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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약

목

초전도재료 용용기술 개발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초전도 자석은 높은 자가장올 척은 에너지를 가지고 효율적￡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기폰의 상전도 재료를 이용하는 자석에 비해 그 효용성은 매우
크며， 기폰 여러 산업 분야에 그 용용성은 무한하다.

1980 년대 중반부터

연구 캐발되기 시작한 고온 초전도혜는 입쳐l 온도가 액체질소 비둥온도 이상
이 되어 기존에 사용되던 져온 임계온도를 갖논 금속계 초전도체에 비해 냉각
효슐이 좋고 고 자장하에서 매우 안정한 특성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특성을기폰산업에 이용함으로써 새로운분야를창출하거나기존분야의
부가가치률 높이기 위한 연구가 미국 일본둥 기술 선진국에 의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목척은 고온초전도체를 이용한 자석 개발이다.

초전도

자석올 만틀기 위해서는 산확물 초전도체를 선채형태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권선하고 운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채 세계척으로 선재 및 자석 개발상의
문제점은초전도선재의 재현성 및 안정성이 매우낮은것이며， 이률 향상시키

기 위한 연구가 임계 전류 밀도 향상연구와 함쩨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용용가놓활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는 NMR 용 초천도

자석과 핵 융합과 같이 큰 시스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전류 롱전 전류 리드와

부속 좌석 시스탬이다.

본 과제에서는 고온 초전도체률 이용하는 소규모 초전도 자석 및 대전류

통천 전도체를 개발 함으로써 핵 융합 연구와 연계하며 전력 공급 및 효율성융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초전도물성 향상율위해 초전도채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하며，션재

의 안청성 및 재현성 향상을 위해 체착 공청 변수를

정리 해야 하며， 실제

용용하기 위해 기본셀계기술및 시스댐 제작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천도
선채에 쓰이는 초전도 분말 특성 향상과 함께 선재 제착 및 권선 기술에 대한
체계척인 연구의 수행이 중요하다.포한자석 개발및 대 전류롱전기술확보블

위해 현채 용용되고 있는 처온 금속계 초전도 선채를 이용하는 자석 및 케이블

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수행하여 고용 초전도선재의 개발 후 측시 용용할
수 있어야 한다.

m.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고자력 Y- Ba -Cu-O 초전도체 체조

I

1) Ce02 챔가에 의한 BaCe03 생성과 Y-Ba-Cu-O 의 미쩨조직에 미치는 t경향
2) 용융공정으로 재조한 산소 결핍 Y-Ba-α1-0 결청의 임계전류밀도

2. Ag\B SCCO 고온 초전도 선재 제조 방법
1) 분말법에 의한 선채 제조 방법

2) Ag /BS CCO 복합체의 첩합
3.

Ag/BSCCO 복합체의 자기차폐

4. AgfBSCCO 초전도 선재를 이용한 대전류 롱전 conductor 제작
5. 청밀 초전도 자석 셜계 및 체작 평가.

- 11 -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Y-Ba-Cu·O 초전도체의 미셰초칙에 미치는 제 2 상 물질캠가 효파를 알아
보고자 Y-Ba-Cu-O 분말에 중량비로 5% Ce02 를 청가하여 소결 빛 용융공청으
로 시료를 제작후 미세조직올 관찰하였다.

첨가된 C빠2는 e￥930t 부근에서

초전도상과 반용하여 BaCe03를 생 성 하며， 반웅의 결과로 Y2BaCU03 와 CuO가
생성된다.

c eOz 첨가는 액상공정후 초전도상에

포획되는

2-1-1 입자를 미세한

침상형으로 변화시켰다.

산소함량이 결핍되도록 제조한

1-2-3 domain 에

대하여 자화콕션을 조사한

결과 77K 와 60K 에 서 자장이 중가함에 따라 체 2 차 peak가 나타나는 비 청 상객
인 자확특성이 관찰되었다.

바청상자화특성은 77K에서논 약 lT， 60K에서는

그 이상의 자장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산소공공파 차장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2T의 차장범위까지 비청상자화폭

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또는 재

이는 이 온도에서 flux pinning 거구가

변화하든지，

2 차 pe밟가 나타나는 자장첩 이 고자장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이 있다.

이 비청상자화 특성올 이용하면 임의의 차장에서 높은 flux pinning force 를

얻올 수 있다. 이 결과는 고자장용 bulk 형 Y- Ba-Cu-O 초천도체 제조에 효과척
으로 이용할수 있다.
고온초전도체 가운데 공기중에서의 안쩡성이 높아 대기 중에 노출되기

쉬운 션재로 웅용될 가농성야 높은 Ag/BSCCO 복합선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은분말올 사용하여 제조한 AgfBS CCO 복합판제를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올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한 분말법에 의한 초전도선재 제조법의
웅용 가농성에 관해서도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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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fBSCCO의 제조공정인 냉간가공 및 열처리 중에 수반되는 입자의 거통

변확률 살펴본 바 업자의 파쇄는 1 톤 청도의 압력에서 일어녔으며， 3톤의 합력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입자가파쇄되었다.그러나 20톤의 높온압력에서도부

서지지 않은 입자가 관찰되었다. 열처리에 의한 입자의 회복은 다른 입자를
잠식하며 선장하는 일반 입자성장과 함깨 버슷한 방위를 갖는 입자들이 서로
합체되는 업자합체 현상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초전도자석올 제조하는데 있어 초전도선채간의 첩합은 필수적인 과청이
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연구가 거와 없었다는 것은 놓라운 일이다.

Etching, pr않sing， 뻐nealing 공정올 통한 Ag /BS CCO 첩합올 제작한 결과 첩합하
지 않은본래의 선재에 비해 입계전류(c히없I current)가 80% 에 달하는접합기

술올 개발하였다. 초전도접합의 전기적 특성은 사용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나
기채척， 열척 성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첩합올 위해 은의
선택척인 etching이 펼요하며 이는 도료를 시료에 도포함으로써 해결하였다.
Powder-in-tube법 의 단첨 올 해 결 한 powder-in-powder법 을 개 발하였다. P:π

법은 압연방향에 직각인 변의 단면의 두께가 불균일한 단점을 갖으며， 분말의

충진시 충진랍력올조절하기 힘틀며，합금융만들기 어렵다. 그러나분발법을
사용하면 은합금올 분발야금으로 쉽게 딴들 수 있을 뽑 아니라 분말의 충진압
력올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폭이 넓은 시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잇첨어 있다.
분괄법올 이용해 제조한 초전도판재의 경우 가공이 용이하여 산화물에서 비교

척 가공야 어려운 H자 모양의 앓온 판올 체조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자기차혜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40x50 mnl 크기의 tile올 제조하였다. 초전도체 tile의 자기
차례 효율온 0.3 gauss 에서 약 200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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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BSCCO 초전도 선재는 초전도차석 권선용 코일 (coil) 이나 전력수송
용 전력케이볼 또는 대전류를 흩랄 수 있는 소형약 전류리드(cur힘it lead)에

사용가능하다.

저온초전도 자석의 전류리드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오던 구라

리드 대신에 고온초전도 선채를 current lead로 사용한다면 헬륨의 중발량올
줄일 수 있다.

암계전류가 크고 안청한 전류흐름을 가지면서 다루기가 쉬운 고온 초전도
선재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개발된 장선 테이프들을 척층화하여， 선재에 충분
한 강성과 원하는 전류를 흩렬 수 있는 단면척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열간척충
컵합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말을적당한용기에 담은후분말표면에서 프레스로압력을가하는경우
분말의 연속체 특성에 의해 분말내부에 묻혀있는초천도선재에 3차원 압력이
가해지며， 이때 외부의 압축 압력을 제거하여도 충친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분말 내부에 있는 초전도선재가 그대로 고청되는 것을 실험결r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라한 분말의 성질올 이용하여 초천도 태어프틀올 척충 열간첩합

하여 큰 단면을 갖는 장선의 선재제조가 가농하였다.

액체칠소온도에서 측청

결과 Scm 로 철단해낸 짧은 시변에서는 1.9 A 갱도의 임계전류가 흩렀으며，

90 em 의 긴 선재테이프에서는 약 0.9 A (500 A/em? 입계전류밀도) 청도의
엄계전류가 훌렀다. 본 방법올 이용하여 장선의 적총선재를 열간 첩합환다면
pan뎌ke 형태의 고온 초전토코일올 제조하는데 용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길이가 짧은 초전도 테이프 65 장을 적충하였올 경우 통전전류 (Ie) 는

로 측청되었다.

54 A

이 방법올 이용하여 총 60 Amp많e의 전류를 통전할 수 있는

current lead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본 시제품은 H형의 앉P 속에 척충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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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채를 묻어

전기전도도가 좋은 구리 빛 온판를 첩합하여 채작하였다.

핵자겨 공명 시스댐에 사용되는 자석은 강한 자가창， 균질한 자기장 그리

고 시간에 따른 높은 자기장의 안청도훌 가져야 한다.

청벌 초전도 자석온

beπe가 충분히 크면서 높은 자기창을 가져야 하며， 자석의 안청도 향상을 위해
명구전류모드스위치 및 머소저항초전도선채 접합기술을가져야하고，균둥

한자기장의 분포를 얻기위해 차장해석 기술 및 보청 코일 셜계 및 제작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밀 초전도 자석융 셜계 제조하였으며， 주 차장 발생코월에
대한 중간 시험 결과

139 A

의 자기장을 발생하였다.

외부 전류 공급에 의해

quench

없이

4.02 Tesla

초전도 상태 및 영구전류 모드가 된 것올 확인 한

후， bore 내부의 자기장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3차원 방향의 자기장올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hall probe 률 z 방향으로 이동시커면서 자기장율 측청한 결파

Scm 운전공간 내에서의 최대 deviation 값은 약 180 ppm 청도였으며 2차 급수
전개항에 의한 자기장이

그 경향율 지배하고 있음올 얄 수 있었다.

자기장의 균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청 (shim) 코일 젤계 및 제작 그리고
안청도 향상을 위한 선재 접합 작업올 진행하였다.
최종 자석 평가시험에서 자기장

deviation

은 작 보청 코일의 전류값이

z=

4.3A, z2=3.7A, x=- 1.82A, y=-0.37A 로 보정된 경우 z 촉을 따라 5cm걸이에서
l Oppm 여하의 균질도를 얼을 수 있었다.

또한， 자기장 중심애서

z=2.5cm,

r= 1.7cm 떨어진 위치에서 불 균칠도가 최대 30 ppm 청도로 측정되었는데，
이 값은 높은 급수 전개향을 갖는 상온 보청 코일로 보정이 가놓할 것으로

생각 된다.

S 시간동안

자기장의 변화를 측쩡한 결과 거의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으며 사양에서 제시한 0.1

ppm/ hour 의 안청도를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초전도 선재 컵합이 만족하게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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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in

countries.

πIe

Tc

by the

new application technologies or

current areas of applic&tion by using high Tc
n뻐ny

ei방lties

has greatly increased in the late

high magnetic field are much higher than

nom뻐l

which can not be achieved by

final goal of this

sup;πconductor.

pro~ct

is to develop

superconduc뻐.g

magnet using high

In order to develop superconducting magnet it is needed to

fabricate oxide superconductor into the shape of wire, and related coil winding
techniques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too.
superconducting wire has some problems in
characteristics, so

m없lY

Curr히lt1y

reproduci바lity

devel 때ed

oxide

and stability of its

researchers are engaged in solving those problems as well

- Vll -

as to increase
rna믿let

야Ie σitical CUIπnt d없sity

for MRI system and high

cuπent

of

su야rcon뻐ctor.

Superconductin훌

carrying lead for large system such as

fusion superconducting magnet are the promising application field.
The small scale superconducting magnet and high current carrying lead will
bestu벼 ed

and developed in this project and 야Ie studies

of electricity supply and distributing system will

fi하

하so

increasing the efficiency

be carried out related with

nuclear fusion study.
πIe

material study for increasing the propeπies of supeπonducting0.성desha띠d

bw carried out together with the

exp많iments

for optimizing process variables related

with the stability and reproducibility of produced superconducting wire.
the systematic study for

imπoving

the powder characteristics, developing wire

fabrication and coil winding technique are needed. And magnet
current

때π끼ng

πlerefore

technique must be provided

fcπ

fa바ication 뻐d

instant application of high Tc

superconducting wire after its succ않sful development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Fabrication of high ma맹etization Y-Ba-Cu-O superconductors
1) Effects of C~ addition on BaCe03 formation and the miσostruct1.πe

of Y-Ba-Cu-O
2)

C꺼tical

melt

current density of the oxygen

defici히It

Y- Ba-Cu-O prepared by

proc않S

2. Fabrication of AgfBSCCO superconducting
1) Powder in powder technique

- V111 -

com]야>site

wire

2) Joinning of Ag/BSCCO composite tape

3. Magnetic shielding by Ag/BSCCO conposite superconductors

4.

Fabrication of high cuπent carrying conductors by Ag/BSCCO
18야S

superconducting
5.

D않ign

and

fa'바ication

of precise superconducting magnet.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πIe

of

effect of 5 wt. % Ce02 addition to Y2Ba tCUtOS powder on

sint하-ed/melt-textured

Y-Ba -Cu-O

is coverted to fine &Ce03
temperat따e ti야

p빼de at 11!않r

Y-Ba-Cu-O.

Baee03 formation reaction.

high temperature

th밟na1

0.성des

micr~trucb.뾰

The added Ce02

was investigated.

930 t which is the cony하Itional sintering

Y2Ba tCUt05 and CuO

p뼈ses

No decomposition of BaCe03 is

cycles which involves the

야ritectic

are formed due to
0않하ved

during the

reaction.

πIe 다02

addition reduced the p뼈cle size of Y2Ba lCU10S trapped in the YlBa2CU3<h-y

after the melt-texture growth. The
shape by Ce02 addition

잔om

Magnetic hysteresis
which was

pre햄red

in flowing

oxyg많1

양뻐야

blocky shape of

characte꺼sties

by melt-texture

at 450t

fcπ

K, 60 K, 40 K and 20 K ) and

of 211

12

of

was

rna믿letic

is changed to acicular

undφed 앓mple.

oxygen-detici하it

proc않sing
1π.

P하ti이e

ma바X

Y-Ba -Cu-O domain,

and followed subsequent

e앞imated

뻐n않뼈g

at various temperatures (77

field up to 2 T. At 77 K, the anomalous

magnetization,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flux pinning by oxygen deficiency,
is obs하ved in the intermediate magnetic field near 1 T.

to a higher magnetic field by decreasing the

- IX -

πIe

tern다πaturε

anomalous 훔ak 빼펴ed

to 60 K.

πIe anom떠y

is not obs하ved at low temperature of 40 K and 20 K, which indicat않 that lOO
oxyg많I defici 하ICY

is not effective flux pinning site at

thesε temp하-atures.

Among high Tc superconductors, (Bi,Pb)StCaCuO 왜짧conductor 뼈s several

advantages such as high Tc , high Jc , moisture-resistance,
cold

de~πmation.

Therefcπe，

the

fa바ication

has been developed and widely studied.

않sy

grain alignment

야

comπ)Site

technique of AgJBSCCO

Especially, powder-in-powder methods

was firstly developed and shows possibility of practical applications.
πle

for AgfBSCCO composite
that the

recov하y

crushing and the

αac힘ng

pre뼈red

of superconducting

by powder-in-tube method. It was

fragm하Lts

over 3 tons.

two types of grains with and without pore were
reeov많y

coalescence

were investigated

of grain is initiated with a pressure of about 1 ton and

of grains were crushed into small

the

양ains

of crushed
betwe하1

양am

was

Jπoc많ded

obs얹ved，

After heat

obse'πed
야Ie

뾰atm앙1t，

and it is suggested that

in two process:

πle

one is the

neighboring grains with small angle grain boundaries and the

other is the grain growth consuming the other grains with high angle
boundaries.
fa바icated

Joint

most

betweεn

Ag(BSCCO superconducting

ta얄~

was

succ않sfully

by a combination of etching, π않sing and annealing techniques.

current of the joint area fabricated with a

π얹sure

gr빼

αitic외

of 10 tons showed 80% of that

of the unjointed area.
A new fabricating method of a Ag/B SCCO composite using silver powder
has su야않sfully develo뿜d. ππough repea때 cold rolling and 없me와ing at 840°C
in air, Ag퍼seeo composite with a thickness of 0.1 mm
was obtained ’The Ag/BS CCO composite with 싫rge

- x -

빼ld

dim해sion

a width of 40 rom
was

fa'바icated

into

complex H-pattemed and helical shape having a high current
( Ie

맹π피ng

capacity

= 3,500 A/cm2 at 77K, OT, Ic = 4.5 A for a specimen with a width of 3
πle

rom ).

magentic

왜ielding

applied field of 0.3 gauss, was
Magnet coils, elec암icity

efficiency, V(300K)!V(77K)
m않sured

σ없lSport

un야r

an external.

as about 200.

cables and small size current lead are possible

application field of AgfBS CCO superconducting wires.
can decrease the amount of liguid helium

πIe

evapc:πation

high Tc

cun한It

lead

in helium cryostat for

superconducting magnet
joi피ng

’The stacking method for
develo홈d. πIe

the high Tc superconducting tapes was

assembled conductor shows high

current flow and has

g∞d

σitical

handability for following

current d하lSity

없ld

stable

procεSS.

When the powder is pr않sed within a container, the 3-dimension pr않sure is

applied to sIc

뻐pes

embedded in powder.

The temporally stacked high Tc tapes

within the powder maintain their shape after the removal of
r얹id뼈1

internal

fa바icated

π않sure.

πle

long

conductlπ withl 따ge

exten뻐l πessure

cross-section

by

co띠dbe

by stack-bonding the long tapes along thickness direction with repeated

thenno mechanical treatment.

πIe σitical

current of conductor was 0.9 A

(σitical

euπent d하lSity: 500 A/cm2) betw없1 잊)em voltage taps, and 1.9 A between 1ern

voltage taps.

It is

fabricate pan-:ake
πIe

ex야cted

양pe

that the stac-bonding technique can be applied to

coil in near futme.

54 A of transporting current was

fabricated by stack-bonding 65 Ag/BSCCO

m않Stπ벼

뻐야s.

- Xl -

A

at 77 K

π'Ototype

fcπ

a conductor

current lead which

때n tr없lSport

60 A at 77 K was fabricated by stack-bonding technique.

π1e

stack-bonded conductors were connected with silver and copper and inserted to the
H shape groove made of FRP.
A magnet for Nuclear Magnetic

high field

l leity
homog하

Resonan않

πIe

and stability.

is first needed to make a

πecise

system ne때s high magnetic fiel d,

ability of calculating the magnetic field

superconducting magnet of

I합ge

bore and high

field Besides , 산Ie technigue of design and fabrication of thε field coils and 뼈m
coils also needed including the

imπ'Ovem하It

superconducting coils magnet was

design때

req따00

and

of field stability.
fa바icated

πIe

precise

using NbTi wires.

’The

4.02 Tesla was obtained on 139 A in πeliminary 홈norm없lee test. After

checking the

superconduc센ve s뻐te

inhomogenety was

m않S따ed

and

p하sis따It m여eoπ~ation

with hall probe along the Z-axis.

held deviation was about 180 ppm at 50 mm dsv

없퍼

of coil , the field

The maximum

z-directional second order

exp때sion tenD may govern the changε of field deviation.

π1e z, z2, x, y shim

coils were fabricate d, and wire joinning was performed.
In the seond magnet performance 않5t， the field deviation along thε Z-없is of

5 cm was reduced to
magnet
of

Z

sy앞em.

= 2.5

cm, r

lOpαn

which is the value suggested in specifications of

But the measured inhomogeneity was about 30 ppm at the point

= 1.7

cm from the center of magnet.

맴lis

value is expected

to be corrected with r∞m LCm야rature 하rim coils of high order tenns. πIe 없비 li양

of the system was thought to

sa디sfy

the specification of 0.1 ppm/hour, because

there was almost no change of field during the 5 hours.
join피ng

of

supercon마lcting

wire was made

- xu -

suc않5fully.

This mean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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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초전도체를 NMR-CT，송전케이불및 전기저장풍의 전력시스댐에 실제용용하

기 위해서는 초전도체를 실제 용용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가공활 수 있어야 활
뺀만 아니라 이 때 초전도전어온도， 엄계전류밀도 빛 기계척 성질이 사-용조건에
척합해야한다. 현재 산화물 고온초전도체는 YBaCuO 계의 경우 부분용융법올 사

용하여 제조한 고자력초전도체가 입계전류멀도가 높고 자속이 시료에 속박되는
성질이 있어 무첩촉베어링， flywheel 및 영구자석으로 웅용될 수 있다. 한편 bulk형
태로 가공하는 경우 밀도가 낮고 임계전류밀도가 낮은 BiSrCaCuO초전도체의 경

우에는압연법으로제조한 AgfBSCCO 복합선재에서 임계전류밀도가크고긴션채
를 제조할 수 있어 초전도자석， busbar 및 current lead둥으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었다.

고자력

YBCO bulk 초전도체의

는서냉동올통한큰

경우에 있어 고임계천류밀도는 알방향용고 포

123 업자의 성장파함께 미세한 211 상율 123 상에 분산시킴으

로써 자속속박효과를 얻올 수 있다. 부분용해법으로 제작한 고차력 YBCO 초전도
체의 전기척 성질은 123 업자 사이의 업계 성질에 영향율 받으며， 자기장 하에서의

임계전류밀도 변화풍 자기척 성질은 123 업자내의 미세결함에 의하여 변확한다.
따라서 Y·Ba-Cu-O 계에서 첨가훨소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와 시료내부의 미세결
합의 상태는 Y·Ba-Cu-O 의 특성에 중요한 명향을주는 인차이다.

