 뱀위에서 공깐상자가정분포률 0.3 ppm 이상의 분

해놓￡호 측청할 수 있었다. 홉정 기준 신호로는 일반척

으로 ￡이는 갱멜Y~형딸생기흘 사용하였고 촉챙껴.i!}흘

오설포스코프에서판혹하연셔 자기장의 크기률 따형발생

기의 주파수로 판흑하￡록 하였다. 공영관혹용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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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제 1 초전도재료 용용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및 부서병 홍 계 원 ( 기반 연구 그룹)

연구자 및 부서명 l김찬중， 이희균， 이호진， 장건악， 김기빽，

권선철，박해웅，유재근，김종친，장중철

벌행지 I 대전 발행기관 |환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1 1:9잃 7

페 이 지 l 360 p. 도표 | 유(V)， 무 ( ) 크기 26 em

참고사항 1 ‘94 중장기 과제

비밀여부 l 공개(용)，대외버 ( ), --비밀 보고서종류 3년차 보고서

연구위탁기관 i 계약변호 i
초록 (300단어 내외 )

산화물계 초전도재료 전력분야 웅용가술개발을 위

한 별크형 초전도재료의 제조 및 웅용기술， 전력기기용 초전도 선재 가공

및 용용기술 그리고 웅용을 위한 저온조 해석 및 설계기술 동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YBaCU'。계 초전도체의 초기 분말제조 조건을 조절하여 우수

한 자기적 특성을 보이는 별크형 초전도체를 제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플라이훨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계하였으며， 초전도체의 부상특성을 측정하

기 위한 자기부상력 측정장치를 제작하였다. 초전도선재의 안정성 및 재현

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기분말합성방법， 선재의 기계적 가공공정， 열처

리 조건 및 가공공정 해석연구동을 수행하였다. Emu1sdion 방법에 의하여

반음성이 좋은 미세한 초기분망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CIP 충빈법을 이

용하여 단면형상이 양호하며 임계전류밀도가 16000A!c며인 선채를 제조하

였다. 압연 및 사작단면가공법 등을 사용하여 1 미터길이에서 10000 Me마

급의 임계전류멀도를 보이는 다심선재를 제조하였다， 초전도 전재의 접합

시험결과 50%정도의 접합후 전류밀도를 보였다. 션재의 웅용에 사용될 져

온조 개발을 위한예버연구로서 져온조의 열해석 및 저온조의 예비설계를

수행하였다.

주제명 키워드 산화물 고온초전도체， 초전도 션재， 초천도 자석， 저온초，
(10단어 내외L-J YBCO, BSCCO, emulsion 밟ying method, 분발충진법，

플라이휠， 에너지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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