에서는 Y-Ba-Cu-O 계에서

Ce02

따라서 본 연구

첨가에 따른 비초전도 상의 생성 및 Y‘Ba-Cu-O 의

미세조칙에 미치는 영향올 연구하였으며 용융공정으로 제조한 시료의 불완전한

열처리에 따른 산소공공에 의한 임계천류밀도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서 123 채료의
특성에 영향을 며치는 인차를 여러가지로관찰하여 우수한특성올까지는시료를

제작하가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박막또는 bulk형태의 초전도체에 비해 그웅용범위 및용용규모가큰초천도션

재가 갖추어악 활 조건으로는 우선 긴 선으로 가공활 수 있어야하며 임계천류밀도
가높아야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Ag/BSCCO 복합선채가 이 조건을충족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glBSCCO 초전프선재의

경우

5 - 10 em의

짧은 선재는

pressing 법으로 간단하거| 제조활 수 있올 뿔 아니라 임계전류밀도도 높으며 재현성
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긴 선으로의 제조가 가능한 압연법의 경우

임계전류밀도가 pres하ng으로 제조한 경우보다 낮올 뿔 아니라 길이방향으로의
전기적성질의 불균일성여 나타나며 각 공청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아직까
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를 웅용할 때 필요한 첩합방법에 대하여도 연구된 바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긴 킬이의

AgjBSCCO 초전도

선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합연기 및 회전단조기를 새로이 구비하였고 선재의 가공시에 초전도 채료와 은

튜브와의 반용 기구에 대하여 초전도 분말의 입자거동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이와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powder-in-tube 법의 단점을보완하고가공할수 있는
시료의 범위를 넓힌 은 분말법을 새로이 개발하여 이애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
이다. 본 방법은 복잡한 형상의 시료를 제작할 수 있을 뿔 아니라 선재외에도

넓은판채를제작할수 있으며 은피복재의 조성올쉽게 변확시킬수 있는창점이
었다. 현재 까지 개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복합체흘 이용하여 원통형의 자기차폐

체를 제조하여 이에 대한 일차 특성시험올 수행하였다.

가장중요시 되고 있는고온초전도자석개발의

포한 선재의 용용분야로

일차적인 단계로서 땐케엌 형태의

초전도코일 시제품올 제작하였으며 이 때 분말을 가압체로 사용하는 열간가공법
올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큰 전류를 흩릴 수 있는 전류리드에 대한 연구로는

압연이 완료된 초전도테이프를 일켓한 길이로 절단하고 척흉하여 다심션재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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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였고 이를 열처리 하여 65 A의 전류를 통할 수 있는 전류리드 시제품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개발된 초전도 선재를 이용하는 기술로서 초천도

자석의 셜계 제작기술개발에 관환 연구룰 수행하였다.

러시아의 쿠르차토프연

구소의 기술협력율통하여 초전도자석중에서 현재 가장용용성이 큰 MRI용초전

도차석올 설계제작하여 초전도 차석의 제작에 필요한 차장설계， 코일 권션 및

조립， 자기장 보청， 선재 첩합， 코일보호회로， 앵구전류모드 스위쩌퉁와 단위기술
을 확보하였고 자석의 특성평가기술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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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1 철

j킬-

'--

츠를L

'--

고자력 Y-Ba-Cu-O 초천도체 쩨조

고온산화물초전도체를응용하기 위해 많은연구들이수행되어 왔지만，낮

은임계전류밀도와빈약한기계적성절로인히·여 실저l 로산화물초전도쳐I 를 융용
하기에는많은문제점이 있다.

Y-Ba-Cu-O 초전도체의 전기적，기계적성질은재

료의 미세조직에 따라 민감하게 의폰하므로 재료의 제조공정개선 및 균절한 원료
의 션택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전도체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 초성의 불균

칠성과업계에폰재하는액상을들수있눈데，이를은분말의혼합아나 원료조성의
선택과정에서 야기휠 수 있는문제들로 적절한공정관리를 통하여 개션될 수 있다.
반면 Y-Ba-Cu-O 초전도체 고유의 특성인 전류의 이방성과 열처리중 발생하는 마

세균열과같은칠합은 초전도입자를일방향으로 배열할수있는공정의 개발이나
열처리 기술의 개선을통하여 해결될 문제점이다. 최근에 보고된 제조공정증 괄목
할 만한

방법들은 액상을 이용한 공정들로는

Melt-Powder-Melt-Growth (MPMG)

Melt-Texture-Growth (M.TG) [1] ,

{2] 와 Li quid-Phase-Processing

(LPP)

[3] 이

있는데，이들공정의공통점윤 포정반응을통해 초전도입자의 일방향배열을유
도한접아다. 이와같이 초전도 입자들울전류가 많아 흐를수 있는방향( c 축)으

로 배 열하면， 약 수만 A/cm2 의 많은 전류를 흘렬 수 있게 된 다. 이 결과들은 일 반

적인고상반응법 A로제조한 Y-Ba-Cu-O 다결정 시연의 L 값인수백내지 천 A/cm

2

과벼교하면대단히높은수치임을알수있다. 그러나이공정으로 션째를제작하

기에는많은문제점이 있다.

또한세라믹초전도체가갖논단점언취약한 기계적

성질로인하여 초전도쳐l 를응용하기위해서는 이를향상시키는노력이요구된다.

자장하에서의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와 기계적 성질을 향상하고자 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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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에 제 2 상물질음 첨가하는 연구플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첨가되는물질은급

속이나 산화물들이 사용된다. 초전도체에 이 물질을 첨가할시의 고려하여야 할 참
은첨가되눈불질과초전도체간의 반응이 없어야하며，가능한 첨가물질을 제 2 상
형태로초전도기지내에 미세하게분산시커야한다는점이다. 초전도체의 특성을

향상시 켜 기 위 한 연구나 새로운 초전도를 합성하기 위 한 연구들을 통한 결과에 의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첨가물질들음 고상반응시 초전도상과

반응하여초전도성을걱하시커는것으로알려져 있다. 반면포정반응을포함한액

상공정을이용할시에는 첨가물질을 초전도상과반응없이초전도기지내에 미세
하게 분산시 킬 수 있다.

대 표적 인 첨 가물질은 Y2Ba lCU1 0s [4] , BaSn0 3 [5, 6] ,

BaTi03 [7, 8] , BaCe0 3 [9] 와 Pt02 [10, 11] 를플 수 있는데，

첨가물이 초전도 기지내

에 미세하게 분산되면 초선도체의 임계전류특성 및 제반성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푼산된 제 2 상 입자들은자장하에서도고임계전류밀도를유지할수있도록하여
주는 flux pinning center의 농도를 증가시 킬 수 있다.

1. Ce02 캡가에 따른 BaCe03생생과 Y-Ba-Cu-O의 마세초직에
미치는영향

가. 서 론

초전도체의 전류밀도는 그물질의 채조공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열처리

조건에 따라 얻어지는 미섹조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전도입자들이
전류가흐르는 방위로 일정하게 배열되면 초전도체의 전류밀도가 상숭한다.

이는

초전도전류흐릅의 방해물로 작용하는저각업계의 형성아 억제되기 때문으로，수

Tesla 의 고자장하에서도 수만 A/cm2 의 임계전류밀도를 얻을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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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

도입자의 방향성배열과더불어 초전도체에 제 2 상업자들율미세분산시격 초전도j

비초전도의 복합체를 만들면 전류밀도가 향상된다， 제 2상업자들이 초전도기지에

미세분산되면 제 2상/초전도기지의 계면 [12] 이나 제 2 상입자주변에 형성되는결
함들[1 3] 이 flux pinning center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전도체의 전류밀도가 상승한
다.

본실험실에서는 Y-Ba-Cu-O 초전도쳐l 의 전류특성과 기쳐l 적 강도를 향상시

킬목적으로다양한산화물을 첨가하는실험을수행하여 웠는테 [14] , 이 설협결과
에 의 하면，

ce02 가 매우 효과적이 었다.

C잉2 를 첨가하여 고상반응법으로 초전

도체를 제초하면 재료의 초전도 전이용도가 감소하나 [1 5, 16], 액상공정을 적용하
면다시초전도성을회복한다[1 7， 18]. 이는액상공정중 ce02 가 BaCe0 3 를형성하

면서 초전도상으로 부터 분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ce02 를 첨가하면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도가 향산펀다. 약 1% ce02 를 첨가시 사료의 임껴l 전류멜도는 15000

A/crn2 으로순수 Y-Ba-Ct~-O의 2 배가 된다 [1 9]. 본 연구에서는
Y-Ba-Cu-O 초전도체의 미세조직변화를 연구하였다.

ce0 2 첨가에 따른

ce02 첨가에따른소결조직

과 용융공정조직 변화，특히 2-1-1 업자코기 변화에 대한초사를통해 균일한 미셰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저l 조초건을 확립하였다.

나.

설험방법

99.9% 의 Y2 C경 ， BaC0 3 와

로 초전도 분말을 제조하였다.

CuD 분말을 사용하여 일 반적 인 고상반응법으
분말틀을 ball-milling 공정요로 혼합한 후 공

기중 920°C에서 24 시간 하소하였다.
pestle로 분쇄하였다.

하소한 분말은

알루마나 mortar 와

분쇄된 분말은 200 mesh 까지 채절하여 그 이상 크기가

되눈 분말을 분라하였다.

2-1-1 분말도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하였으며 9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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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4 시간하소후공기중에서 냉각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관찰결과에의하

연， 생성된 2-1-1 분말의 크기는 약 1 마야코론야었다. 이렇게 제조한 압분쳐l 눈
공기중 950°C에서 24 시간 소결 후 공냉하였다.

2-1-1 분말도 agglomerate 를제

거하기 위하여 채절하였다. 채질한 1-2-3 분말과 2-1-1 분말， 또는 CE.02 를 적당한

무게비로혼합한후 ， 300 MPa로 일축 압축하여 성형쳐l 로 만들고， 다시 정수압으
로 가압하여

원판형으로

만들었다.

성형체는공기중 950°C 에서 소결하였다.

Figure‘ 1-1 에 제시한 용융 열처리 공정으로 초전도 입자들이 일방향으로 성장
된 시편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연은

액체질소중에서 냉각시켜 정방정 구

조를 그대로 유치하게 한 다음， 다시 산소분위기 중에서 열처리하여 사방정 구
조로 변태시켰다.

이 때의

열처리는 공기중 450 ‘E 에서 진행하였으며

산 경로를 단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열처리 시간을 달리하였다.
은 0.05 마이크론까지

미세 염마와화학에칭을거친

산소확

미세조직

단변에 대하여 편광광학현

미정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다.

실험결과

첨가된 ce02 와 초전도체와의

체 ， 1-2-3 분말 15
대하여

w t. % Ce0 2 첨가분말과 5 w t.% Ce0 2 와 20 w t. % 2-1-1 첨가분말에

DSC (Dit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 분석을 하였다.

공기중에서측정한각분말에대한

℃에서

반응과정을 알아보고자 3 종류의 분말 혼합

peak 가관찰된다.

서의 peak 는

매우 강하다.

며C 곡션이다.

Figure 1-2 는

시료 (a) 에서는 920°C 와 1010

져온에서 관찰되는 peak는장도가낮은반면고옴에
고온에서의 peak 은 1-2-3 상의 2-1-1 과 BaCu0 2로의

incongruent 용융에 의한 것이나저온 peak의 원인은확설치 않다. 그 원인으로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미반응된 원료분말들이 서로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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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 hematic illustration of the applied mel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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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curve of calcined 1-2-3 powder
mixed with (c) no add~tion ， (b) 5 wt. % Ce0 2 and (c) ( 5 wt. % C션02 + 20 wt.%
2-1-1 )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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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이 생성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하나는 국부적인 eu tectic melting 에 의해
CuO 와 BaCu0 2의 생성되는경우아다.

반면， 시료 (b) 와 (c) 에서도유사한온도

에서 각각두 peak 가관찰되나저온에서 관찰되는 peak 는그강도가사료 (a) 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강하다.

peak 가 나타나는온도도 930°C로시료 (a) 의 것보다 10

。C 높다. 이 peak 는 첨가된 ce0 2와 1~2-3 상과의 반응에 의 한 것으로 추정 된 다.

온에서 관찰되는

peak의 경우는모든시편에서그위치나

고

peak 강도가거의 동일

하다. 이 peak들은 시 료 (a) 에서 와 마찬가지로 1-2-3 의 incongruent melting 에 의
한것으로판단된다.0또 측정결과로부터， ce02 첨가에 따라 930 ‘℃에서 1-2-3 상
과의 반응이 있음윷 알수 있었다. 그러나

CtD2 첨가가 체의 peritectic reaction 에

거의 영횡t을주지 않음을알수있다.
않C 결과률이해하기위하여 위의 하소분말로부터 제조된소결시편에대
하여 마셰조직을조사하였다.

Figure 1-3 은 (a) 1-2-3 시편. (b) 5 w t. % c e02 첨가

시편과 (c) (5 w i. % c e02 + 15 w t. % 2-1-1) 첨가시편의 미세조직이다. 어 미세조직
은공기중 9 :D °c 에서 24 시간소결후다시 공기중 .450°C 에서 24 시간 열처리한 시
변에대해얻은것이다.

즉이미세조직은사방정 1 깅 -3 에대한것이다.

시료없)는

전형적인 사방정결정의 미세조직으로， 판상형 결정립내부에 상전이에 의한 쌓정들
이 발달된 모습올 보인다.

이 조직에서

다른 제 2 상 업자들은 관찰되지 않는다.

반면，시료 (b)와 (c)에서는 1-2-3 결정업계주변에 액상이 관찰되는데，이는 첨가한
ce02 와 1-2-3 상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액상주

변에수마이크론코기의 미세한제 2 상업자들이관찰된다. 생성상을분석하고자
각시변에 대하여 주사전자 현미경검사를 실시하였다.
과 φI)

대표적으로 없) 1-2-3 시편

5 w t. % c e02 첨가시편의 미세조직을 Fig.1-4 에 나타내었다. 시료 (a) 에서는

판상의 1-2-3 결정들과그 내부에 정방정-사방정 상전이나 냉각시의 열충격에 의한

미세균열이 관찰된다.

반면 시료 (b)에서는 액상과 더불어 주변에 다량의 미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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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ptical micrographs for a polished surface of a sintered sample with
(a) no addition, (b) 5 w t.% Ce0 2 and (c) ( 5 wt.% Ce0 2 + 15 w t.% 2-1-1 )
addition.

Note

the decomposition of 1-2-3 phase into !i(mid phase and

second phase in the vicinity of grain junction due to the reartion of Ce0 2
with th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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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EM micrographs of (a) undoped 1-2-3 sample and (b) 5 w t.% Ce02 added sample showing the formation of second particles and liquid phase as a
result of Ce02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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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상들이 관찰된 다·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검사에 따르면、

미세조직에서 밝고각진 입자들은 HaC잉 3' 둥끌고어두운 업자들은 2-1-1 이다. 어
떤 BaCe0 3 입자들은 CuO 액상내부에 위치하는데， 이는 CuO 생성이 ce02와 1-2-3

의 반응에의한것임을의미한다.
각시료들에서 ce02 첨가에 의 해 생성된 상들을 확인하고 그 부피분율을 알

고자

(a) 1-2-3 시편， (b) 5 w t. % Ce02 첨가시 편과 (c) (5 w t. % Ce0 2 + 10 wt. %

2-1- 1) 첨가시편에 대하여 분말 x-션 회절겁사를 하였고， 그 결과가 Fig.1-5이다..
시료 (a) 의 회절션은단일 사방정상의 회절션이나 (b)와 (c) 의회절션에서는 1-2-3 회
절션과더불어 2-1-1 과 BaC e0 3 과 CuD 의 회절션이 관찰띈다.

시료 삐에서

ce02

첨가에 따라 생성된 2-1-1 과 BaCe0 3의 1-2-3에 대한 상대적인 부되분율은 각각
10% 와 6% 이었다. 죽 ce02 첨가에따라적당량의 제 2 상들이 생성된다. 시료 (c)

의 경우에도 2-1-1 펴절션강도가 시료 (b) 에 바하여 상대적으로높은 것을 제외하
고는 별다른차이가 없다.
문이다

이는 초기분말에 인위적 4로 2-1-1 을 10% 첨가했기 때

이상의 미쩨조직 검사로부터， ce02 과 1-2-3 상과의 반응에 의해 BaCe0 3가

생성되고이 반응에 의한국부적 조성변화에 의해 2-1-1 과 CuD 액상의 생성됩을
알수있었다.

각시료에 대한 저항이 제로가되는온도 (Tc )를 4 단착법으로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1어l 나타냈다. 순수한 1-2-3 시편의 Tc 는 90K 인 반면에 ce02 와

2-1-1 을 첨가한 경우 2- 1 -1 첨가함량에 따라 Tc 가감소한다.

예를들어 ， 5w t. % 2-1-1

첨가의 경우는 Tc 가 87K인 반연， 20 wt.% 2-1-1 첨가의 경우는 77K까지 제로저항이

얻어지지 않는다. 첨가물의 함량에 따른 Tc 의 감소는 Figs.1-3 와 1-4 에서 관촬된
바와같이，

ce02 첨가에 따라

1-2-3 초전도상 입체에 생성된 CuD 와체 2 상 들이

결정립간의 전자의 흐름을방해하가 때문인 것으로판단된다.
용융공정후의 미세조직에 대한

ce02 첨가영향을 알아보고자 ce02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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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 of a sintered sample with (a) no
addition , (b) 5 w t.% Ce02 and (d ( 5 w t.% Ce0 2 and 10 w t.% Y2Ba lCul Os

)

addition showing the formation of 2-1-1 due to the reaction of C'~02 with 1-2-3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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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 Zero resistance temperature with Y2BalCul0S content of sintered
Y-Ba-Cu-O superconductors with 5 w t.% Ce0 2 and various amount of
Y2Ba1Cu 10 S' The T c: was measured down to liquid nitrogen temperature (77I<).

(
)

10

15

87

86

80

야

Y2BalCu10S content

undoped

(wt. %)

Tc: (K)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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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wt.%로고정하고 2-1-1 함량을변화시켜 시펀을용융공정으로제조한후각시료

에 대한미세조직을 검사하였다. 이 실험에서의 관심은 ce0 2 첨가에 따라포정반
응후 1-2-3상에 포획되는 와 1-1 입자들의 크기가 달라지냐 하는 점이다.

왜냐하펀

2-1-1 입자를 미세화시키면 초전도체의 전류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Figure 1-6은

없)

ce02 첨가없이

2-1-1 만 20 w t.% 첨가한 시편과

ce02 와 20w t.% 2-1-1 을첨가하여 용융공정으로 열처리한시편의

두경우모투 1-2-3 결정들이 콘크기로잘발달되어
자들이포획되어 있다.
가 매우 조대하다.

(b) 5 w t.%

마세조직이다.

있으며 결정내부에는 2-1-1 업

ce0 2 첨가없이제조한시편은포획된

2-1-1 업자들의코기

입도분포가 I 마이크론에서 22 마이크론요로 넓은 분포를 가지

며 평균업도가 8 마이크론이다. 이는 일반적인 용융공정에서 보고된 것과 바슷한

값이다 [20J. 입자형태는둥근모양이며 어떤입자들은서로접촉하여 성장한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에 Ce().，률첨가하여제조한시편의 경우는매우미세한 2-1-1

업자들이 1-2-3 결정내에포획된다.

이시변에서

2-1-1 업도분포는 1 마야코론에

서 8 마이크론이고 평균입자크기는 1.75 마이크론이었다.

이 미세조직에는 2-1-1

입자와더불어 또다른 미세업자들이 관찰되는데， 이들은 BaC e0 3 입자들로 앞의
고상소결한시편에서 이미 관찰되었던것이다. 주목활반한점은용융공정후에도
이 입자들의 코기가 고상소결시와 마찬가지로 매우 미셰하다는 점이다.
대해서는 업자미세화 기구의 고찰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
따른 평균 2-1-1 입도를 Table 1-II 애 나타내었다.

이 점에

2-1-1 합량에

용융공정후 1-2-3 결정내에 포획

되는 2-1-1 업자들의 코기는첨가되는 2-1-1 합량에비례할수있다，이는 2-1-1 입자
들이기존에존재하는 2-1-1 업자들위에서성장하기 때문이다 [21]. 그러나 Table.
1-11 애서 알 수 있듯이，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첨가된 2-1-1 합량과 1-2-3 결정에 포

획되는 2-1-1 입자의 코기는서로무관하다. 단지

ce02 첨가시편에서

2-1-1 첨가량

과관계없이 2-1-1 입자들이 서로비슷한크기로미세화될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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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M micrograph for the etched surface in 1 % Hel solution of

me1t-textured 1-2--3 with <a) 2O wt.% 2-1-I without

+ 20 w t.% 2-1-1 ) addition.

Ce。 2

and (b) ( 5 wt.% CeO2

Note t따 homogeneous distribution of fine

particles in sample (b) due to the addition of C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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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 An average particle size of 인 BalCu1 0 S and BaCe0 3 in melt-textured
Y-Ba-Cu-O with Ce02 and Y2BalCu10S'

Amount of additIve

Particle sIze oi Y1Ba\CU\OS

Par tI cle size of BaCe03

”m

(ψn)

ce02
(wt %)

F

Y1 Ba Cu‘。s

‘

( w t.%)

5

o

5

5

1.95

0.95

5

10

1. 85

1. 10

5

15

2.00

1. 00

3

20

LiS

1. 05

0

20

8.0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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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찰된 2-1-1 미세화는단순히 ce0 2 첨가에 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Table 1-III 에 5 w t.% Ce0 2 와 2-1-1 을 첨가하여 용융공정으로 제조한 시
료의 T c를나타냈다. 순수한 1-2-3 시료의 Tc 는 90K 로고상소결한 1-2-3 시료의 값

과같다.

ce02 와 2-~ -1 올첨가한시료의 경우에는 T c가약간감소하나

가하여고상소결로제조한시료에서

를들어 ， 5 w t.% Ce0 2 와

ce02를첨

얻은값과비교하면감소정도는미약하다.

예

20 w t. % 2-1-1 을 첨가한 시편에서도 T c 가 89K로순수

1-2-3 시료의 값과 거의 유사하다.

이는 첨가물에의 해 초전도결정 이 손상되거 나

생성된 제 2 상들이 초전도결정업체에 폰재하지 않고초전도상과분리되어 초전도

결정내에 독립적으로폰재하기 때문으로사료된다.

라. 고활

Y-Ba -Cu-O 의 용융공정은 2-1-1 상과 액 상 (Ba-Cu-O) 이 반응하여 1-2-3 초
전도상을생성하는포정반응을포함하고있다.

소결한 1-2-3 소결체를이 계의 포

정온도인 1000°C 이상으로 가열하면 1-2-3 상이 2-1-1 과액상으로분해되며，

다시

1-2-3 상이 안정한온도영역으로서서히 냉각하면집합조직이 발달된 1-2-3 상초전
도체가 얻어 진다. 포정반응시 1-2-3 상이 생성되려면 2-1-1 이 액상에 용해되어야
하며 [22] ，액상애서의

2-1-1 입자의 성장아나분해속도에 따라 미세조직이 달라

질수있다.

고상소결과용융공정의 마세조직 분석으로부터
을알 수 있었눈데，

가된

3 종류와 2-1-1 이존재함

(1) 분말혼합시 외부로부터 첨가되는 2-1-1(첨가 2-1-1)， (2) 첨

ce02 와 1-2-3 상과의

반응부산물로서 생성되는 2-1-1 (반응 2-1-1) 과 (3) 시료

의 용융시 1-2-3 싱이 2-1-1 과액상요로 분해될 때 생성되는 2-1-1 (분해 2-1-1) 이다.
첨가물이 없는순수 1 응3 의 정우에는 분해 2-1-1 만이， ce02 만을첨가한경우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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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I.
Zero resistance temperature with Y2Bal Cu10 S content of
melt-textured Y-Ba-Cu-O superconductors with 5 wt.% Cι。2 and various
amount of Y2Bal Cu10 S.

Y2BalCU10S content

undoped

5

10

15

20

90

88

88

86

89

(w t. % )

T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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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

2-1-1 과 반응 2-1-1.2-1-1 과 ce02를 동시 에 첨가한 경우는 3 가지 모두가 생성된
2-1-1 업자의 미세화기구를고려할 때， 첨가한 2-1-1 과반응 2-1-1의 초기 입자

크기가중요할 것이다.
존재하는 이들

왜냐하면 1-2-3 상이 2-1-1 과액상으로분해될 때 기존에

2-1-1 에서 분해 2-1-1 야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향성웅고

Y-Ba-Cu-O의 결과 ( 21] 에 의하면， 1-2-3 분말얘 2-1-1 을 첨가할 경우 최종적으로 얻

어지는 2-1-1 의 입도가 감소되며 그정도는 첨가량과 비례했다. 또한 Er(2-1-1) 을
1-2-3 상에

첨가한 실햄에서는 1-2-3 상이 분해될 때 첨가한 Er(2-1- l)입자위에서

Y(2-1-1) 이 성장함이 관찰되었다 [23]. 이는 1-2-3 상이 2-1-1 과액상으로분해될 때
외부에서 첨가된 2-1-1 이

2-1-1 의 hetero geneous 핵생성 자리로 작용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 때 얻어지는 2-1-1 입자의 코기는 Pt0 2와 같은 제 2 상 물질을 첨가

하여 얻어지는 2-1-1 압도 [10, 11] 에 비해 상대적￡로조대하다. Figure 1-6(a)에서
관찰된 바와같이， 첨가되는 2-1-1 의초기 업도가매우작더라도Ce02 7t 첨가되지
않은시편에서는2-1-1 입자성장이 쉽개 일어나최종적인2-1-1 업자는초대해 진다.
즉분해 2-1-1 에 대한핵생성을촉진하고자외부에서 미세한 2-1-1을첨가하더라도

액상에서 성장하는 2-1-1 와 성장겨동을제어하는인자， 업자성장억제혹은2-1-1 형

상변화요인이 없다면 2-1-1 의 성장이 억제되지 않는다.
외부에서 첨가되는 2-1-1 과더불어， 첨가한 C잉2 와 1-2-3 상과반응에 의해
미세한 2-1-1 이 생성된다.

이때 생성되는 반응 2-1-1 역시도 1-2-3 상이 2-1-1 과액

상으로 분해될 때 2-1-1 의 핵생성 자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야 반응 2-1-1 의

부피분율은 1-2-3 전체부피에 대해 약 10% 로매우척다. 또한아들 역시도액상중
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첨가 2-1-1 과마찬가지로 쉽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1 입자 미세화에 마치는 역활은 그다지 코지 않은 것 A로 추정된다.
2-1-1 미세화에 미치는

ce02 의

역활에 모든 관심이 모아진다 .

결국，

1-응3 상 이 2-1-1 으

로분해뛰 때 대부분의 2-1-1 상이 생성되고 이 2-1-1 의 특성이 1-2-3 생성 포정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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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때포획되는모든 2-1-1 업자의 입도애도 영횡t을줄것이다.

인한 2-1-1 의 미세화의 원인은 2 가지로， (1)

ce02 첨가로생성된

C윌 첨가로

Ba다°3가 2-1-1 의

핵생성자리로작용하는경우와 (2) 2-1-1 입자의 성장거동에 영향을주는겸우이다.
만약

ce0

2

첨가로생성된 BaCe0 3가 2-1-1 의 핵생성자리로 작용한다면 미세조직

상에서그흔적을 찾을수있을 것아다. 이 경우 BaCe0 3 입자들 01 2-1-1 과서로접

촉하고있거나 성장한 2-1-1 입자내부에 BaCe0 3 입자가포합될 것이다. 예를들어
AI 2 0 3와같은 01 물질을 1-2-3 분말과혼합하여 용융공정 열처리를 하면
뜰이 이 A1 2 03 입자에서 성장한다 P쩨.

A1 203 업자가위치 한다 . Figure

1-2-3 업자

이 경우 성장한 1-2-3 결정의 중앙부에

1-7 은 2-1-1 과 BaC e0 3 업자의 분포와 성장양상을

잘 보여 주는 미세조직으로 어둡고 둥근 업자들이 2-1-1 이고 밝고 각진 입자들이

BaCe0 3 입자들이다. Figure 애서 얄 수 있듯이， 이 두 입자들은서로 독립적으로
성장한 것 같으며 서로 접촉하고 있는 업자들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BaCe0 3

업자가 2-1-1 의 핵생성 자리로작용한것 같지는 않다.

앞의 DSC 결과에서 알 수 었었듯이，

첨가된

ce02

BaCe0 3를
' 형성하고부생성물로 eu。와 2-1-1 야 생성된다.

는 1-2-3 와 반응하여
만약. 1-2-3 가 2-1-1 과

액상으로분해되는고온에서 BaCe0 3 가 분해되어 액상에 녹는다면 이는액상의 화

학포텐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는 2-1-1 의 성장겨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확인하고자 1-2-3 와 1-2-3/Q0 2 혼합분말을

에서 급냉하였다.

1040

°c 에서 30 분간유지 후 액체질소.

이 때의 미세조직은 액상과 2-1-1 으로구성되는데，

알수 있듯이， 첨가물여 없는경우에는 매우조대하며

판상형의

장한다.

30-50

그 크기는 약 두께가

10 마이코폰，

길이가

C와를첨가한시편에서는매우이방성이심한
어떤경우에는 ce02 를첨가해도

이를

2-1-1

Fig. 1-8 에서
입자들이 성

마이크론이다.

반면에

침상형 2-1-1 업자들이 성장한다.

2-1-1 업자의 형상변화없이 그크기만 감소시킨

다는보고 [19 ]가었는데，이는아마 본연구와제조공정이 서로다르기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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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EM micrographs of melt-textured 1-2-3 with 5 w t. % Ce0 2 and 15
w t.% 2-1-1. The bright phase of an angular shape is BaCe03
round phase is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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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녕

the dark and

Fig. 1-8 SEM microstructure of a quenched 1-2-3 sample with (a) no addition
and (b) 5 w t.% Ce0 2 addition.

Note the morphology change of 2-1-1 as result

of c e0 2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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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이라생각띈다. 본실험에서 관찰된 2-1-1 업자형상의 변화로부터 ce02 첨가

가 2-1-1 업자의계면에너지를 바꾸거나 2-1-1 을둘러쌓고있는액상의조성변화
를 유발함을알수있다.

이를확인하고자 급냉한시편에 대한 x- 션회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Fig.1-9 이다.

1-2-3시편과 1-2-3κ윌시편 모두 완전히

2-1-1 과액상으로분해되었다. 특이활 만한 점은 BaCe0 3 가분해되지 않고 이온도

에서 안정하게 폰재한다는 점이다. 액상중으로 BaCe0 3 분해는관찰되지 않지만
소량의

Q이

액상중에 용해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BaCe0 3

의 업자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액상으로 원소들의 이동이 있어야되고이과정

에서 액상의 화학포탠셜이 영향을받을수있기 때문이다.

마.결 론

Y-Ba-Cu-O 초전도체의 미셰조직에 미치는제 2 상 물질첨가효과를 알아

보고자중량벼로 5% ce02 를첨가하여 미셔l 조직을관찰하였다.

첨가된 C~ 는

약 930°C 부근에서 초전도상과 반응하여 BaCeO) 를 생성하며， 반응의 결과로
2-1-1 과 Cu。가생성된다.

ce02 첨가는액상공정후초전도상에포획되는 2-1-1 입

자의 미세화에 효과적이다. 초전도상인 1-2-3 상이 (L

+ 2-1-1)으로분해되는포정

반응시 첨가물이 없는 경우는 판상형 2-1-1 업자가 생성되는 반면. ce0 2를 첨가한

경우에는 침상형 2-1-1 이 생성된다.

ce02 첨가에 의한 2-1‘1

입자의 형상변화가 포

정반응을포합한용융공정 후 2-1-1 입자미세화에 영횡t을준것 A로판단된다.

2.

용용공갱으로 쩨조한 산소결핍 Y-Ba-Cu-O 결청의 임계천류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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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 of a sample with (a) 5 w t. % Ce02 and
(c) ( 5 w t. % Ce0 2 + 10 w t. % 2-1-1 ) addition quenched into a liquid nitrogen
bath after: loIding at 1040°C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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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론

용융공정의 특정응 (1) 초전도 결정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 i?]로 배열되며

[1 -3], (낀 flux pinning center로 작용할 수 있는 비초전도물질인 2-1 1 업자들이 초
전도결정내에 포획되고 μ] (3) 이 2-1-1 업자주변에 저각입계형태익 결정업계 7t
형성된다는접이다[1].

2-1-1 이나저각업계같은 결정학적 결합플은 1-2-3 시료를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할때 산소원자들의 확산경로로작용할수 치다따2꺼. 그
러나 용융공정드로 제조한 초전도체의 결합밀도는 고상소결로 제꽉한시료의 경
우(고각업계， 개기공 [28.29]) 과비교하연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듯 낮은 결함밀도
로 인히-여 산소원자들이 초전도체내로 확산하기 어 렵다.

CuO flux를 이용하여 제조한 1-2-3 단결정에 대한 자화특성 연구 [30] 에 의
하면， 초전도상태에서 작용자장에 대한강력한 flux pinning 효과각관찰되며， 이

는자화특성곡선에서 비정상 peak로나타난다. 이 현상은 2-1-1 을 첨가하여용융
공정으로제조시변에서도 관찰되나이경우그정도는매우미약하꾀[31]. 첨가물

이 없는 순수 1-2-3 결정은 장시간 산소열처리를 할 경우에도 이 비정상 자화특성
은 제거되지 않는다 [30-32]. 이는 2-1-1 같은 제 2 상 업자들이 산소확잔의 경로흘

제공함으로서시료내의 산소농도를균일하게 하여주지만， 결합이 씌은경우에는
산소확산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초전도내의 산소결핍과

자화특성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용융공정으로 제조펀 1-2-3 초전도 결정에

대한자화특성을 관찰하였고，이결과를 산소확산과관련된미세죠과과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측정펀 자회곡선으로부터 초전도쳐l 에 흐르는 임겨l 전류밀도짧
을자장변화에대해 구하였다.

나.

실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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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실험에서사용된

1-2-3 분말은 ssc사 것으로입도가 2-3 마이코론의

단상 1-2-3 초전도분말이다. 이 분말을

300 MPa 로 일축 압축하여 성형체로 만든

다음， 다시 정수압으로 가압하여 원판형으로 만들었다. 성형체는공기중 950
에서 소결하였다. 여 후 다시

시편을

용융꼼정(

MTG: Melt-texture

°c_

growth) 오

로열처리하여 초전도입자들이 일방향으로 성장된 서편을 제조하였다.

이 때

서편의 substrate로(001) MgO 단결정을 사용하였다. 어는 MgO가초전도체와 반

응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기공이 없는 차멀체이기 때문에 열처리 중 액상이

substrate 쪽으로빠져 냐가서 생기는조성변화가 없기 때문야다. 시편은 1040°C까
지

1 시간에

가열한후， 이 옹도에서 약 30룹간유지 후， 3°C/h 의 냉각속도로

℃까지 냉각하였다. 제조된 시편은

액체질소중에서

그대로 유지하계 한 다음， 산소분위기
서켰다.
다.

이

때

Fig.l-10 은

domain

의 XRD

단결정형

1-2.:3

중에서 열처리하여

시편은 잔소를흘려주면서

(a)

다결 정

pattern

1-2-3

냉각시켜

450

세조직은

사방정 구조로 변태

OC 에서 72 시간동안유지하였

분말과 (b) 용융공정으로 제조한 단결정형

(00 1) 회철션만이

1-2-3

나타난다. 이는 이 단결정형 시료가

c-축으로잘 성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용융공정으로 얻어진
mm) 에

VSM(Vibration sample

정방정 구조를

이다. 다결정 분말 회절션과 달리， 용융공정요로 제조한

회철션에서는

2.75 x 2.75 x 0.8

980

대해

20 K

1-2-3 domain (코기 :

에서 77K 까지 온도를 변화서카면서

magnetometer)를 사용하여 자화특성을 측정 하였 다. ~l

0.05 마이크론까지 미세 연마한후 화학에칭된 단변에 대하여 편광광

학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다. 결과및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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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X-ray diffraction pattern of (a) melt-textured Y-Ba-Cu-O and (b)
conventionally sintered Y-Ba-Cu-O showing the c-axis orientation
patter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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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gure 1-11 은 용융공정요로 제초한 단결 정 형 1-2-3 domain 의 온도( 77K ,
60K, 4OK, 20K) 에 따른 자화특성곡선이다.

이 자화곡선들은 자장을

1-2‘ 3

domain의 c- 축에 평행하게 작용하여 얻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상 자화특성
은 이 방위에서 두드러진다는 보고 [32] 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산소원자들을 1-2-3

사료내로 확산시키기 위한 산소 열처리 시간은 시편내에 존재하는 결합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용융공정으로제조된 결정에 대한산소열처려시간은최
소한 수백시 간이 요구된 다 [30-32]. 본 실 험 에서는 산소를 흘려 주면서 450°C 에서
π 시간동안열처리 했는데，이는 산소열처리 시간요로충분한것은아니다.

위적으로시편내에 적당량의 산소결핍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 었다.
된 자화특성을 살펴 보면， ~M

즉인

77K 에서 측정

= (M+ - M- ) 이 자장이 증가함에 따라 0.2ST 까지

감소하다다시 증가하여 1T 에서 최대치를나타낸다. 이와같이 자장에 대해 어먼
특정 자장치에서 최대치를 보이는 현상은 대단히 독특한 현상이다. 일반적인 자화

특성곡션에서는자장이증가할수록 6M 이 단순히 갑소한다. 이러한형태의 자화
특성곡션은 Daeumling등에 의하여 처음보고되었다 [3이.

이들은 이 자화특션곡

선이 결정내 산소가결핍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주장하였다.

시료도 산소 열처리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본실험에 사용된

산소캘.핍에 의한버정상자화특성이 나

타난것으로생각할수 있다. 이 비자장특성은 60K 에서도관찰되나그 양상은 77K

의 결과와는다소 다르다. 자장이 증가함에 따라초71 에 6M 이 감쇼하다가
부터 다시증가하여 2T 까지 계속증가한다.
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O.5 T

2T 의 높은자장하에서 최대 ~M 이

다른 연구에서도이와유사란결과가보고되었는데， 측

점온도를 SOK 에서 70K 로내렸을때 최대 6M 여 관찰되는자장값이 2T 에서

5T

로증가하였다 [30]. 또한，유사한 결과가 불순물(P r， Pt) 을첨카하여 용융공정으로

제조한시편에서도 관찰된다 [33]. 정확한 flux pinning기구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기본적으로외부자장과 1-2-3 결정내의 산소공공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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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zation hysteresis curves measured at (a) 77 K, (b) 60 K, (c) 40

K and (d) 20 K

of the

melt-textured 1-2-3 domain annealed in

oxygen at 450°C for 72 h after the peritectic heat treatmen t.

- 31 -

flowing

goo{lC까\-1’‘(며 ~

~

”’c”

‘ ----r

T

파\성」?

J

U
“

--‘

E
잉

200

‘-’

c

。

‘.*떠」

o

-

-200

N

+φJ

i:

E
‘

\

600

-800
-2.0 -1. 5

-1.0

-0.5

0.0

0.5

'.0

1.5

2.0

H (Tesl 러

1750
M
-、

1500r'뜯一

at 20K

H IIC

E

““그투φ

1000
500

“--

、

:

。

*‘

n:l

N

....

-50 마

홍 - 。。。「F

회j

-1500

카처o

-20

-1.5

-1.0 -0.5

0.0

H (Tasla)

- 32 -

0.6

1.0

1.6

2.0

으로여겨진다. 이와같윤관점에서 위 실험결과를고려할때 낮은온도(60K) 에서
는 산소공공이 77K보다 더욱 효과적 인

flux pinning center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되다. 최대 ~M 이 나타나는자장값은초전도체내의산소공공농도와비혜할것이
다.

Fig. 1-1H e)와 (d) 의 저온 (40K. 20K) 측정결과에서 알 수 있등이， 이 온도에서

논 작용자장범위 (2 T) 안에서 비정상자화곡션이 관찰되지 않는다. 좀더 높은자장
에서 나타나든지， 혹은 이온도에서 산소공공이 flux pinning center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폰재한다.

초전도재료의 임계전류밀도값은 자화특성곡선으로부터 계산해 낼수있
다.

기본적으로 Bean ’s

criteria [34] 를사용하게 되며， 2a x 2b x t 의 치수를 같는

직사각형 bar 시료의 경우 입계전류밀도는아래와 같다.

20~M

b( 1-b/3a)

여기 에서 ~M=(M치 M- ) 은 일정 자장하에서의 자화차이，암계전류밀도 0)의 단

위는 A/cm ， M 은 emu/cm 2 ， a 와 b 는 em. Figure 1-12 는각온도의 자화곡션에

2

대해위식으로부터 계산된 임계전류밀도치이다.

77K , 1 T 에서 임계전류밀도는

3 X 104 A/cm 2 로 OT 에서의 값과 벼슷하다. 이 결과는 용융공정으로 제조한 1-2-3
시편은 고자장하에서도충분히사용할수있음을의며한다. 용융공정 후산소열
처리시 시료내의 산소함량을조절함A로써 결정내부에 적당량의 산소공공을 갖게
한다연 고장하에서도 높은 전류밀도를 가질 수 있다.
Daeumling 픔은

CuO flux(FG)로 부터

성장시 킨

1-2-3 결 정 [35] 과

LLP( Li quid phase processing) [36] 로 제작한 1-2-3 domain 의 미셰조직을 비정상
자화특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3이.

이 관찰결과에 의하면， 비정상자화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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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P 결정보다 FC 결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두결정의 미세조직 차이에

의한젓으로여겨지는데.두결정을벼교해볼 때 LPP 결정은 FC 결정에 비하여 초
전도상 내부에 다량의
원인에 대해

2-1-1 입자들이 포함된다. 그들의 논문에서 2-1-1 상의 생성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substrate 를 사용합으로써 다량의 액 상이

아마도 LPP 공정사 다공질의 세라믹

substrate

아 1-2-3 조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3꺼.
필연적으로 생성되며

1-2-3 domain

쪽으로 흘러 전체시 편의 조성

이 경우시편내에 다량의 2-1-1 이

성장시 초과분에 해당되는 양만큼의 2-1-1 아

1-2-3 내부에 포획 된 다. 1-2-3 domain 내부에 포획 된 2-1-1 입자들은 업자들 주변
에 많은 결 함，

platelet boundary y. 1-2-3 /2-1-1

계변을 동반하므로 이들을 통하여

산소원자의 확산이 용이하게 이루어 칠 수 있다.

1-2-3

LPP

공정으로 제조한

결정에서는산소결함에 의한 anomaly 가나타나지 않을가능성이 크다.
본실험에서사용된

같이，

따라서

1-2-3 domain

내에

1-2-3

domain 의 미세조직은，

2-1-1 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에의한 미세균열과 쌓정조직이 관찰된다.

에서 언급한

Fig.

1-13 에나타낸바와

정방정-사방정 상전이

본실험에서적용한용융공정은

앞

LPP 공정과같요나 미세조직의 특성은 LPP 공정보다 FG 공정의그

것과유사하다. 이는 본실험에서는

substrate

재료로 다공질의 재료가 아닌 치밀한

Mg。 단결정을사용하였거 때문에 용융공정중액상의 손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야
다.

1-2-3 domain

내에포획된

2-1-1

기여도는매우미약할것으로판단된다.

함량이

5%

이내로，이들의 산소확산에 대한

따라서 이시료에대한자화특성모lP P결

정보다는 FG 결정과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산소합량이 결핍되도록 제작한

1-2-3 domain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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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자화곡션을 초사한

Fig. 1-13

Optical microstructure of the melt-textured 123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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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77K 와 60 K애서 자장이 증가함에 따라제 2 차 peak 가나타나는비정상적인
자화특성이 관찰되었다.

비정상자화특성은 77K 에서는 약 lT ， 60K 엑서는그이

상의 자장에서 관찰되는데， 이는산소공공과자장간의 상호작용에 trl-른것으로판
단된다. 이보다 낮은온도에서는 2T 의 자장법위까지 비정상자화특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이 온도에서 flux pinning 기구가 변화하든지， 또는

페 2 차 peak 가

나타나는자장점이 고자장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화특성을 이용하
면 임의 의 자장에서 높은 flux pinning force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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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AgjBSCCO 초전도 복합션채 제조

1. 서론
상용되고 있는 저온초전도체 선채는 주로 캉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자석올 제초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초전도 선재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그
초전도 특성올 나타내며 따라서 임계온도 이하의 용도를 만틀고 포 유지하기

위한 일청한 용기나 혹은 단열장치가 필요하다. 송전케이볼처럽 넓은 공간을
점유하는 경우 냉각 및 단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경제성이 문체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냉각 방법의 한계성에 의해 한정된 공간의 냉각용기훌 갖는 강력

한 차장의 자석 제작어I 한하여 주로 체작되고 있다.
고온초천도체의 경우 임계온도를 액체질소 비풍첨 여상으로 올리게 되었
으며，

이와같은 걸과로 고가의 액체헬륨올 냉각제로 사용하는 처온초천도체

에 비해 냉각방법의 한계점올 어느청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로

서는 높은 자장 내에서

높은 전류멀도를 얻을 수 있다는 특성율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강력한 자장을 얻기위한초전도자석 제조릎 복표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이처럽 높은 자기장 내에서 초전도선채가 가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점
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객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초천도체의 경우 Fig. 2-1

같이 자기장이 중가합에 따라선재에 흩릴 수 있는한껴1 천류량즉， 임계전류밀

도가감소하게 된다. 이러한결과는강력한자기장올얻기위한자석의

사용선

제로는 불리한 조건어 된다. 따라서 높은 자기장 내에서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초전도재료의 개발이나혹은열척，전자기척인

형태의 껄계에 있어 많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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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ritical current surface for a commercial superconducting
Nb- Ti alloy ( based on recent measurements at 4.2K,

together

with 않rlier measurements at variable t앉n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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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 선재의 안청화

(1) 안청화를 위한 복합재료
초전도 자석의 발전역사를 볼 때 큰 규모의 자석의 경우， 쩨조 후

설계된 값의 자기장올 얻지 못하거나， 혹은 운전중 급격한 자석의 손상이 발생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보통 flux jumping 이라는 현상으로 껄명하고 있다.

윈ux jumping현상은 외부 차장에 의해 초전도체에 형성된 초전도 차폐천류가

급격히( 10. order ) 갑소하고 자속이 도체 안으로 침투하는 현상여다. 이러한
3

현상은온도나자기장의 변화와같은 disturbance에 의해 야기된다. 이러한자속
의 이동에 의해 열이 발생되며， 여 열은초전도껴I 성질을유지하기 위해 열전달
에 의해 외부로 방출되어야 한다. 이 때 식 2-1 과 같이 magnetic

diffusivity

Dm 이 thennaldiffi뻐ivity 마보다큰 경우 발생열어 방출열보다커지게 되며， 따라

서 flux 삐rnptn용 현상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Dm > Dh
저온초전도체의 경우 대략

(2-1)

Dm = 103 - 104 m파sec 청도이며 Dh=lcn 때sec

청도이다. 즉 초전도체 만으로 제조된 선재는 때우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구리와 갈이 열전도율이 큰 재료와의 복합이 필요

합올 알 수 있다. 고온초전도체의 경우에 있어 물질의 구체척인 물성이 밝혀지
지 않았으나산확물의 열전달계수가금속보다나쁘며

기계적 충격에 약하므로

열전달올 위한 구리와 같은 물질올 함께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온초전도체에서 구려와 같이 열전도도， 전기전도도가 좋은 재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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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안정화 시키는 경우 초전도체와 구리의 상대척인 양의 중가에 따라
훌렬 수 있는 전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계는 식 2-2로
표현된다.

(Ac:JA냉)3 + (Ar:u/A냉)

= ( P2 JJg2qf)It

(2-2)

여기서 A:u는 선재에서 구려의 단면척)~는 초천도체의 단면척)

p는

구리의 비저항) Ie는 엄계전류밀도， qf는 단위 면척당의 heat flux rate) It =IcA냄

그리고 g는 prop뼈onallity 상수(원형단변의 경우 g = 2n l12) 이다. 선재의 껄계시
안정화를 위해 구리와 같은 열전도율이 큰 채료를 복합하여 제작해야 함올
알 수 있으며， 구리와 초전도체의 비율율 얼계단계에서 미리 결정해야 함율

알수 있다.
고온초전도체의 경우 가공방법으로는 현재 powder-in-tube법올 많아 사용

하고 있으며， 튜브의 재로로는 온올 주로 사용한다.

용은 열천도도 및 전기천

도도가 표 2-1 과 같이 우수하므로 처온초전도체 선재의 강성 (integrity) 를 주는
어외， 초전도체에 대한 열척 자기척 안정확에 커다란 역할용 하고 있다. 따라서，

튜브의 두께 즉 은과 초전도체 양의 비율을 척당히 초철함으로써 필요로하는

최대 흩렬 수 있는 전류( 뾰nsport current )를 조철할 수 있옴올 알 수 있다.

(2) 다심선재 설계개념
외부의 차장이 가해질 때 초전도체에 챔투하는 자속선(flux line )에
대항하여 초전도체에는 차혜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효르는 천류는 임계천
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장이 중카함에 따라 자장어 선재내에 첨투하

게된다.

침투된 자화에너지량은 Fig.2-2 에 보이는 것처럽 초기와 최종상태

에서 의 자기에너지 차이로 계산되어 질 수 있다. 한편， 단멸상태에서의 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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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hysical Properties of Pure Copper and Pure Silver

Copper

~

T--~11V:

Melting Point

1083°C

Coefficient of
)
thermal expansion (20°C)

17.0

Specific heat (20°C)

385 J/Kg.K

234

391 W/m.K

4186.8

17.1 n.Q .m

17.7 11α.m

220

130 :i, iPa

μm!mK

960.8°C

19.68

μmhii.K

Jβ(g.K

깐1ennal

conductivity (20。디

、N/m.K

Ele.ctrical
rεsistivity

Tensile

(20°C)

sσength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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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zation of a slab as a function of ambient field.
πle

solid-line magnetization is based on Ie = const.

and the dotted-line magnetization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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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H).

량 빛 열발생에 의한 온도변화의 관계는 식 2-3과 식 2-4로 계산되어 진다.
여가서 단열상태의 가정은 식 2-1 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료의 thenna1 diffusi찌ty

에 비해 magnetic diffusivity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
여 친다.

LlEm

= _(1 0- 10

/(，π )f M야4

= -(4I1 /3)10- 9
LlEm

(2-3)

a2 fI따Ie

= fC(’DdT

(2-4)

여기서 ~Em은 처장된 차장에너지 C(’D는 heat capacity, a는 초전도체를

slab로 가정하는 경우 두깨에 해당하며， 각각의 적분은 초기( 하첨자 i ) 및

최종상태(하첨자 n 에서 각각 magnetizati~ 임계자속밀도그리고온도에 대하
여 계산한다. 식 2-3파 식 2-4의 결파로 부터 초전도체가 자화에너지에 의한
발생열로 부터 안청하기 위한 조건은 식 2-5로 표현된다.

a < Icj-I[(3/4I1) 109 Cπ)Te]112
단 Te

= -(1jI써 (aIda

(2-5)

ηT-Tl

위 식의 단위는 cas 이다. 이와같은 계산식은 실제 제조된 선재의 특성조

사 빛 측청결과와 액 10% 이내의 오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온초전
도체의 a의 값올 계산해 보면 약 O.016cm 청도이며 이 때 훌릴 수 있는 전류는

약 20A 에 불과하다. 따라서 20A 이상의 전류를필요로하는자석의 체작올위해
서는 다섬선재 즉， filamen뻐ry conductor 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초전도체 만
올고려한경우위와같이 탄열상태의 가정여 어느정도합리척이나，실체 초전
도체 선재는 구리와 같은 재료와의 복합재료이므로 퉁온상태로 가청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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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이 경우 결과만을 살펴보면 식 2-5 에 대하여 식 2-6으로 표현된다.

a <

J다-1(12fIl2KsTe/p)112

여기서

Ks 는

(2-6)

초전도체의 야lermal conducti띠，ty 이다. 이 정우 a의 값도 역시

매우 작게 계산된다. 따라서 이렇게 작게 계산된 초전도 선재의 두깨를 가지고，
실체사용하기 위해서는다심선재 형태로설계 빛 제작되어야합올알수 었다.

다심선재의 경우각각의

6매ment7} 독립척인 역할을한다면 선째 전체가

흩릴 수 있는 양은 가각의 filament에 흩릴 수 있는 전류량파 fil없nent 수의 곱으

로 표현된다. 직류전류에 대하여는 각각 filament가 독립적으로 거통하나 교류

의 경우 시간에 따라 외부차장의 변확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자장의 변확에
의해 모재 즉 구리와같은 일반재료에 전류가활생된다. 이 때 발생되는유도천
류는 식 2-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I -= 10-8 0뻐하

(2-η

만일 모재의 전기저항이 무한대라면 filame’it간의 천류는 차단되고 유도
천류는 턴lament 내에서만 흐르게 된다. 그러나， 모재의 전기저항이 어느청도의
값을 갖게 되는 경우각 fil없n하it 간에 전류가흐르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천류

가 각 filament에 흩릴 수 있는 전류보다 커서는 안된다. 야와같온 관계로부터
식 2-8을 얼올 수 있다.

Lt2 = (2p Jc dl08/aH/at) (A( w/(w+d))
여기서 L는

(2-8)

선채의 한계길야( pitch path ), d는 초전도체의 두쩨， W는

초전도체와초전도체 사이의 모채 두쩨， A는초전도선채 내의 초천도체의 분율
을 나타낸다. Nb-Ti 선재의 경우 대표값으로 계산해 보면 H =100 Oe/sec 청우

약Lt·lOcm 청도를 얻는다. 계산식에 의하면 filament의 길이가 짧올수록 선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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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ament간의 영향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한계길이

L 를 줄어기 위한

실제 방법으로써 선채를 tw엄ting하는 pitch를 한계길이 이하로 하는 경우 각각
pitch사이에 유도된 전류의 방향은 pitch마다 서로 바뀌게 된다. 결파적으로

pitch간의 전류흐름이 독립척얀 회로를 형성하게 됨으로처 앞에서 제시한 엄계
킬이를 만촉시킬 수 있다. 이와같이 twisting된 션재를 사용하는 차석은 그렇지
않은선재로‘만든자석보다 Fig.2‘3 에서 보는것처랩 많이 차화시킬수 있음올
얄수있다.

나. 고온초전도체의 제조 및 가공방법
Bednoπ와 Mueller[ 38 ]에 의해 고온초전도체가 발견된 이후 77K 이상
의 온도에서 초전도 특성올 갖는 YBaCuO( Tc

= 10SK)[

40 ] 빛 ’TIBaCaCuO( Tc

= 12SK

= 90K

)[ 39 ], BiSrC aCuO( Tc

)[ 41 ]가 발견되어 이률 이용한

고온초전도체의 용용에 많은 관심 이 고조되 어 왔다. 보다 최근에는 Tc가 140K
이상인 HgBaCaCuO초전도체[ 42 ] 가 발견되어 보다 Tc가 높은 초전도체에
관한 관심올 다시 불러일으켰다.
초전도체를 이용하는데 있어 Tc가 높으면 사용하는 온도가 상대척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처온시스탬을 제작하는데 있어 경체성이 좋으며 i 상대척으로
높은 자장과 높은 전류하에서도 초전도 특성을 잃지 않게 된다. 즉， 임계전류밀
도 Ie 와 엄계자장 He가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Tc가높다고 하여 반드시
Jc및 He가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고온초전도체를 중심으

로 이를 용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려고 하는 연구가 폭넓게 친행되고 었다.
고온초전도체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공하는 행 태는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

지게 된다. 초고속컴퓨터， 양자간쉽계， 안테나풍 천자기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 46 -

’「 그 〉tJR「
α·
α

,-‘

-Z

-m
<)

。-’「〈 버 。

z

..-‘---

N

-‘•
Z
<

,

fi

o

Fig. 2-3

5

\0
15
20
25
EXTERNAL FIELD (kOe)

Magnetization tl원ces for two otherwise identical In미tifilament Nb-Ti composite conductors:Non-twisted (soli버ine)
and twisted(dotted c따ve).

- 47 -

서는 초전도체를 박막 혹은 후막의 형태로 가공하여야 하며， 전기처장， 송배천，

자석풍전력분야에 용용하기 위해서는길이가킬며 휩에 강한션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초전도체의 자기척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 초전도체를 실련더형，
단추형으로 가공하여 플라이휠， 명구자석동에 사용하는 bulk 형태의 용용이
있다.

초전도체를 박막， 선재 및 Bulk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박막 : Rf sputt하ing， DC sputt하ing， MOCVD, μser a밟sion
후막 : Doctcπ blade, Screen πinting， Spray pyrosis

(2) 선 채 : Powder-in-tube, s이-gel， spin피.ng， rapid solidification
process,

Do다or

blade method

(3) Bulk. : 고상반용법 , 부분용융법 ， Hα iso-sta다c π않sing
이상의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초전도 재료를 가공할 때 사용하고차
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올 선택할 수 있다. 현채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으며 사용 가눔성이높은 것은션재가공의 경우 powder-in-tube( Pπ

)법과 Doetor blade법이， bulk의 경우고상반용법 및 부분용융법이 널리 연구되
고 있다. 박막제조에 있어서는 현채 sputt많ing， MOCVD, 1잃er abrasion
법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체조 방볍의 선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는 재료의 불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박막의 경우에는 박막의 표면이 매끈해야하며， 표면저항이 낮고 Ie가
높아야 한다. 선재의 경우에는 길이가 긴 장션을 만틀기에 유리하여야 합과

동시에 자기장하에서의 Ie가 높아야한다.b띠k의 경우에 있어서는우선 모양올
원하는형태로 만틀수 있어야하며 Ie및 He가높아야한다. 최근들어 h피k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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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용에 있어 일혜로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고자장의 자기차빼를 위해서 그간
많이 연구되어 오던 YBaCuO 대신 NdBaCuO가 연구되고 있다.
다. Ag/BSCCO고온초전도 션재 제조방법
Maeda둥 [40]에 의해 BiSrCaCuO가 발견된 여래 Bi계 초전도체의 물성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Bi계 초전도체는 다른 산화물초전도체에 비
교해 습기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BiSrCaCuO초전도체는 Tl계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로 양이온의 비율에 따
라 물성이 달라지며 Bi:Sr:Ca:Cu = 2:2: 1:2( 이하 Bi-22l2 )와 Bi:Sr:Ca :Cu =

2:2:2:3 (이하 Bi-2223) 조성을 갖는 경우 작각 Tc가 80K와 lOSK훌 갖는다. 이
두 가지 상 중에서 Bi-22l2상의 경우에는 제조하기 쉬운 반면에 Tc가 낮요며
Bi-2223상의 경우에는 Tc가 높은 반면에 제조조건이 까다롭다.
Ka않둥 [43 ]에 의해 doctor blade법올 이용한 A밍Bi-2212 확합션재가 개발
된 이래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Sumitomo천기의 Hikata둥에 [44]

의해 은튜브 내에 초전도분말을 채운후 이를 인발 및 합연을 통해 두께가 앓은
선재를 만든 후 이를 압연 및 열처리를 반복하여 전류밀도가 높은

AgJBi-2223

복합선재를 개발하였다. Fig. 2-4 은 PIT’법의 공정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2. 고온초전도 선재의 제조
가. 선재제조를 위한 장치의 셜계 및 제작
초전도선재의 용용을 위해 초전도선채의 특성올 향상시키는 연구와

더불어 길이가 긴 선을 쩌기적， 기계적 특성이 균일하게 안정객으로 제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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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Fabrication proced따e by PI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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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그간 초전도복합선재 체조에 있어 powder-in-tube법올 이용하

여 은튜브를 이용하여 초전도분말융 채워 이를 인발， 압연하는 공청을 사용하
여 0.1 - O.2mm두께의 초전도 tape를 제조하였다. 초기에 사용환 은 튜브의
직경파결이에 의해 전체 션재의 길이가결청되며 따라서 수 km 길이의 초천도

복합선채를 제조하기 위 해서는 초기 튜브의 굵기가 굵고 두께가 푸껴우며 길이
가 긴 은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Fi g. 2-5 , 2-6 , 2-7 은 각기

초전도선채를 제조하기 위혜 사용한 압연기

및 인발기， swager 이다. 인발기는 인밸시 션을 잡아당기는 가능과 함께 켠션하
는 기능이 있어 선재의 길이를 킬게 제조활 수 있다. 인발기 die의 직경온 10

mm

부터 1 mm까지 단계를 거쳐 최종 1 mm두께의 선융 제조할 수 있다.

swager는 die가 8 mm 부터 0.8 mm로 사용할 수 있는 초기 은튜브의 크기는

직경

- 8.5 mm 이다‘ 따라서 더 큰 규모의 swager가 필요하여 25 mm부터 7.8

mm로 가공할 수 있는 swager를 설계체작하였다. 뀐g. 2-8 , 2-9 용

swager의

컬계도변 및 실제제작한 swager의 사진이다.

최종 선재를 제조하는 공청은 압연과청이기 때문에 압연기의 작업기능율
향상시키고 자동화시키는 일은 선재제조시 선재의 품질향상및 선채제조의 차
동확를 위해 필요하다. 압연공정자통확올 위환 1 단계로 길이가 긴 선재체조에
필요한 압연기의 권선기능를 추가하여 압연기를 개조하였다. 압연기 양쪽에

위치한 de motor릎 이용하여 션재를 권션할 수 있다. 이 때 권선방향융 바꿀
수 있도룩 하였기 때문에 압연을 연속공청으로 할 수 었다. Fig. 2-10 은 권션기
설계개략도를 나타내었다.
향후 2 단계 압연자동화 공청으로 선재 압연두쩨 조철이 자동으로 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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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Whole body photograph of roll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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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Whole body photograph of draw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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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Whole body photograph of sw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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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Whole body photograph of large size swager. (etJ 7.8 mm -2S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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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설계 및 개조하여 길이가긴 선재제조를자동제어할수있게 할계획이
다.

나. 분말법에 의한 선재제조 방법

(1) 서혼
앞서 언급한바와같어 산화물고온초전도체는취성야

커서 그자체

로는선재로가공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애 연성 및 전성이 큰금속융 아용하여
복합선재의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된 것이 PIT법 이다. 이러환
방법올사용하여 일본의 Sumitomo 천기에서는 액체질소온도에서 자장이 가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계전류밀도가 4O,CXXJNcm? 인 Ag/BSCCO 복합 초천도
선재를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포한 이들은 개발한 초전도 선재를 사용하여
전폼인입선， 초전도 코일 둥올 시제작하였다 [45]. 보다 최근에 Yamada풍 [46]

에 의해 액체질소온도에서 Ie가 >60，α)() 쩌'em2 인 AgJBSCCO 복합선채 를 제조
하였으며 Li 둥[ 47 ]도 또환 같은 재료와 같은 동일한 체조방법율 이용하여

Ie가 >70，α)() 짜'em 인 AgJBSCCO 초전도 복합선재를 개발하었다.

2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은튜브 안에 어，i，Pb )2Sr2Ca2CU3010 초성의 하소분말
을 충진시킨 후 이를 언발 가공을을 통해 선으로 가공한후 이를 다시 압연

빛 열처리를 반복하여 두께와 폭여 앓으며 초전도업자가 합연변에 명행하게
배열되게 하여 높용 전류밀도를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우션은

튜브를가공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고 아 파청 중에 불순물이 혼합될 가농성이
있으며 튜브 내에 충진하는 초전도분말의 빌도를 조철하기 어려우며 튜브 내에
충진하는초전도체의

성형모양을조절할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결점올 해결하기 위해 은튜브 대신 은분말을사용하여 은·초천도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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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제조하여[ 48 ] 제조인자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둥올 관찰하였다.
(2) 실험방법

PbO,Bh03, SrC03(포는 s1'O), CaC03( 포논 CaO) , CuD 분말율 사용하여
공기 중 800-840°C 에 서 20시 간 하소하여 초전도상인 (Bi,PbhSr2Calα1208상과 체
2 상틀이 혼합된 덩어리를 만들고 이를 붐쇄하여 200mesh이하인 크기의 미세한
분말로 만든다.분말을 mold를 이용하여 성행한후 이를온분말내부에 위치시

켜 최종형태의 mold로 은분말과초전도성형체의 복합물질율 만든다. 이를 500

- 800 C 에서 1 시간이상 열처리하여 은분말간의 결합력율 높힌다. 열처리된 은
D

초잔도 복합체를 압연， 인발 또는 압출공청율 통해 사용가눔한 첫수로 가공한

다. 이 때 가공중간에 용력율 줄이기 위해 500 - 860°C의 온도에서 열쳐리를
D

2회 이상실시한다. 최종가공된 은-초천도복합선채 및 판재를 840 C에서 50시
간 열처리 후 10톤의 압력으로 pressmg한후 다시 840도에서 열처리하는 파청융

반복하였다. Fi g. 2-11 은 분말법에 의해 은/초전도 복합체 체조를 위환 공청흐
릅도이다.

(3) 결과및 고찰

Fig.2·12 은 PIP법을 이용하여 체조한 판재를 835 C에서 250시간 열

D

처 리 한 AgfBSCCO 복합체 의 SEM사진 이 다. 초전도판재는 초기 에 40찌Ox3 mm

3

으로 성형한 초전도 pellet을 0.3 nun로 압연한 후 830°C에서 so시간 열처리환

후 압연하여 최종 0 .1 mm 두께의 판재를 얻었다. SEM 관찰은 표면의 온을

50% H202 + 50% NH3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표면의 운펴복율 벗겨낸 후 압연면
파압연면에 수직한단면을판찰하였다. 압연면의 미세구조로부터 판상의 입차
들야 압연변에 명행하게 잘 배열되어 있으나 단면 사진으로 부터는 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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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Longitudinal cross section and surface SEM micrographs
of AgfB SCCO composite which was heat treated at 835°C for
25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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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면으로 부터 벗어난 부분이 폰채하는 것융 볼 수 있다. 뀐g. 2-13 에 시료의
X선 회절곡선올 나타내었다. 회철곡선으로부터 입자는 2223 상이고 업자의
(001) 면이 압연변에 명행하게 배멸된 것을 얄 수 있다.2223 업자의 합연변에
대한배열은은복합선재의 임계전류밀도와밀접한관계가있는중요환사항이
다. 댄g. 2-12， 2-13 로 부터 X선 회철곡선으로부터 분석되는 입자의 배열상태를

잘 분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SEM관찰을 통한 미세구조의 직접관찰이
필요합올 알 수 있다.

835°C에서 250시간 열처리한 시료의

77K,

01’에서의

임체천류밀도는

3 ，500A/cm2으로 측청되었다. 이 Jc값은 다른 연구팀에 의해 발표된 것에 비해

[44 - 47 ] 낮은

값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분말법에 의한 제조

법상의 문제이기 보다는 압연변에 대한 입자의 배열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는 제조조건의 최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임계전류는 4.5 A 였다. 이 값은 이 재료를 안태나， 한류계， 자기차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앓이다.

시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옐단 시료를 훤하는 형태로
가공한 후 열처리 하여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시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우에

따라 표면의 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Fi g. 2-14 온 시료를 H차 모양으로 가풍

한 후 이를 열처랴 하여 체조한 시료를 용액융 사용하여 표면의 온율 제거한
것이다.중앙부분의 은은남아있는테 이는은제거과청에서 이 부분율진공그리

스로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은의 제거를 위해 50% H20 2 +50% NH3 를 사용하여
약 10분간 처리하였다. 이상으로 부터 은-초전도복합 판재를 이용하는 정우
척당한 크기의 초전도판재를 원하는 형태로 가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15 는 Bi-2223 초전도체 coil을 보여주고 있다. 이 coil윤 helical 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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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H-shaped patterned

Bi-2앓 3

superconductor. Silver

sheath was removed che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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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Bi-2223 coil applicable for a helical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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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활용될 수 있다. 시료는 power-in-tube 법으로 체조한 초전도션재륭 알루미
나 튜브에 감아 열처리한 후 표면의 은올 제거하여 제조하였다.
다. 은-초전도 복합체에서 열처리 및 가공 중의 입자 거풍-

(1) 서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초전도복합선재의 제조거술은 상당한 수준

에 이르러 현재의 제조기술올 가지고도 몇 몇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실제 웅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재료 가공기술의 발전
파는달리 실제 초전도체의 가공중에 일어나는초전도체의 변화에 관한껄명이
부족한 실청이다. 특히 압연 또는 압축공청에서의 초전도 입자의 파쇄나 회천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이와 더불어 파쇄된 업자가 멸처리 중에 다시 결쩡성

장 과청을 거쳐 회복되는 과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청이다.
봅 연구에서는 Powder-in-tube 법으로 제조한 은-초전도 복합선채를 이용
하여 초전도선재를 압축 및 열처리 하는 중에 얼어나는 입자의 파쇄 및 회복과
청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PbO ,Bh03 , SrC03(또는 srO), CaC03(또는 CaO) , CuO 분말을 사용하
여

공기중 820°C에서 24시간 3 회에

걸쳐 하소하여 초전도상언 (Bi ,Pbh

Sr2 CalCu20S상과 제 2상들이 혼합된 덩어리를 만들고 이를 붐쇄하여 200mesh

01 하인 크기의 미세한 분말로 만든다. 분말올 OD=
에 채 운 후 swagmg 및 stress relief anneal( 500

8 nun , ID = 6 mm

°c, 30분

언 은튜브

)올 거 쳐 00= 1 mm

인 선으로 만들었다. 냉간압연올 통해 0.1 mm 두께의 tape를 얻었다.tap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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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 튜브에 감아 840°C 에서 150시간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한 tape를 5 em 길이로 잘라 1, 5, 10, 15

, 20

ton의 여러압력으로

60초칸 압축하였다. 열처려 중의 입자의 회복과정율 조사하기 위해 300 °C/h로

840 °c로 송온하여 0 , 25 , 50, 100 시간동안 열처리 한 후 공냉하였다.압촉과
열처리 중의 미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sc뻐피ng electron
microsco뿜， SEM)를

이용하였으며

분말의‘ 상변화를 알기위해서

X-ray

diffactorrneter(XRD)를 사용하였다.

(3) 결파 및 고찰

Fig. 2-16 은 압력올 변화시 켜 압축한 Ag/BSCCO 션채의 은피복관올
벗겨낸 후 표면의 SEM 관찰 사진이다. Fig. 2-16-(와 는 84O°C에서 150시간 열처

리한 압축시키 기 천 시료의 SEM 사진이다. 업자들은 결청화되어 있으며 미세
구조가 porous한 것을 알수 었다. 1 ton의 압축력으로 압축한시료내에서 많은

작은 균열이 존재하지만 3 ton이상에서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균열
이 일단 생기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어 전달되어 임계값을 넘어서면
입자들이 완전혀 조각나는것을의미한다. 미세구쪼상에 20ton의 높은 압력으

로 랍축한 시료에서도 전혀 균열어 없이 현래의 모양올 휴지하고 있는 것온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또한 파쇄되었거나 파쇄되지 않용 업자 모두 업자면이
압축면과 I영행되게 배열된 것을 알 수 있다. 파쇄된 업자편의 크기는 대략 I 미
크론 이하로 측청되었다.
Fig.2-17 는 10 ton 압력으로 1 분칸압축환후 840°C 에서 열처리 사간율

바꾼후 공냉시킨 시료의 SEM 표면사진이다.840°C에서 그대로 공냉시킨 시료
에서 업자의 성장여 별로진행되지 않았으며 25시간열처리한시료에서는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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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 부분적으로 일어났으며 파쇄된 미세한 업차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50시간 열처리 후에도 부분척으로 결청립성장이 진행된 비교척 큰

입자와 아직 크기가 작은 입자가 서로 섞여 있는 것올 볼 수 있다. 결쩡립의
성장은 대략 100시깐 열처리한 시료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결청성장아
비교척 많이 일어난 시료에서 성장된 입자내에 pore가 판찰되며 입차에 따라
pore가 존재하지 않는 입자도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결청된 업자의 표면은 표

변에너지에 따라직선적이거나부드러운곡선올이루게 된다.그러나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업차의 모양아 옆면이 울퉁불퉁한 파도모양율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채결청된 입자의 파도형외 옆면은 압축-열처려에 의한 2223 업자의

채결챙-성장이 일반적인 변형-채결청 과청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얄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업자성장이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났다고 가청할 수
있다. 입자 내에 기공의 존재는 업자의 합체로 얼명할 수 있다. 압축에 의해

깨어진 입자의 조각은 원래의 입자와 방위가 버슷할 것이기 때문에 부서진
입자 간에는 셔로 lowangle 입계를 이루게 된다. lowangle 업계를 가진 입자간

에는 입자간 물질이동에 따른 성장보다는 입계 부분의 입자의 확산에 의해
압자가 결합되며 업계는 그대로 subgrain boun뼈ry가 되는 업자합체가 얼어난
다.

기공간의 거리가 본래 입자조각의 크기인 1 미크론 이하에 비해 큰

( 2

며크론 이상) 인 것으로 보아 입차의 합체와 더불어 액상에 의한 입자의 성창

[49 ] 도함께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lowangle 입계에서 액상을풍한 입자의
성창이 가눔하게 될 수 있는 요안은 압축중에 단일압자 상하에 촌재할 수 있는
비초전도상이 깨어지며 상하의 입자의 조각사이에 혼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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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입자간에 액상을 통한 입자의 성창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공이 존채하지 않는 입자는 성장하는 업자가 high angle 입계률 이루는
주위의 입자쪽으로 업계를 이동시키는 물질이동이 일어나 생긴 업자성장의

구동혁이 업계에너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hi방1 뻐gle 입계의 생성은 이웃하

는 업자간에 혹은 압축중에 일어나는 업자의 회전에 의해 얼어날 수 있을 것이
다.

Fig. 2-18
압축한후

은 840 도에서 50시간 열처리한 시료및 이를 다시

840°C 에서

10

ton으로

50시감파 100시간 재열처리한 시료의 x-선 회철콕션이

다. 회철선으로 부터 입자의 대부분이
따라서 앞서 체안한 업자성창 기구는

2223 입자로 변환된 것율 알 수 있다.
2223

입자에 혜당하는 과청요로 껄명된

다.

라. AgfB SCCO 복합체의 첩합

(1) 서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초천도 복합체를 제조하는 기술의 발처파

함쩨 은-초전도 복합체의 전기쩍특성의 향상이 비약척으로 이루어져 현재 코

일， 전력선， 전류인입선 풍 다양한 용용분야에 실험적으로 사용한 실험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은-초전도복합체가 실체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용 문제가 선

결되어야만 한다. 은-초전도 복합선재 간의 첩합은 그 중에 환 까지이다. 초천
도자석을 체조하는데 있어 초전도선간의 첩합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초천도

첩합부는 가공할차석의 채훤에 맞춰 기계척， 열척， 전기척 요구를 만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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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접합부의 특성이 나쁜 경우에 접합부의 quenching , 또는 기계척 결함으로

인해 시스탬 전채가 망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은-초전도복합선재에 대한첩합
부의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놀랍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초전도복합선재 간의 접합방법을 소개하고 첩합부의
전기적성질올 보고한다.

(2)

실험방법

PbO,Bh03 , sreo 3 (또는 srO), CaC03(또는 CaO) , CuO 분말올 사용하
여 공기 중 8QO-840°C에 서 20시 간 하소하여 초전도상인 (Bi ，PbhSr2Ca 1 CU20a상과
제 2상들이 혼합된 덩어리를 만들고 야를 분쇄하여 2빠ne왜아하인 크기의 미

세한 분말로 만든다. 분말올 mold를 이용하여 성행한 후 이률 은 분말 내부에
위치시켜 최종형태악 mold로 은분말파 초전도성형체의 복합물질율 만든다.
이를 500 - 860°C 에서 i 시간이상 열처리하여 은분말간의 결합력율 높힌다. 열
처리된 은-초전도 복합체를 압연， 인발 포는 압출공청올 통해 사용가능환 칫수
로 가공한다. 이 때 가공중간에 용력을 줄이기 위해 500 - 860°C의 온도에서
열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한다. 최종 가공된 250um 두께의 은-초전도 복합선채
및 판재를 840°C에서 50시간 열처리 후 Fig. 2-19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첩합할
부분만을 남기고 도료로 도포하였다. 도포한 시료를 50% H20! +50% NH3

혼합용액올 이용하여 접합부의 은을 녹여냈다. 접합할 두 선재를 초전도체가
서로 접합되도록한후 테프론 테이프로싼후 5 ， 10， 20론의 압력으로 πe엎ng 한
후 다시 840°C 에서 100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20 은 Ag fBSCCO composite 의 한 쪽 끝올 서 로 접 합시 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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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Fabrication procedure of joint between Ag/B SCCO t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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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 압력에 따른 임계전류 앓의 변화이다. 그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해진 압력어 커질수록 임계전류가 작아지는 것은 볼 수 있다.
접 합을 만들겨 위 해 우선 PIP로 채조한 폭

1 mm , 두께 0.25

Ag/BSCCO

mm 인 A밍BSCCO

복합선재를 840 't에서 50시간 열처리하였다. 열처리한 시료를 절단한 후 첩합
활 부분의 은의 한 쪽 면올

50% H202 +50% NH3

용액올 여용하여 벗겨낸

후 두 시료의 초전도체 끼리 서로 접하게 한 후 p많S 로 압축하여 840 "C에서
100시깐 다시 열처리하였다.그립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압축용력이 중가할
수록 임계전류가감소하나같은

10ton 압력으로

압축확여 열처리한(압력 0인)

서료의 업계전류차가 20% 청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을볼 수 있다. 특히 5100으

로 압축한 시료의 엄계전류의 감소는 10% 로 첩합이 성공객으로 이루친 것을
알 수 있다.

Ag/BS CCO

복합체의 은을 한 쪽 면만 벗겨내기 위해서 녹여낼

부분올 제외하고 다른 면올 자동차용 도료로 도포하였다.
마.

Ag/B SCCO

복합체 의 자기차혜

(1) 서론
자거차혜는 고온초전도체의 가장 실질척인 -웅용분야 중의 하나이다.
고온초전도체 가 개 발된 이 래

disk [50,51] , tube [52-53] , bowl [54，55] 둥

여러형태

의 모양올 갖는 시료에 대한 자기차혜 특성이 보고되었으며 몇몇 이론척인

설명이 제시되었다.이에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는저장하에서 행해쳤으며 이
는 이들이 사용한 고온초전도체가 낮은 H cl 값올 갖기때문이다 . SQUI mag-

ne

tometer 의 자기차혜는 저자장차혜의 일예이다 .st뼈c field가 Hel 보다 커지면

type II

초천도체에서는 자기장이 시료의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무한히 간 길이의 구멍내부의 자장은 차폐임계전류가 모든 곳에서 zero로 될
때까지 zero로 된다. 만일

static field가 더욱 증가하여 구멍내부의 차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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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zero가아니더라도작은교류자장어 중첩된것에 대한차폐놓은유지왼다

[52 ,53]. 거기에다 만일 시료가 field cooled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류장온 static
field가 H랴가 될 때까지 차폐될 수 있다. 높은 static field 에서 고온초전도체관
에 의한 교류차례의 유용한 용용중의 하나는 NMR에서 자동 차장조철이다.
NRM퉁 연구목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석의 중요한 채훤은 최대 자장，

차장균일도， 안정성이다. 초전도자석은 최대자기장이 앵구자석 또는 전자석에
비해 크고， 전자석에 비해 안쩡성이 크기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전자석

은 초전도자석애 비해 싸고 자장올 협게 변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장올 변확시키는 것은 NMR spectroscopy에서 측청하고자하
는 몰리적 친·성의 한equency 의존성을 측청하기 위해 필수척이다. 전자석올사
용하여 고분해능 NMR의 안정성융 높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자석에 부가된
lOOA에서 lppm의 안청성을얻기 위해서는 100 미크론암페아내에서 조절되어
야 한다.

천자석의 차장율 조철하기 위해서는 전류조절 과 차장조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에서는부가되는 전류를 feedback회로를 써서 일청하
게 유지한다. 자창조철으로는 자장올 작은 NMRprobe로 측청하고 공명주파수
의 변화를 측청하여 power supply를 조절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초전도체의
자기차혜를 이용하는 것이다.Ring 또는 관 형태의 초전도체는 내부의 자장을

결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척(passive)인 자장조철 작

용을 할 수 있다.따라서 초전도체를 마1&이나 관형태로 제조하면 차장조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IP법으로 체조한 Bi-2223판의 ac저자장 하에서의 자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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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I 에 판해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자기차폐 측청을 위한 시료의 체착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새로
2
개발한 PIP법올 사용하여 4 x 5 cm 의 Bi-2223 고온초천도판을 제초하였다.

초전도체의 두께는 100 미크론이었으며 전기적 특성은 임계전류밀도가 3,500

A/crn2

(

77K, OT )로 측청되었으며 Tc는 102K로 그려 높치는 않았다.

Fig.2-21 에 초전도 tile의 자기차혜농 측정올 위 한 개 략척 인 창치구성도를
나타내었다. Lock-in-amp를 사용하여 전자석의 ac 주파수와 pick-up coil에서

전압으로 측청되는 자기장의 위상올 일치시켜 교류차기장에 대한 초천도자기

타일의 자기차빼l 농·을 측청환다. 자기차폐능은 사온에서 미ck-up coil올 통해
측청한 전압 V(300)와 V(77K)의 역수비로 나타내 친다.

(3) 결과 및 고찰

Fig. 2-22 은 PIP법으로 제조한 Bi-2223 판재를 100Hz, 1 빠iz 의 교류
차장하에 서 lock-in 때P를 사용해 측정 한 pickup coil의 전압율 300K와 77K에 서

의 비로나타내었다.그림으로부터교류주파수가높올때가낮올때보다차기차
폐효파가 큰 것율 알 수 있다. 세로 축에 표시 된 V(77K)fV(300K)의 역수로 표시
되는 자기차혜능은 가해진 외부차장에 따라 딸라지며 0.3 Gauss에서 약 40,

0.05 Ga뻐S에서 약 200으로 측청되었다.
자기차혜를 위해 Bi-2223 판채를 타일모양 또는 판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NMR의 자기 안청화를 위한 실린더 모양으로 만플어야 할 청우에

도 본 연구와 함께 수행된 초전도체 첩합기숨을 이용하면 분말법으로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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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초전도판채를 실린더 모양의 시료를 쉽게 체초할 수 있올 것이다.

3. 결론
고온초전도체 가운데 공기중에서의 안정성이 높아 대기 중에 노출되기
쉬운 선재로 용용될 가능성이 높은

Ag /BS CCO

이 가운데 특히 은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복합선채에 대해 연구하였다.

AgjBSCCO

복합판제를 재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한 분말법에 의한 초천도선재 제조법의
용용 가농성에 관해서도 실험하였다.

AgfBS CCO 의 체조공정인 냉간가공 및 열처리 중에 수반되는 업자의 거풍
변화를 살펴본 바 입자의 파쇄는 1 톤 청도와 압력에서 일어났으며 t 3론의 압력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입자가파쇄되었다.그러나 20론의 높온압력에서도부

서지지 않은 입자가 관찰되었다. 열처리에 의한 업자의 회복은 다른 입차를

잠식하며 성장하는 일반 입자성장과 함께 비슷한 방위를 갖는 입자사이에 서로

합체되는 업자합체 현상에 의해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입자 내에 많은 기공이
폰재하고 업자의 옆면이 파도모양을 나타내었다.
초전도자석을 제조하는데 있어 초천도선재간의 첩합온 필수척인 파청이

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용 놀라운 일이다.

Etching, pressing, annealing

공청을 통한

지 않은본래의 선재에 비해 임계전류(

Ag /BSCCO 첩합을
critical current) 가

체작한 결과 접합하

80% 에 달하는 첩합기

술을 개발하였다. 초전도접합의 전기객 특성온 사용가능한 것으로 평카되나
기계적， 열척 성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첩합올 위해 온의

선택척인 etching 이 필요하며 여는 도료를 시료에 도포함으로써 해결하였다.

Powder-in-tube 법의 단점올 해결한 powder-in-powder 법을 개발하였다.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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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압연방향에 칙각언 변의 단변의 두쩨가 불균일한 단첨올 갖으며，

분말의 충진시 충진압력올조절하기 힘들며， 합금을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분
말법올 사용하면 은합금올 분말야금으로 쉽게 만틀 수 있올 뿔 아니라 분말의
충진압력율쉽게 조절할수 있으며 폭이 넓은시료를협게 만들수있는잇점이
있다.분말법을 이용해 제조한초전도판재의 경우가공이 용이하여 산확물에서

비교적 가공이 어려운 H자모양의 앓은판을 체조할수 있었으며， 또한차기차

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x50mm 크기의 tile을 제조하였다. 초전도체 tile의

2

자기차혜 효율은 0.3 ga뻐S에서 약 200으로 측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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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고온 초전도 선체의 웅용
1. 서 론
고온 초전도체를 전기저장 (SMES) ， 초전도자석， 솜전케이불동의 전력 시

스댐에 용용하기 위해서는긴 선재 형태로가공할수 있어야하며 동시에 임계
전류밀도 ( criti때1 curt얹It d없sity: Ie) 및 기계적 성질이 사용조건예 객합해야

한다. 그러나 고온 초전도체는 취성이 큰 세라믹으로서 기존의 금속합금계
저온초전도체처럽 긴 선재형태로 제조할 때 가공 및 유연성 (flexibility)， 강성
(integrity)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6,57] 이러한 문제첨융 극복하기 위

하여 여러가지 가공공청 개발과 더불어 제조공정조건의 확립율 통한 임계천류
밀도(안itical current 뼈lSity， A{crn2)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현채까지 이러환
세라믹 초전도체의 취성에 의한 난가공성율 극복하기 위하여 분말충진법

(powder-in-tube method)으로 주로 선재가 제조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로는 powder in tube 방법 으로 선재 를 제 초활 때 , BhSr2Ca2Cu30 (BSCCO) 초천

도체는 임계전야온도가 110K로 높으며 냉간가공시 방향성 배열이 좋아 높온

임계전류밀도를 얼을 수 있다. 따라서 Y계 초전도체 보다는 Bi계 초천도체가
선재가공에 유리하며 선재화에 척합한 채료로 알려져 있다. [58 ,59]

BSCCO 초전도 선재의 열-기계가공(th하momec뼈ni때1 proc않s) 에서 산화물코
어의 방향성배얼 청도는 임계전류밀도에 큰 t명향융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Ag/BSCCO 효전도선재를 척절한 기계척 가공과
열처리 방법올 병행함으로서 결청입자의 치밀화 및 방향성 배열화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2

4

Sato (5.4xI0 A/cm ) , Yamada (3.3x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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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m2) , Dou

4

(1. 19xl0

2

A/ern ) 둥은 수 ern 의 짧온 시 편에 서 10 A/em? (77K, 0 Tesla) 급의
4

높은 임계전류멀도를 갖는 선재를 제조하였으며， 또한 100m 야상으로 장선화
하여 전기척， 열적， 기계적특성 시험올 거쳐 고온 초전도선재의 실용 가능성올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62]

Ag/BSCCO 초전도 선채의 주 용용가능 분야로는 초천도차석 권선용 쿄일
(coil) 이나 전력수송용 전력케이볼올 예상할 수 있으며

소형으로

대전류를

흩렬 수 있는 전참리드(eurr하it lead)에 사용가능하다. 저온초전도 자석의 전류

리드의 경우 4.2K와 77K의 온도영역에서 기존에사용되오던구리리드대신에
고온초전도 선재를 emrent lead로 사용한다면 헬륨의 중발량올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고온초전도 선재를 용용하기 위해서는 선재의 전기척 특성에

관한 여러가지 가공공청 및 열처리 조건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온선채의 용용연구가 필요하다.

2. 장선 테이프의 열간 적충 접합 선재 제조
선재는 고온초전도 재료를 용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형태이다. 처온초전

도체와 마찬가지로 고온초전도체도 선재로 가공되어야 자석코일， 케이불 둥
실제 산업 분야에 척용이 가능하다.

선재는 사용목척에 따라 충분한 길이로

장선화 되어야 하며， 임계전류도 충분히 높아야 한다.

현재 초전도 선재의

주된 용용 분야는 자석 코일용 권선소재로 예상되고 있다. 져온초전도체의 경

우 자석코일와 권선용으로 사용하기위한 원형단변의 선재가 1-3
단위로 상품화되고 있다.

krn

킬이의

고온초전도 선재의 경우는 아칙 상품화된 선재는

없으며， 사각 단변의 테이프 형상 선재 가공기술이 개발되어， 1-3야n 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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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를 사용한 시제품 팬케이크(pan-cake) 코일을 권선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
올 뿔이다. 팬케이크의 코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임계전류가 크고 안청환 전
류흐릅올 가지면서 충분한 강성을 갖는

선재를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온초전도체는 산확몰아기 때문에 취성파 이방성이 커서 높은 임계전류
멀도를 얻기 힘들다. 최근애 개발된 powder-in-tube방법은 가공에 의한 초전도

체의 방향성이 향상됨과동시에 은피복에 의해 어느청도의 변형에도초전도생
을 잃지 않는다. Powder-in-tube방법으로 Ag/BSCCO 초천도복합선재 제조하는
경우튜브내 분말의 초기충진압력은선재의 가공성 및 임계전류밀도에 명향을
미철 수 있으며， 다심선재 제조시 재현성있는 선채률 제조하는데 중요한 변수
가 될 수 있다. 포한

5-10 em의 짧은 선재는 π않봐멍법으로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올 뽀 아니라 임계천류밀도도 높으며 재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었다.
그러나 긴선으로의 제조가 가놓한 압연 (rolling)가공의 경우 임계전류밀도가
m않sing으로 제조한 경우보다 임계전류밀도가 낯을 뿔 아니라 길이방향으로

의 전기척 성질의 불균일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임계전류가

크고 안쩡한 전류흐륨을 가지면서 다루기가 쉬운 고온 초전도선재를 만툴기

위해서 기폰 개발된 장선 테이프들를 척충화하여， 선재에 충분한 캉성파 원하
는 전류를 홈릴 수 있는 단면적율 얻올 수 있도록 하는 열간척충 첩합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실험올 롱하여 장선의 선재를 열간척충 접합하여
최종 pancake 형태의 고온 초전도 자석융 제조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가. 실험 방법 및 시편 준비

본설험에서 고온초전도 선재체조에 사용한 탠계 초잔도 분말은 순
도 99.9% 의 Bh03, PbO, SrC 03, Cao , euo를 초기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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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원료들을 칭량하여 최종 분말의 죠성이 Bi : Pb : Sr ; Ca : Cu= 1. 84 :

0.34 : 1.91 : 2.03 : 3.06 이 되도록 혼합하였다.

혼합원료는 알루미나 도가

니에 담아서 상자로 φox furnace) 에 넣은후 810°C에서 24시간 3획 하소하
였다. 매회 하소시

미분쇄를 실시하였으며 최종분말은 200mesh 표준방체

에 통과시켜 원료분말로 사용하였다.
산확몰 고온초전도의 경우 취성을 갖는 초전도분말에 기계척 강성파 유

연성올 주고 비초전도상태로의 전이시 안정확재의 역활올 하며 열처라 사에
산확물 초전도 체와 반용하여 특성올 처하시카지 않는 은이 금속 피복재료로

주로 연구되고 있다.

인발가공시 은튜브는 산화물 분말율 보호하며 소성효릅

이 좋아 가공이 용이하다. 인발(빼삐ng)온 환형 다이에 재료를 통과시켜 다이
(바e) 구명의 최소단면치수와 형상으로 가공하는 방법으로 외력으로는 인장력

이 작용하나，다이벽면파재료사이에는압촉력이작용하게 된다. 초천도분말

과 은의 복합체인
인발속도를 2

초전도선재는 강성이 높지 않거 때문에 본 실험애서는

mm/sec,

단면감축율을 25% 이하로 조절하여 점친척으로 선채직

경을 줄이면서 가공하였다. 인발기에 사용된 다이각온 8-9。 이었다.

인발에서

는초전도봉선의 한끝을미리 다이의 구맹을통파시킬 필요가있다. 이 부분융
가늘게 하는 혜비가공으로 회전단조기 (swa밍ng mac피ne) 를 사용하여 포인팅

(pointing) 작업 을 실셔 하였다.
고온 초전도

분말은 현재 선채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스므스계

분말올 사용했다. 하소후 분말의 최총 조성은 Bi : Pb : Sr :

: 0.34 : 1.91 : 2.03 : 3.06

이다.

ca : eu

= 1. 84

이 분말율 외경 6 nun, 내경 4 mm 의· 온

튜브에 넣 어 언발 가콩하고， 압연 가공하여 두께 0.17 mm , 폭 2.77 mm 의 태 이

프 선재로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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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전류 멀도는 de 전원 공급기다표WLFπ’ PACKARD CO. model: 6033A)

를사용하여 전류의 세기를서서히 중가시키면서 가운데 1crn 간격의 두전압강

하 측청단차 사이에서 ASTM의 기준인 1 ~v/cm 전압강하가 발생하였올때의
전류의 세기률 측쩡하여 이를 산확물의 단면척으로 나눈 값이다.

Jc

=I I

A
2

여 기 서 Ie : σitical cur뼈It d해sity(A/cm )， I : current( Ampere), A: σoss section
of ceramic core(cm ) 이 다.
2

나. 장선 태이프의 열간척충 첩합방법

고용초전도선채를 용용하기 위해서는 션재를 져온 초전도 션채쳐럽
다심화하거나， 태이프형의 선채를 객충화하는 2까지 방법올 생각할 수 있다.
고온초전도 선재를 다심화하는 방법은 저온초전도 선재제조와 유사한 방법으

로，고청 및 안청화를목척으로하는원형단면의 온튜브내에， 인발공청을거천
여러재의

훤형 세섬 (fine ， filaments)틀을 넣어 척당한 단면크기로 다시 인발한

후， 테야프형태로압연혹은압축하는방법여다.이 방법온션채내부셰심률의
초전도 분말흐름과 외피 용(silver) 의 소성효릅올 조절하기 어려워， 균얼하고

안청한 형태의 초전도 코어 (cor려 단면율 얻기 어렵다. 초천도 선재의 척충화
방법은 초전도 선재를 인발파 압연 혹은 압축공청으로 태야포 형태로 미리
여러개 가공한 후， 이들율 모아 두께방향으로 척총열간 첩합시키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장선의 태 이프를 척충하여 가공할 수 있으며， 태이프 션채
내의 소성흐름이 다심선채의 경우에 비 해 안청되고， 척충수를 조절하여 충붐한

단변척올 얻올 수 있는 방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계천류가 크고 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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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류호름올가지면서 다루기가쉬운고온초전도션채를만들기 위해서 단심
의 장선 테이프를 척충화하여， 선채에 충분한 강성과 ·원하는 전류들 흩릴 수

있는 단변척올 얻올 수 있도록 하는 열깐쩍충 접합방법에 관하여 실험올 실시
하였다. 본실험올통하여 장선의 선재를 열간적충접합하여 최종 pancake 형태
의 고온 초전도자석을 제조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선재악 전체제조 공청은 그립 3-1 악 흐릅도와 같다. 먼저 원하는 길이로

초전도테이프를자른후원하는갯수의 테이프들을임시 척충한다.고온초전
도 분말은 현재 선재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스므스계 분말을 사용했다.
하소후 분말의 최종 조성은

Bi : Pb : Sr :

ca : eu = 1.84

: 0.34 : 1. 91 : 2.03

: 3.06 야다. 이 분말을외경 6mm，내경 4mm 의 은튜브에 넣어 인발가공하
고， 압연 가공하여 두께

0.17 nun , 폭 2.77 mm 의 태이프 선재로 가공하였다.

이 테이프 선재룰 1m 길이로 3 개 철단하여 두께 방향으로 3충으로 쌓은 후，
유가 재료 첩착재의 한종류인 0.064 mm 두께의 스카치 (scotch) 접착태이프로

감싼다. 이때 스카치 첩착태이프는 초천도테이프선재률의 척충올쉽게 하고，
임시 척충된 선재를 다루기 쉽게 한다.
내화 분말을 담고 또 프레스로 압축 충진하기 위해 그림 3-2과 같은 용기

빛 가압 프랜지를 가농하였다. 사용한 내화 분말은 내화 단열 벽돌 B-7 ( 내가
열 수축옳 2% 를 넘지 않는 온도 : 1500 "C) 을 분쇄하여 사용하였으며， 분말을
마않sing 할때 충진 밀도를 높이기 위해 미세한 크기의 알루미나 분말을 청가하

였다.

그림 3-2 와 같은 용기에 그림 3-3 의 입도 분포를 갖논 분말올 넣고

프레스로 충친 가압하는 경우， 가한 압력에 따를 용가 내의 분말 충친 밀도의
변화는 그립 3-.t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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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Vessel of powder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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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분말을 분말 용 71 의 중간청도 넣고 쩍당히 다친 후， 위에서 언급환

대로유기 접착테이프로 감싸여 임시 적충된 초전도선재 테이프를용기 중앙
에서 부터 나선형으로 배치시킨다. 그 후 초전도 테이프에 파손을 주지않고，
분말에 의한 3 차윈 압력을 형성 시킬 수 있도록 분말율 용기 가득히 넣고 가압

프랜치를 덮은 다음， 프레 스를 사용하여 서서히 4,500 kg(표면 가압 57.8 뼈/cm )
2

까지 가압한다. 분말 속의 임시 적충된 초전도 테 이프는 가압 충친된 분말속에
묻힌 상태 그대로 분말 용기를 가열로에 넣어 600t 에서 5시간 가열하여 열간

적충 접합하였다.

열간 첩합 후 충진됨 분말융 조심간:럽게 걷어 낸후 분말

속에서 그림 3-5 와 같이 척충 첩합된 테이프 선채를 얻올 수 있었다.

테이프

선재의 단면 사진은 그립 3-6과 같으며 사용된 스카치 테이프는 완전혀 연소될

상태였다.

이렇게 열간 척충 접합된 초전도 선재는 완전한 결합체로 이 후의

작업 공정에 아무런 취급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었다.
척충된 초전도 테 이프 선재를 압연하고 열처리 (840t ， 200시간) 하였으며，
다시 반복하여 합연한 후， 나머지 50시간의 열처리를 계속 수행하여 초전도성
을 갖게 하였다.

이 과청용 통해 그림 3-6 에서 볼수 있었던 불완전한 접착부분

이 그림 3-7 의 최종 테이프 선재의 단변에서 보듯이， 나머지 열처리 및 압연과

청올

통해 완벽한 첩합상태가 되었음올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제작된 고온

초전도 선채를 4 단자법으로 액체질소온도에서 암계전류를 측정하였다. 측청
결파 5

em

로 절단해낸 짧은 시편에서논 1. 9 A 청도의 임계전류가 흩렀으며，

90 em 의 긴 선재테이프에서는 약 0.9 A (500 A/cm 임계전류밀도) 청도의
2

임계전류가 흩렸다.

따라서 본 방법으로 땐 케이크 행태의 코얼 (paneake eoil) 에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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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e shape of assembled tape after thennal bonding of the tape
of 3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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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ross sectional view of thennal bonded tapes after 600°C, 5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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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교적 긴 고온초전도 테야프인 2-5 m 청도의

긴 선채를 매우 안청된

형태로 적충하고 한청된 가열로 공간내에서 열간 첩합시킬 수 있을 것￡로
생각된다. 분말올적당한용기에담은후분말표변에서프레스로압력을가하
는경우분말의 연속체 특성에 의해 분말내부에 묻혀있는초전도선재에 3차〕훤

압력어 가해지며， 이때 외부의 압축 압력을체거하여도충진 멀도가 거의 변하

지 않고， 분말 내부에 있는 초전도선채가 그대로 고청되는 것융 실험결과를
통해 얄 수 있었다. 이러한 분말의 성질을 이용하여 초전도 태이프들율 척충

열간첩합 한다면 큰 단변을 갖는 장선의 선채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방법올 이용하여 장선의 쩍충선채를 열깐첩합 한다면 p뻐.cake 형태의 고용
초전도코일을 제조하는데 용용될 수 있올 것이다.

3. Ag/B SCCO 초전도선재를

이용한

대전류통전

conductor

제작
가. 대전류 롱전 Ag/BS CCO conductor

소형이면서 대전류를 통전할 수 있어야 하는 conductor의 청우 제조한
초전도체의 실용화훌 위한 특성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대부분의 대규모 전류 통전을위한.conductor 의 경우륙히 시료의 길이가
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료제작을 위한 열처리로를 소형으로 할수 있다.

대전류를 통전할 수 있는 conductor 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초천도 단심
선재를 제조하는 기술올 용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BiSκaCuO고

온초전도채를 사용하여 powder-in-tube방법으로 장선의 선재로 가공한 후 이를
훤하는 길이로 절단하여

척충한 후

열처리하면 선재 하나가 흩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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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전류 (Ie) 에 척충한 선재 수를 곱한 만픔의 전류를 흩렬 수 있다. 이 때
고려해야할사항으로는선재 간에 상확평형올맞추고또한열처리혹은가꽁
올 통혜 선채간 첩합력이 생겨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향을 고려하여 powder-in-tube법으로 분말와 초

기충진압력벌 및 가공공정별로 A밍BSCCO 선재틀 제조하여 척합한 선재채조
조건올 조사한 후， 획종 대전류를 통전할 수 있는 고용 초전도선채률 이용한

current lead를 제 착하고자 하였다.
나. 대전류통전 Ag/BSCCO 초전도션채 쩨조방법

고온초전도체는 줄(jo띠e) 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열천도도가 낮기 때
문에 current lead로의

용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온 초전도선재의 전류리드

(cuπ얹lt I않d) 는 헬륨온도인 4.2K 에서 사용되는 초천도자석용의 전류리드로

사용가능하다.
대전류통전용 current lead의 선재제조는 앞에서 언급한 장션재 접합에
사용된 가공공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A gJBSCCO 단섬선재률 수회 인발하여
직경 1

mm,

길이 1 0m인 선재률 여러개 체조한후， 수회의 압연공정을 거쳐

두께 0.20 mm의 태이프로 가공하였다. 이들 장션 태이프를 알루미나 튜브에
감아서 840°C 에서 150시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단섬들의 척충방법은 단심테이프를 수개 자른 다옴 그림 3-8 에 처럽 척충

하여 열처리하면 선재 하나가 훌릴 수 있는 통전천류(빼S따t 찌뾰nt)에 객충
한 선채 수를 곱한 만큼의 전류를 흩릴 수 있다. 천체 다충뭉치의 펼요한 롱전
전류를 계산한 다음， 단심개수를 결청하여 뭉치율 만둔다. 척충뭉치률 2개의

세라믹판사이에 놓은다음가압판의 볼트를조여 두께방향으로 압력올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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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전기로에서 600°C 에서 5 시간 열간접합시킨다. 열간첩합의 목적은선재간
첩합올유도하여 움직임올 방지하고 여후 기계가공을원활히 하기위해 객용한
다. 열간첩합된

선재는 열-기계가공의 반복공정으로 최총선재로 쩨조한다.

그립 3-8은 앞서 제조한

1m

길이의 단심션채를 여러장 객충하여 하냐의

다심선재로 제조한 선채의 단면사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단심선재의 은피복이 틈이 없이 서로간에 몰리척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것올
볼 수 있다. 0.20mm두째의 선재를 10em길이의 선으로 자른 후 이를 열간쩍충

하여 2회의 π$패 및 멸처리를 수행하였다. Pressing율 통한 두께의 감소는

초기의 1/2이 되도록하였다( 50% reduction ).

총 얼처리시칸은 척청 열처리

시찬으로 예상되는 840°C 에서 250시간 열쳐려를 실시한다.

여러개의 단섬선

채틀을 척충하여 제조한 척충 선재들의 모양율 그림 3-9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처럽 적충갯수를마음대로조청하여 제조할수있다. 65 장율척충하였율
경우 통전전류(Ie)는 그림 3-10의 전류-전압(I-V)곡선에 나타낸것 처럽
로 측청되었으며， 이 값은

낮은 값이다.

54 A

단심선재를 하나씩 열쳐라하여 객충한 것에 비해

적충한 다심선재의 임계전류값이 단심선재에서 보다 낮게 나온

것은 단심선재에서의 최척열처리 조건과 쩍충다섬선채에서의 최척열쳐리 조

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

Cummt lead

시 제품 제 작

그립 3-11 은 본 연구를 통하여 Ag/BSCCO 초전도 선재를 대천류 통
전용 eurrentlead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시체품 사진이다 .40개의 단심률이

척충된 2개 뭉치로 제조하였다. 제조방법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rolling 가풍

후테이프들올수재 만든후 πessing 공청으로단심테이프들융가공하여 쩍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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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안Ie v없ious shapes of the assembled t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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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The shape of current lead fabricated by using AgjBSCCO
super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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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심 테이프들올 60<tC 에서 5 시간 열간첩합올 실시한후 π않sing 빛 열처
리의 반복공정으로 두째를 줄여 제조하였다.

각 적충환 최종 current lead의

두께는 5 mm, 폭은 8 nun , 길이는 10 cm로 제작하였으며， H형의 FRP 속에

격충된각 선재률묻어 선재의 움직임을방지하도록하였다.전류 인업선 단자
와자석용코일 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를 전거전도도가좋은구리및 은판를
사용하여 제작하 였다. 적충된 선재와 I 개 뭉치에 흩릴 수 있는 풍전임계천류
는 약 30 Amp않로 총 60 Amp하e의 전류를 롱전할 수 있는 current lead 이다.

여상의 실험에서 처럽 Ag{BSCCO 초전도 선재률 이용하여 current lead 로
사용한다면，통전전류에 대한척충선재의 크기와형태률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쉽게 초철 가농하며， 임계전류멀도가 높기 때문에 소형으로 큰 전류를 통전할
수 있다. 초전도차석용(4.2K)의 전류인입선에 기존에 사용되오던 구리선 대산

에 Ag{B SCCO 고온 초전도선재를 currenr lead로 사용한다면 헬륨의 손실량율
줄일 수 있어 용용 가농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내화분말의

연속체척인 성질을 어용하여 장션의 다충선재를 열간적충

첩합할수 었으며， 이 방법온 땐케이크행 코일(p ancake coil) 올 쩨조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g/BSCCO 츠전도체를 이용한 용용연구의 일환으로

60 Ampere 의 전류를 통전할 수 있는 Clπr밍1t lead의 시체품을 체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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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멀 초천도자석 젤계 및 체작 평가
1. 서

론

초전도체가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초전도의 특성융 가장 효율있게 이용

하는 분야는 자석( rna뺨t ) 관련 분야이며， 그 중 핵자기 공명 ( Nuclear

Magnetic Resonance) 장치는 초전도 자석이 갖는 특성에 의해 초전도체의 완벽
한 용용분야로 알려져 있다.

1945년 Bloch, H뻐sen 그리고 Packard 에 의해

핵차기 공명( Nuclear Magnetic Reso뼈nce) 이 발견된 이래 이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66]
고 분해눔을 갖는

proton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1953 년 30MHz 의 진동수를

갖는 핵 차기 공명 시스탬이 상업확 되었고， 1965년 60 MHz 의 상업용 샤스댐
이 개발되었으며 4년 뒤 2.3 Tesla 자기장에서 looMHz와 진동수를 갖는 시스탬

이 개발되었다.

이때까지 자기장은 iron pole융사용하는 천자석이였으며，그

당시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자기창에 도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61 년 초전도코일을 이용하여 5-10 tesla 청도의 자기장의 세기률 갖는 자석이

개발되면서 용용의 폭온 크게 증가하였다.

spectrometer 가

1966년 처음으로 220MHz의

시 장에 나왔으며， 1971 년 이후로 250, 270. 300 MHz 의 시 스탬 이

계속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66]

핵 자기 공명 현상올 이용하는 S짧trometer 는 운천 중 보통 다음과 같은
기 눔을 가져 야 한다. 즉 frequency sweep, 뼈se line stabilizati on, field stabilization,

double irradiation 과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자기장 및 운천 진동수는 몇시간동
안대상물을 sc없삐19 하여도항시 같은 spectrum 을얻기위해 시간에 따라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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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해야 하며， 운전공간내에서 자기장 또한 균질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잘 만족 시킬 수 있는 시스댐으로 초전도체릅 이용하는 고차장 specσometer
가 최근의 주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핵 자기 공명 현상은 다음과 같은 나nnor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πv :， YBo

(4-1)

여 기 서 V 는 induced transient 잔equence， Y 는 nuclear gyromagnetic ratio 이 다.
즉

주어진

자기장하에서

대상

핵종(

nuclear species)

이

갖는

nuclear

gyromagnetic ratio 에 의해 때lSient 뼈U히iCy 가 결청된다. 모든 핵온 주위의
칼은 종류 혹은 다른 종류의 핵들에 의해 그 자기장의 세기가 작기 다르며
이 것올 magnetic dipole interation 이 라고 부른다. 이 것 이 갖는 의 미 는 칼온 총류

의 핵이 같은외부차기장하에 있다해도그것이 위치한장소에 따라서로 다른

자가장하에 놓여 있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공명 진동수를 갖게된다.

이것이 상업화되고 있는핵 자기공명 시스댐의 기본원리이다. 고체 대상물인
경우 액체나 가스 대상물에 비해 매우 좁은 공명진동수 폭을 가지게되므로

이를 분리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장이 매우 좋은 자기장 균질도를 가져야
한다.
핵자거 공명 시스댐에 사용되는자석은강한자기장，균질한차기장그리고

시간에 따른 높은 차기장의 안청도를 가져야 한다.
신호는 매우 미약하므로 장비의

일반적으로 핵차기공명

분해농 (sensitiv따) 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외부 자기장이 필요하다. 자기장 균질도는 주어진 공간안에서 총 자기장

& 에 대한 최대 자기장 변화량 dB 의 비율로 정의된다. 자기균철도가 나쁘면
측청 결과에 예상할 수 없는 허상효과가 발생한다. 자기장의 안청도는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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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내에서 총자기장에 대한최대 자기장의 변화량dB(t) 의 비옳로청의한다.

NMR ( Nuclear manetic Resonance ) 신호는 매우 척어서 multichannel samp뻐g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주어진 시칸동안 계속하는 청우 안청되고 동일
한 신호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이러한 자석 시스햄의 3 가지

인자가 핵 자끼 공명 현상올 이용하논 specσomet앉 의 품질올 결쩡하게 된다.

NMR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자석은 다음과 같은 3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경우 0.15-0.3 tesla 청도의 자기장을
얻으며 가격이 짜고사용이 간편하다. 그러나자기장이 작고무게가무거쭈며

자가장의 안정도가 낮아 사용의 제한을 받는다. 상전도 자석올 이용하는 시스
댐용 보통 0.25 tesla 청도의 자기장으로 사용되나 냉각수 공급둥 운천비용이
많이 들고 청확한 온도 조절이 힘들어 시간에 따른 높온 자기장의 안청도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기존의 자석이 갖는 문제캠올 해결하기위해 초천·
도자석올사용하게되었다. 현재 보통 2 Tesla 청도의 자기창올갖는자석시스
댐은 자석냉각에 쓰이는 청도의 매우 객은 유지비용과 또한 명구 천류 모도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안청도를 높이므로써 매우 바랍직한 시스햄

으로 평가되고 있다. [68]

2. 자석의 셜계 개념
이롤척으로 볼때 높은 자기장올 갖는 자석올 얻기 위해서는 권선 수가

많아야하고 전류를 많이 훌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높은 자기장의 차석융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많이 흩렬 수 있는 선재의 개발이 우선 필요하게

되었다. 초전도 선채는 임계 온도이하에서 저항아 없으며 거의 0 여며 상전도
선재에 비해 단위 면척당의 통전 전휴량이 크고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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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자석으로의 웅용에 매우 유리하다. 초전도체와 경우 자기장의 안청
도는 영구 전류 상태를 만드므로써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손실올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일반척으로 자석 셔스댐악 경우 선재와 선재 혹온 전류 임입선과
선재사이의 연결 접합은 필연척야다. 이런 첩합 위치에서 시스햄은 저항율 갖

게되고 따라서 천류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 전류손실은 자기장의 갑쇠를 가
져오게 된다.

따라서 초전도체와 초전도체 혹은 그밖의 연결위치의 처향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높은 차기장 혹은 차기창
의 안정도는 자석 설계의 개념보다는 기술 개발올 통한 품질의 향상과 관련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균질한 자기장올 얻기위해서는 자기장 계산을 퉁한
자석의 세밀한 해석 빛 컬계가 필요하며， 아 계산 및 셜계 기술이 우선되어야
청밀 초전도 자석의 제작이 가능하다.

그립 4-1 과같은솔레노이드( sol하lOid) 형태의 자석의 자기장은 이론척

으로 축대칭 형태의 분포를 갖논다.

중심촉에 대한 촉방향의 자기장 성분율

Taylor 굽수전개하면 다음과 같여 표현할 수 있다. [63 ,67]

Bz(z) =BA 0) +
‘

여기서

Bz(O)

위 식에서

는

aB2
-_-="
az

z=O

a 2B2?
Z+---=:..껴~Z ι+ ....

-

az

에서의

축의 중앙점

z=O

(4-2)

>

z

방향 자기장의 세기이다

에 대하여 식올 전개하는 경우 대칭성에 의해

흩수 급수항이 없어지므로 다음과 같이 찍수항 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4

iJ z-

iJ Z

a Bz ? a Bz A
B Z{ z) =B z( 0) + --=:-뚱LZι+--τ~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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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닝

“

-‘‘、‘기，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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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샤
쐐원

‘~---

-~------.

·…//

-//

Fig. 4- 1. A simple solenoid winding.

z
M

‘양

Fig. 4-2. Spherical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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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없n.

균퉁한 자기장올 만드는 기본 껄계개념온 위의 전개식에서 보듯이 임의의 코일

에 의해 형성환 자기장에서 상수항올 제외한 다른 급수 전개항들올 제거시켜
균일한자기장올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장을제거하기위해서는 반대부호

를갖는자장을발생시켜 중첩 제거시키는방법올사용한다. 각각의 급수전개
항들은 Taylor 굽수식의 특성에 의해 독립척으로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원하는

급수항만을 선돼척으로 중챔 제거할 수 있는 보청코일 설계 71 술이 필요하다.
가. 자기장 계산

자기장은 식 4-4 와 같은 Laplaces 식을 만족사켠다. 솔레노이드 형태
의 자석에서 자기장의 영향은 주로 축방향 차기장 Bz 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a2Bz

a2Bz
ax “

--깎-+--τ-+

az-

a2Bz
n

ay “

”

(4-4)

=11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원하는 운전 공간은 주로 구 ( sphere) 형태이므로 구
화표계틀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매우 편리한 경우가 많다. 위 1 식올 구 화표
계에서 표현하면 식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구 좌표 시스탬의 성분은
그립 4-2와 같다.

a

,?

aB:!

「쓴- (r‘-~" )+

ar'-

ar

_1_ _효;- ( sin8·보효!... )+
sin8
a8

1
sin 28

2

Bz
atll 2

8

"
-v

(4-5)

위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Bz 를 변수 분리하여 가청하면 식 4-6 과 같다. [68]

B z = /r (r)

매 (8)

h( <!l )=R

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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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으로 부터 구한 일반해는 식 4-7과 같이 표현된다.

R=Al r n + A2 r- n

(4-7.쩌

S;:- P'::( u) [D1 sinn빼 + D2 sinn4> J

with

(4-7.b)

u= case

여기서 n, m 은 정수이며， A I, A2 , D 1, ~는 임의의 상수이다. PIl(띠 는 Legendre

function 이며 다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n

...m...
)

2

ηι

p ,::( u) = (1- u

2

n

a n+m

(u 2 _ l) n

au n + m

(4-8)

각각의 ~n 에 대한 field의 변화는 catesi뻐 coordinate 에서 표 4-1 쳐럼 나타낼

수 있다.

표에서 보면 어떤 자기장 항에 대한 다륜 항파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Bz=2i과 같은 축방향 2차 급수의 변화훌 갖고 있을때 동시에

Bz=-(X2+y2) 과 같은 반경 방향의 자기장 변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자기장 껄계

자기장 보청올 위해 하나의 코일에 대하여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전류밀도， 내경， 외경， 왼쪽 끝단 위치， 오른쪽 끝단위치를 생각 할
수 있다.

z=O 단변에 대하여 대칭인 l 쌍의 묘일인 경우 모두 10개의 변수를

갖게 되며， 여러가지 제한조건올 고려하는 경우 이 항목 및 갯수는 조철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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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gendre polynumial and derivatives for the first

Table 4-1

seve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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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set profile 올 설계하여 제착하는 경우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훤하는

자기장을 얻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석 켠선 및 조합 후 이
eπ@ 를 제거하고 원하는 자기장의 분포를 얻기 위해 패imming 이라는 자기장

보정을 수행해야 한다.

자기방 보청 방법에는 그 특성에 따라 기계척보청，

전기척 보청， 자기적 보청의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석제조후자기장의 하ππ

를 발생시키는 요인올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자석 bobbin의 제작과정 중 가공
여유에 의해 동일한 크기와 위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며， 자기장 계산
시 가청한 사각단면의 코일의 형태률 권선 작업중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

며， 또한 각각의 코일을 조렵하면서 청확한 위치릅 일체시키지 못하는 정우퉁
올 생각합 수 있다. [68]

(1) 자기장의 기계척 보정
여러개의 코일올 조합한 후 차기장의 분포 및 크기가 껄계요구치률
만족시키지 옷하는 경우 코일의 위치를 기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자석의
자기장율보쩡하는비교적

간단한방법이다.

이방법은코일올완전히

고 선재를 resin 으로 고청시킨 후에도 보쩡작업이 가능하다.

권선하

보청코일 혹온

차장발생 주 코일을 촉 방향으로 소량 이동시키논 경우 높온 급수항야 작용

급수항에 비해 그 자기창의 변확는 척게 나타나고 있으나 천기척 보정이나
자기장보청작업이 높은급수항율체거시카기에 어려운방법이라고볼때 비교
적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척으로 원하는 급수향을
제거 시키는데에는 적당하지는 않다. 여동 방향은 축방향은 물론 반경 방향으

로 이동시킴으로써 zx, zx3,... z3x, z3X3 과 같은 높은 급수항의 자기장을 보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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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장의 전기적 보청
자기장올 보쩡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객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불연속한 코일틀을 계산에 의하여 제작하고 서로 조합시킴으로써

전체 차석코일의 불균일한자기장 분포를 균질하게

보정하는 방법이다. 축

방향 고청 코일의 경우 권선수가 쩍은. 훤주 방향의 코일을 사용하여
Z3 , z4---

z, z2,

급수항의 자기장을 선태척흐로 발생시킬 수 있으며， z =O 의 단면을 중심

으로 화우로 호(arc) 형 태로 배치시 킴으로써 반경 방향의 자기장 기울기릅 만들
수있다.

전기적혹은자기척보청방법은운전자가장과는독립척으로작용하

여 보청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창점올 가지고 있다. 또한 상온 보청코일을 사용
하는 경우 매우 미세항 차기장을 조청할 수 있으며 따라서 높은 자기장 균질도
를 설올 수 있다.

(3) 차기장의 자기척 보청
이 방법 은 feπ'O-magnetic

slip 올 barε

킴으로써 자기장올보청하는방법으로서

내 부나 혹은 가장자리 에 위 치 시

높은급수천계항의 자기장을조갱하

는데 이용하기 쉽다.그러나 이 방법은운전 자기장파 비독립척인 관계를가지
게 되므로 사용상에 제한올 갖게 된다.

3. 정밀 초전도 자석 설계 빛 제조
초전도 자석에 관한 분야의 연구 수행단계에서 NMR용으로 쓰일 수 있는
고 균질 차장과 시간에 따른 차기장의 고 안정도를 갖는 초전도 자석의 젤계

및 제조 기술의 확보는 그 연구 분야의 연구 수준올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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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청빌 초전도 자석은 bore가 충분하 크면서 높고 균둥한 자기장분포
가 필요하므로 자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장의 안청도 향상율 위해 명구천류
보드 스위치 빛 미소저항초천도 선채 컵합기술이 필요하며， 균둥한자기장의

분포를 얻.기위해 자장해석 가술 및 보청 코일 셜계 및 제작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처럽 여러 분야의 설계 및 제작기술은초전도관련 분야를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 및 제작하기로 한 초전도 자석의 기술척인 사양은

표

4-2 와 같다.

가. 초전도 자석 젤계 빛 제조

(1) 자기장 발생 주 코일 껄계 및 제조

4 Tesla 의 자기장올 얻올 수 있는 솔레노이드 형태의 주 쿄얼올
셜계 및 제작하는 것이 청밀 초전도 자석 쩔계 제조에서 우션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단계이다.

이니1 bore 내경이 운전공간으로 설계 사양에 주어졌으므로

야를 제한조건으로 하여 코일의 크기 및 전류값 그리고 권션 수룹 결청하였다.

본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장 발생용 주 코일은 그립 4-3과 같아 자기장 발생을
위한 3 개의 초전도 코일과 자기장 보청율 할 수 있도록 나사를 이용하여 촉방

향으로 이풍이 가능토록 한 2개의 양단 보청 코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솔레노이드 형태의 코일에서는 중앙부의 자기장여 제일 높으며， 양 몰으로 갈

수록자기장의 세기는작아진다. 일청한 bore 내부공간에서 일청한자기장의
분포를얻기위해서는코일의 중앙부보다솔레노어드양단의 권선수를크게합
으로써 양단의 자기장을 높여 전체척으로 균질한 자기장의 명역융 크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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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Techni때1

specifications of

precise superconducting magnet

4 T

center field
빼m

10

field instability

0.1 ppm / hour

operating current

130

따mber

of shims

liquid helium hold time

/ 50

빼

field inhomogeneity

뻐.pere

9-12 EA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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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v

shil~ 코일보빈

main coil

Fig. 4-3. Schematic drawing of field gεnεrating main coils
and end-side compensate coils of precise
superconducting magn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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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Thi ck solenoid, nomalized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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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4-4 와 같은 솔레노이드 코일에서 촉 방향악 자기장의 세기블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여 코일의 크기 및 권선 수를 계산할
수 있었다. 여기서 5 개의 코일에 의한 조합된 자기장의 합윤 각각 폭립척으로

작용하므로 단순한 중첩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B 2O= 객프ILl
20=

"10

11_+

in

a2

(a

2

+B 2 )l!Z

(4-9)

1+ o+a2) lIZ

a=~
al

q= ----

al .

여기서 al 은 코일의 내청， a2 는 코일의 외경， 그리고 b 는 코일의 길이 이다.
위식은 자석의 자기장 해석에 대우 유용하게 쓰이는 field factor F(a，~) 를 고려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with

NI
al

~~~

1
l.l:
2P(a- l)
'lr

1 \

F( C1, 6)

(4-10)

--딱IL ln a+ (a 2 +a 2 )IA
1I강
2

F(q,g) -

10

m

1+ 0+6 ) 찌

여기서 N 은 권선수， 그리고 I는 롱전 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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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의 균칠도를향상시키기위해주코일의 배열위치 빛권선수를결청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합수를 급수전개식으로 변환하여 청수항
올제외한나머지 급수항들올제거 및 보정시키는방법을찾아야한다. 자기장
의 분포논 다음과 같은 급수 전개식으로 표현 가농하다.

이 경우는

z=o

인

단면에 대하여 화우 대칭인 솔레노이드 형태의 자석에 관환 자기장 분포식이
다.

Bz(r,’ 8)=Bo[1+E2 (-L)2P2(u)+E4
- - - - -]
a1
_.
- (-L)4P4(u)+. a1

,a
i

z

-@ -a

m
-

대

E ?n=
ιn-

,.. .1. .
(2n)!

썼

with

1
~
Bo

(411)

위 식에 z 축상의 자기장올 계산할 수 있는 식 4-6융 대입하면 식 4-12 와 같윤
식을 얻을 수 있다.

Bz(r, 8)=M1[F(q,P)+FE2(q,0)

( -E-)
a1 .

+FE4(q
P) ( -죠-)
+. . . .l여-12)
.. ,,".
at
~

여기서 j 는 conductor 의 전류 밀도이며， A. 는 코일 권선부의 전체 단면척에
대한 살체 전류흐름이 생 기는 단변의 비를 나타낸다.

이 식은 자석의 자기장 균철도를 계산 및 향상시키기 위환 매우 중요한 식이다.
이 식 에 서 보이는 합수 댄2n(ct ，6) 에 대한 앓들은 D. 많uce Montgomery 가 져술환

Solenoid Magnet Design 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61]

아식올

이용하여 균질도를 계산하고 또 보청코일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량율 예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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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자기장의 균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상합수( objective function

or cost function ) 는 다음파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었다.
설 [p(2n판

(4-13)

나. 초전도 선재의 결청 및 주코일 제작

초전도 선재는 주 코일의 경우 약

초전도 선채를 사용하였다‘

1.0 mm

직검올 갖는 훤형 단면의

임의의 천류를 흩릴 때

quench 가 발생시키지

않는 앞$ 약 700 Kg/cm2 의 경험쳐훌 사용하는 경우 허용되는 전류는 약 140
A 청도로 예상되었다.

이 전류를 이용해 중앙부에서의 요구되는 자기장 4

Tesla 를 얻기 위해서는 위 식 4-5 륨 이용해 계산하는 경우 코일의 형상 빛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a,

D를

계산할 수 있다.

초전도 자석에 쓰이는 여러

코일들용 그 특성에 따라 또는 가공상의 문제챔， 그리고 선재의 접속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초천도 선채가 복합척으로 사용된다. 러시아쿠르차토프 연구
소에서 공급한 NbTi 계 초전도 션재률 사용하였으며， 사용위치에 따론 선재의
기술 사양은 표 4-3과 같다.

그립 4-3 에서 보듯이 바깥쪽에 2개의 대칭인

보정코일을조합하게된다. 이코일은물론계산껄계시 높은자기장균철도를
갖도록하는 위치에 껄치하게된다. 그러나 전체 자석 시스탬율 제쪼하는 파청

에 생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설계치대로 자기장의 분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쳐럽 전체 코일의 권선 작업이 모두 블나고 resm 으로

완전히 굳혀진 상태에서라도 양단 보청 코일올 좌우로 이동시킴으로써 자기장
의 변화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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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Specification of superco뼈lcting wire
used in Jπ않ise superconducting magnet

location

main coil ( 3

WIre
diameter

뼈rts

)

l

No of
filaments

60
36

l1DD

critical ampere
at 7.6.5 T

408
230

518
282

630
342

end compensate coil

0.85mm

210

330

430

530

shim coil

0.3 mm

18

36

4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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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코일의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립

4-3

에서 나타 낸 중앙의 코일을

고정시키고 4 개의 코일의 팎치 권선수를 변수로 하여 청수향올 제외한 각
급수 전개항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되는 값올 찾는 최척확 셜계이다. 사용한
철계 계산 프로그랩은 이와 같은 최객확를 의해 conjugate steep않t gradi없t

method 를 사용하였다. 이렇재 결정된 계산 결과에 따라 5개의 코얼 위치 및
권선수가 결정되어 제조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청에서 자기장 보청코일을 제작하기 위해 결청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각 전개급 급수향에 관한 전체 자기장에 대한 기여도이다. 이 기여도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뺨 =F싫 (zon∞)굶
~Z

÷

(4-14)

~Z

여기서 zonea 는 운전 공간의 반경을 나타낸다. 측 훤하는 자기장의 균질도를
갖는 diameter spheri앓1 volume 의 반경 이 다.

이 기 여도가 작은 급수항일수록 쉽 게 보청 이 가놓하다. 즉

Z2

혹은

Z4

급수항

의 기여도가 높은 급수 전개항보다 작은 경우， 비록 전체의 자기장 균질도가
떨어진다해도， 낮은 급수 전개항들에 의환 자기장은 보청 코일로서 비교척 쉽
게 보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급수항의 자기장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코일의 위치 및 권션수를 걸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껄계개념여라 할 수 었다.
그립 4-5 에서와 같은 권선 장비를 이용하여 솔레노이드 형태의 코일을 켠선

하였다. Bobbin 올 최대로 감을 수 있는 칙경은 800 nun, bobbin 최대 플랜지간
의 거리는 1100 mm 로 비교척 크게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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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시 고르게 잘 감기고

Fi g. 4-5. ’The winding machine for solenoidal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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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 후 선재의 움직임올 방지하기 위해 선채에 장력을 주도록 tension motor
를 사용하여 권선장비를 제작하였다. 체어부는 main motor와 AC s하vo motor
가 interface 되도록 하였으며， 모든 동작은 수치제어 프로그랩에 의해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활 수 있도록 채착하였다. 실채 권선과정에서는 차동 빛 수동올
교대로 전환 사용해야 휠 경우가 많았으며， 코일의 모서리 부분온 주로 수풍상
태에서 작업올 수행하였다.
보빈의 채질은 비차성체 재료로 알루미늄파 밍ass fiber reinforced plastic(

GFRP ) 를 사용하였다 그림 4-6 에 주 코일 권선용 bob버n의 형태가 나타나
있다. 초전도 선채의 권선 작업 중 주의해야 할 정윤 선재와 선재사이 혹온

선채와 보빈사이에 합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다.

권선 작업은 각

층마다 열 경화성 resin 올 합침한 유리섬유천올 철연채로 사용하였다.

매

층을 감은 후 자동으로 따n 수를 기록하고， tester 를 이용해 철 연 이 잘 되 었는지
확인한 후， 그 충 위에 유리 셜유천을 깔아 넣게 되는데 이때 모서리 부분올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전도 선재는 C때야r

strip 과 같은 쳐지물에

납뱀 작업을 통해 항시

고청되어 었도록 하여야 한다. 권선 전 후에 생기는 lead 션의 경우 완전히
고청시킬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여 실제 운전시 션재의 움직임에 의해 quench

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초천도 션채 켠선 후 초천도 션채를

보호하기 위해 절연된 구리선으로 bandage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4-7 에서

보이는 것은 bandage 작업 인 끝난 후의 주 코일 모습이다. 초천도 코일의 정우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초천도 선채자 아니라 대부붐 구리선일 경우
가 많다.

이런 권선 작업중 각 bobbin에 대한 청밀한 치수록청과 청확한 권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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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Bobbins for field generating main coils and end-side
compensate co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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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Main field generating coil and end compensate coil
after bandag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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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여 바깥쪽 양단보청코일의 위치 변경을하게된다. 측제작과청을통해
얼은 실제 data 를 가지고 내부의 3개의 주코일에 대한 변수를 고청하고 단지
바깥쪽양단보청코일의 축방향위치만융변수로하여 최척화계산을수행하여
그위치를 다시

(shimming)

변경하게된다.

이것이 자기장 보정을 위한 기계척 보청

이 다.

다. 코일의 중간 시험
주 코일이 실제로

quench

없이

4 Tesla의

중심 자기장융 갖는지 미리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최종 조립 이 플난 후 한번에 시험하는 경우 푼제가 발생
하면 거의 보수가 불가농하며 또한 보청코일의 설계를 위해 중간 시험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주 코일을 명구전류모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초전도
스위치의 제작 및 작동시험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초전도스위치를상천도상태로 만들기 위해 스위쳐 내부에 열발생 코일융

삽입하여야 한다. 열발생 코일은 저항이
wire 를 사용하였다.

18 0빼m 의 철연 표탱된 cons뻐ntan

그림 4-8 은 초전도 스위치률 권선하는 작업 과청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마지막 초전도 선재 tum 에 constantan wire를 트위스트시쳐
감은 모습올 볼 수 있다.

이렇게 권선언 블난 스위치는 철연 상태를 조사한

후 glue 와 유리섬유 천을 이용해 5충 청도 두껍게 감쌓다.

이처럼 두껍께

감는 이휴는 액체 헬륨내에서 초전도 스위가 작동하는 경우 con뼈n빼 찌re
에서의 발생열어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포환 자석

quench

시 초전도 자석을 보호하기 위해 그림 4-9 과 같은 shunt 저항율 병렬로 연컬
하였다. 사용한 재질은

O.5mm

스태인레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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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

융 사용하였다. 전체의

Fig. 4-8. A main superconducting switch being wounded with
superconducting wire.

1-128-

Fig. 4-9. A shunt resistor for preventing the magn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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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시스댐에 대한 개략척 회로도는 그렵 4-10 과 같다.
시험에 사용된 처온조는 액체 헬륨에 담궈 사용하는 cold

bore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되어 있다. 저온조는 단열을 위해 액체 질소 chamber 충율 가지고
있다. 시험에 사용흰 장비는 그립 4-11 에서 보는 것처렴 코일에 천류를 공급흘}
기 위한 300A 급 'power supplier 와 액체 헬륨의 수위를 측청하기위한 level

meter,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를 촉청하기위한 haDIπ000 및 voltage 측정을 위환
voltmeter가 사용되었다.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아 진행 하였다.

1) 저온조는 액체 질소 챔버와 진공에 의한 단열층을 갖는다.

져온조는 제작

과정을 통해 내부에 여러가지 불순물에 의해 오염되며， 따라서 저온조 내부를

원하는 진꽁도로 만톤다해도 그 오염물이나 습기퉁이 기체 상태로 스며나와

원하는 진공도는 측시 째쳐버련다. 따라서 시험하기전 져온조를 계촉 진공상
태로 유지하고 그 변확를 감시하는 과청은 탐지 저온조를 훤하는 진공상태로
만듣다겨보다는 내부의 기체화될 수 있는 오염물을 제거시킨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더 큰

이와 같야 거의 3-4 일간에 거친 진공작업올 통해 져온초를 안정
2

한 상태로 만든 후 약 10- mbar 청도의 진공도로 고청시켰다. 어 진공도는
물론 처온으로 냉각 되면 매우 낮은 진공 상태로 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2) 자석코일올 조립한 후 current lead 률 연결하고 초전도스위치를 부착한다.
모든 선재플은 운전중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고청시켜야 한다. 시험하기

전 조립된 자석 시스햄은 그림 4-12 와 같다. 중간시험단계에서의 조사항목에
는 안청도에 대한 항목은 없다. 따라서 선재 첩합온 납햄 작업옳 수행하였다.

3) 액체질소챔버충 내부를 질소가스로 purge 한후 액체질소를 넣는다. 동시에
액체 헬륨 챔버 역시 질소가스로 purge 한 후 액체 철소를 채워 pre-c∞l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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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l'er In

power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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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of wires

Fig. 4-10. Schematic circuit dagram. of main magnet syst많n
without shim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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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Fig. 4-1 1. Test equipments - the power suppliers and the voltmeters
for liguid He level meter and a hall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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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The assembled magnet coil and cryostat before
pre파ninary opera더on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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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차석의 높이 이상까지 액체 질소를채운후 12 시간청도유지 냉각시켰
다

4) 액체헬륨 챔버내부의 액체질소를 완전히 뽑아낸 후 헬륨가스로 내부를

purge 한다. 그 후 액체 헬륨 챔버를 액체헬륨으로 채운다.

이 때 액체헬륨

level meter 및 copper tube 를 이 용하여 액 체 헬륨의 수위 를 측청 하였다. 사용된
수위 측청장차는 액체헬륨의 수위에 의한 압력차를 이용하는 장비이다.

이때

lO rnA 정도의 전류를 curr하it lead에 연결시 켜 주고， 초전도 스의 치 양단에 얼치
한 voltage tab 으로 측정한 voltage 값으로 초전도 상태가 되었는지 아년지훌
확인할 수 있었다.

5)

초전도 스위치의 전열선에 전류를 공급하여 상전도 상태를 만들어 자석에

외부 전류가 거의 모두 흐르게 하여야 한다.

중가시칸다.

서서히

power

supplier 의 전류를

이때 자석 중앙부에 3차원 hall probe 을 위치시켜 천류 증가에

따른 자기장의 중가를 계속 확인하였다.

자기장의 크기가

경우 전류를 고청되게 흐르게 한후 초전도 스위치의

4 tesla

이상이 되는

천열선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여 초전도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 때 초전도 자석파 스위치가 연결되
어 폐회로가 형성되고 영구전류모드가 된다.

supplier

이 후 서서히 외부의

power

의 전류률 감소시켜 0으로 만들었다. 외부 전류가 0 이 되어도 자가장

의 세기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본 시험에서는

139 A

외부 천류 공급에 의해

도달하였다. 계산에 의하면 133A 에서

quench

없이

4.02 Tesla

에

4 tes뻐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

으나 계산보다 높은 전류 값에서 원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얻었다. 이 이유 중의

하나는 초전도 스위치가 자석 코일과 병렬 연결되어 전류의 흐름이 생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초전도 상태 및 명구전류 모드가 된것올 확인 환 후，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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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장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3차훤 방향의 자가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hall π'Obe 를 z 방향으로 이동서키면서 자기장을 측청하였다. 측정결파
그림 4-13 과 같은 중심 축에서의 자기장 균질도 분포를 얻었다. 이 그림에서
보면 5cm 운전공간 내에서의 최대 deviation 값운 약 180 ppm 청도 였으며 2차

급수 전재항에 의한 자기장여

라. 초전도

보청

그 경향융 지배하고 있융을 알 수 있었다.

(패im) 코일파

보청코일

용 초전도 스위치

설계

제작

초전도자석의 중간시험을통해 초전도자석의 권선상태가건천하며

포한 만족할 수 있는 초전도 스위치의 운전 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 측 자기장의 균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청 (빼im) 코일 껄져l 및
제작 그리고 안청도 향상을 위한 선채 첩합 작업을 수행하였다.
초전도 자석의 자기장 보정을 위해 초천도 보청 (shim) 코일을 껄계 제작하였

다.

z 방향 axial shim 코일로 Z, z2 급수항 코일융 껄계 체착하였으며， 반청

방향의 보청 (shim) 코일로 X, Y 급수항 코일을 껄계 제작하였다.
보청 코일의 설계 개념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야 각기 목척으로 하는 보청
급수항에만 명향융 줄 수 있는 특정 보청코일율 만드는 것이다. 만일

이런

보청표일의 껄계 및 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목적한 급수항
이외에도 앵향올 주어 보청이 비선형척으로 이루어진다. 즉 작 급수항이 셔로

de짧l뼈It 한상태가 되어 자기장보정이 매우 어렵거나혹온불가놓 해 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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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The magnetic field deviations measured by hall probe along
the Z-axis in persistent mode of 4.0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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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 형태의 자석에서 자가창올 보청하는 경우 x 방향 및 y 방향의

자기장의 변확는 상대척으로 척으므로 Z방향에 대한 자장 균질도만올 해석하
는 것으로 천공간의 자기장 균질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기장 분포를 catesian

좌표계로 변환하는 경우 식 4-1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은 때rtesian 좌표
계에서 자기장이 어 떻게 분포되고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 이
다.- [66]

Bz=A~+2Ag+3A~ x+3B~ y+(312)Ag(2z 2-x2- y 2)
+12A~ zx+12B~ zy+15A~(x2-y2);'30B~ 깡

·

(4-15)

위의 전개식의 각 항들은 서로 독립척이다. 따라서 자가창를 보청하기 위해
해당 급수항올 갖는 코일을 제작하여 보쩡하는 경우 목적하는 급수항에 대하
여 영향을 미치고 다른 급수항에 대해서는 영향융주지 않는다. 이것이 차기장
보청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1) 축방향 자기장 보청
촉방향 보정 코일로 z 와 2z2-x2.y2 항의 보청을 생각 할 수 있다.
이 자기장 보쩡올 위해 z촉에 촉대청 보빈이 사용된다. 그립 4- 14 와 같온 좌표
계에서 임의의 축대칭 권선에 대한 축방향 자기창의 세기는 다읍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BZ< π8) =-Il oi 피熟 효

κ~

(L)n-1PA(cosd)Pn(cos8)

c

- 137 -

(446)

。싫역찮j I

Fig. 4-14. Coordinates for computation of the field expansion produced
by a circular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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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Shim coils to canel the 없ial first and second order t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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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z 급수향 보청
z 급수향 보청 코일올 사용하여 2A20

Z

항만율 보청 할 수 있다.

z 항 보청 코일은 다른 전개 급수항에 명향율 주지 않도록 껄계 제작되어야
합은 물론이다. z항 보청코일은 그림

에서 보듯이 2개의 권션을 z=o 인 면에

대하여 대칭으로 위치시키며，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도록 권션 방향율
다르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짝수 급수향은 0 이흰다. 또한 중심에서의

z 방향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3차 급수항이 0 가 되도룩하여야 한다.
즉 P4 ’ (cos a. )=0 의 해를 구하면 <1 =49°1 이되며 그때 자기장용 식 4-16 으로
계산 할 수 있다. 여기서 P ’ 는 Legendre fimction 의 d하ivative 를 나타댄다.

(나)

축방향 2차 급수항 보청

다른 급수항에는 명향을 주지 않고

촉방향 2차 급수항인

3A30[Z2-1/2(x -l)]을 제거시킬 수 있는코일을 껄계 제조해야 한다. 형태는 그렴
2

4-15

와 같여

2개의 서로 다른 천류 방향을 가진 코알이

대칭으로위치한형태이다.

z=O

단변에 대해

각부분코일의 위치는 4차급수향이 0 여 되도록

하는 조건에서 계산된다. 즉 다음과 같은 조건 식으로 부터

<12=

73°4, a2 ’ =40°1

을 얻올 수 있다.

PS( COS (1 2) =PS( COStt2) =0

(2)

(4- 1η

반경방향 보정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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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방향의 보정 코일로 재거할 수 있는 급수항은 3A2Ix, 3B2Iy,
12A/zx 그리고 12~lzy 항이다. 이틀 보청 코일의 형태는 실린더 혐태로 초전
도 솔레노이드 밖에 위치한다. 그립 4-16과 같이 원주 방향의 호 (arc) 형태의

권선이 z=O 면에 존재하는 경우 z 방향 의 자기장율 구하면 다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66]

r +B

B z =- μo 「:- |
앙샤

J-B

(가)

(xcosa +vsina -a)da
, ,
3/2
[xι +y6+ Z +a ι - 2D( xcosa +ysina)] ’ ‘

,

。

ι

(4-l8)

반경 방향 1 차 급수항 보청 코일

1
이 보정 코일은 A21x, gly 항올 체거할 수 있는 코알이다. A2 X
항의 보청은 다음과 같은 초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

a2B z
iJ x iJ y

a3B z
iJ xay2

(4-19)

a3B z

-

axaz 2

a3B

:z

‘-줌-=0

ax

2차 미분값들은 2개의 대칭 권선율 +zo, -7.0에 위치시킴으로써 제거할 수 있고
3차 미분항은

8 = nβ

로하고 arcs 를

+ 7.0=0.388, 2.56a

에 위치 시킴으로써

제거할수 있다.Oz 축에 평행인선들은 z 항률에는아무런 명향을주지 않는다.

실체 셜계및 제조과정중 차석의 길이가 짧아 7.0= 2.5 6a 의 값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3차 미분향올고려하지 않고 계산을하기도하는

데 이 경우 7.0; + 0.4a ,7.o = + 1.64a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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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 항은 x 항 보청코일과

/

/

----

\

x

、

\‘

/
-、、

/‘--

N
/f

jη

Fig. 4-16. Coordinates for computation of the field expansion of
a circular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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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코일올 90° 만큼 회전 °1 동 시킴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계 제작된 보청쿄일율 조립 및 껄치하고 전류의 양을 조철하여 ·
원하는 자기장 균질도를 얻올 수 었다.

(3) 축방향 보정 코일 제작

z 빛

Z2

항 보청쿄일올 권선하기 위한 bobbin 은 그림 4-17 과 칼다.

z 와 Z2올 G앉P로 가공한 원통 모양의 bobbin 에 감게되는데 감는 방법은 주
쿄일 권선 작업과유사하다. 단지 권선 작업올수행하면서 전류의 방향율고려
하여 bobbin 올좌우의 방향을바꾸어 권선해야한다. 주코일에서도마찬가지

로코일 권선시 주의해야 할점은션과선사여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선재가
지나는 groove 를 세심하게 설계 제작하는 것이다. groove 안의 션재는 re의n

으로 굳혀 운천 중 옴직이자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션 작업이 블난 후 O.Smm

구리 선으로 bandage 작업올 수행하였다.

각 급수항마다 초천도 스위치를

성치하여야만 전체 자석 시스댐의 안청도를 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항의
코일을 제작하기전 머리 초전도 스위치를 권선 제작하고 연결하여 계속 보청
코일을 권선하였다. 이와 같이 다소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휴는 되도록
초전도 선재 첩합 위치의 갯수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권선 및 초전도

스위치가 장착된 z 항 코일용 주 코얼 바깥쪽에 끼워진다.

(4) 반경 방향 보챙 코일 제작
반경 방향 보정 코일의 경우 그 형태는 솔해노이드와는 다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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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A z directional shim bobbin which has z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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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enns.

4-18과 같은 race뾰.ck 형태의 권선 방법으로 제착한다.

0.5mm 의 앓은 GFRP

판위에 초전도 선채를 4각형 모양의 racetrack 으로 깔아 reSIn 으로 고청시킨다.
이 방법은 권선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립

4-18과 같은 임시 bobbin 올 만들어

권선한다. 이 때 권선 충 절연충은 두지 않으며 계속 뼈in 이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 환전히 굳힌 후 엄시 보빈올 체거한다.

이때 선채 lead 가 입시 bobbin

에 불지 않도록주의해야하며 필요한경우 grease 를 벌라 해체가쉽도록한다.
그림 4-19 는 x 항 보정 코일이다 .y 항 코일은 x 향 보정코일과 동일 하게

채조 한다. 역시 보정 코일율 감기 전 각각의 보청 코일에 대해서 초전도 스뤼 켜
는 미리 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조된 보청 코일은

바깥쪽에 나사로 고청된다.

그림 4-20 은

z 방향 보청 코일 보빈

z 촉 보청코일 그리고 반경 방향

보청쿄일이 조합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빈 위쪽에 각각의 보청
코일에 대한 초천도 스위치가 보인다.

마. 초전도 선재 첩합

초전도 자석 시스댐의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안청도는 명구천류모드

를 만픔으로써 얼올 수 있다. 그러나 선재와 선재간의 첩합부의 처항이 커지는

경우그부위에서 발열하게되며 따라서 에너지 손실에 의혜자 71 장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전도 션재간의 미소 쳐항 첩합이 필요하다.

초전도스위치를 사용하면 명구전류 모드(홈irs업빼tm여e)로 운천 가능한 시

스탬올 만들수 었으며， 한번 전휴를 여기시키는 경우그후 천원이 필요 없으며

안청한 차계 (1 시간당 자계 변화율 0.0001% 이하}를 반명구척으로 유지할 수
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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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x-term shim coils are wound with tempor，없y futures.

- 145 -

Fig. 4-19. x-tenn shim coils are wound with a superconducting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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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Assembled magnet coil with shim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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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첩합은자석 철계치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기계척， 전기척， 열척 제한조건에

부용하여야 한다. 첩합부의 전기척 저항온 전력손실율 가놓한 한 줄얼 수 있어
야하고， 여러 온도에서의 열 하중에서도충분한기계척 강도를유지할수있어

야 한다. 젤계전류에서 접합저항으로 인하여

발생된 높은 얼하중용 과도환

냉각을요구하거나혹온상전도상태로천여하는시발점이 되어 결국자석천체
에 헨칭 (quenching)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초전도 첩 합부위는 원래 초전도체
만큼의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하는데， 만약 첩합부에서 기계적 손상이

발생한다면 자석코일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초전도 접
합의 셀계와 방법은 자석시스댐에서 요구되는 전기척져항 수준파 초전도 션재

의 종류 및 형태둥에 밀첩하게 의존된다. [64 ,65]

(1) 전기적 특성 평가
초전도선의 첩합부에 요구되는 천기쩍 륙성온 자계중에 션재의 임
계 전류 이하의 근첩한 전류값이 되도록 직류쳐항이 낮아야 한다. 첩합부붐을
포함하는 초전도자석 전체는 액체헬륨 옴도인

4.2K

이하로 냉각된다. 그 경우

접합부에 직류저항이 발생하고 그 열객 문제가 액체헬륨의 냉각농혁보다 커지

면 첩합부분의 온도가 상송하고， 초전도션이 상전도 상태로 천아되는 원인이 、
된다.

핵 융합 장치에 사용되는 초전도자석의 정우 접합부의 냉각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l000A 의 통전전류에 때한 전압강하는 첩속부 1 개당 Z때 이하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 경우의 저항치 2xl0-9 g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납햄의
경우 수 m의 중첩 부분이 필요하다. 또 특수한 용도로 명구천류 모드로 운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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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높은자계안청성을요구하는 MRI용초전도차석에 대해서는 명구천류의
감쇠 (attenuation)가 문제가 된다.

영구전류의 감쇠는 자석에 촉척된 자기에너

지를 직류저항 손실 열로 변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강쇠 시정수(time
cons쩌nt

r

of attenuation) , r

= L

는

I R

(5-20)

로 표시된다.L온 자석의 인덕련스(inductance)， R용 첩합저항이다.

이 식에서 MRI용 초전도 자석에 요구되는 자계안청성올 달성하기 위해서는

첩합부의 쩌항치가 10.12 Q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10- 12 Q 의 저항치는

햄납첩합에 의해 달성하기는 어렵다. [64 ,65]

선재첩합에 사용된 방법은 파이프 프레싱 방법으로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구려 슬리 이브 대산에 선재와 통일한 초전도 NbTi 솔리 이브릅 사용하므로써，
선재 필라멘트들사이에서 발생활수있는불확실환첩합을초천도

슬리여브가

재차보중하여 주는방법여다. 프레싱 작업에서 2차의 가압과쟁을통하여 에청
시 질산용액속에 각 세심 필라멘트들의 표면에 존재하는 ~동의 산확물 피
막을 제거하고 보다 충분한 첩합을 휴도할 수 있었다.

(2) 첩합 방법
첩합부의 솔리어브(sleeve)로사용하는NbTi 초전도육각봉율 길이

20mm로 자른 후 선재의 초전도 단면척의 2배 크끼로 드릴가공으로 구멍융
가공한다.구멍가공이 끝난육각슬리이브는드릴가공사 철삭유둥애 의한오일

올 제거하기 위해 아세톤 용액에서 세척하여 보관하였다. NbTi 초천도 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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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안정확 구리를 원활히 녹여내기 위해 선재 양끝단(첩합할 부분)의 약

30

nun 에 대해 sand paper로 선재외피의 코팅을 벗겨낸다. 국팅을 벗겨낸 상부

5mm를 solOO히ng하여 이후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선재의 옴직 임을 방지환다.

Soldering 착업 후 알롤용액으로 깨끗히 닦아내었다.

NbTi 초전도 션채의

외피 구리가지를 녹여내기 위해 야래와 같은 용액비로 용액을 만든 다음 시편
을 질산용액에 약 20-30분간 담구어 구려를 녹여내어 세심 필라멘트를여 완전
히 나타나도록 하였다.

20 ml HN03 + 10 ml H20
세심 필라멘트들이 완전하 나타나면 중류수(p따e water)에 담구어 산용액율
째긋이 씻어낸다.

이때 녹여 낼 선재킬이는 sold려ng 한 부분이 닿지 않는

약 20mm청도를녹여낸다. 질산용액에서 녹여진 제심필라멘트와구멍가공된

육각솔리이브에 대해 산확몰(oxide)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용액비로
준비된 용액속에서 cl않퍼ng 하였다.

8 ml HN03(l, 4) + 24 ml HF(40%)
이때 즉시반용(3-5초청도)이 일어나므로 바로 끄집어 내어 각 세심필라땐트률
이 밝은색올 띄는지 확인한 후， 중류수속에 즉시 담구어 산용액을 수초간에

걸쳐 세척한 다음 알롤 용액속에 담구어 둔다.
째끗히 세척된각제심 필라멘트의 양끝단을한두바퀴 청도감은후슬라

이브 속으로 가볍게 벌어 넣은후 유압프레스로

5톤의 가압력을 척용하여

nio하urn 솔리아브를 1 차 프레싱 첩합한다. 1 차 프페싱작업 이후 선채플단부위

에 가압지그(prl않sing 福)를 사용하여 2톤의 가압력으로 2차 프레싱 작업을 실시

하여 그립 4-21 같은 컵합부를 얻었다.

‘

2차 프레싱의 작업목척은 산용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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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1. A Superconducting wire j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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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용된 각셰심 필라맨트표면위의 Nb~풍의 산확피막올제거하고 션채간충
분한 접합을 유도하기 위해 척용하였다.

바. 코일의 최종 평가 시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코일 및 보청코일 그리고 스위치 및

각 선재 접합부를 초전도 첩합한 후 차석 코일의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다.
초전도 스위치논 주 코일용 I 개， 보청코일용 4개 모두 5개로 이루져 있으며，
이들 스위치 히터용

가

power supplier

5

c뼈뼈와 준비되었으며， 보청 코월에

전류룰 공급하기위해 역시

4 channel power supplier

에 스위치 및 보청코알용

power supplier

가 준비되었다.

그립

4-22

를 볼 수 었다.

최종 평가 시험은 중간 평가 시험과 거의 휴사하게 진행되었다.

단지 중간

시험에 사용된 hall probe 는 10ppm 의 껄계 요구치를확인 할수 있는챙밀도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 요구치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NMRprobe 와 같온 청밀한

측청 센서가 필요하다.

이 NMRprobe 는 상온에서 운전되어야 하므로 내부가

상온인 6.4 ern 내겸의 warm bore inserted 저온조를 사용하였다. 측청시 NMR

probe 가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질소가스를 계촉 공급하였다. 사용된

NMR probe 및 측청 장비는 위탁과제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순철 박사팀이
체작하였으며， 그 sen영tivity 는 0.3 PPl 청도였다.
그림

4-23

에 보이는 코일들의 조합체가 최종시험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이

다. 그림에서 보듯이 자석의 윗쪽 프랜지에는 초전도 스위치 빛 초전도 션채
접합부를고청하기 위한 sσip 들을볼수 있으며 스위치 및 보청코일에 천류를

공급하기위한 tab 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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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A multi-channel power supplier for superconducting switchs
and shim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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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Assembled

rna밍let

system for the second opera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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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자석의 주 코일올 앵구 전류 모드로 만든 후，

probe 로 측정하여 그 경향을 조사한다.

z 축융 따라 NMR

또한 각각의 보정코일플에 대해 차례

로 여기시킨 후 전류 증가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 조사하였다.

여기샤

얻은 자료는 측쩡된 자기장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전류를 보청코일에 훌려야
원하는 양만큼의 자기장올 보청시킬 수 있올지를 가늠하계 된다. 그립 4-24 에

보이는 z 항 보청코일의 경우 자기장 분포는 완전히 선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림 4-25 에셔 보듯이

Z2

항 보청코일의 경우 2차 함수의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경이 17

rnm 언 지그를 만든 후 그위치에 NMR

probe 올 위치사킨 후 지그를 회전시키면서 원주 방향의 자기장의 분포를 조사
하였다.

그림 4-26 과 같야 선행적인 기울기를 같는 자기장의 분포를 얻을

수 있었으며， x 항과 y 항 보정 코일이 거의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자료는 x 및 y 방향의 보쩡 코일의 자기장을 선돼 즉 전류양올
선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림 4-27 및 4-28 에 보아는 자기장 deviation 은 각 보청 코일의 전류값이

z= 4.3A, z2 =3.7A , x=- L82A, y=-0.37A 로 보정된 경우 얻은 측정 결과의 값이다.
이 공간내의 여러 부분에서 측정한 결파 z=2.5cm, r= 1. 7crn 위치에서 최대 30

ppm 정도의 자기장 균질도를 얻었다. 이 값은 초기의 사양 값에는 못 며치고
있으나 사양이 상온 보정코알 ( room temp하aturε 해im coil) 율 사용하는 경우에

서 얻어진 값이므로 이 차이는 보청이 가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27

에 보이는자기장 deviation 형태는 3차급수항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

며， 이는 설계된 초전도 보정 쿄일로는 보청이 불가농하고 높은급수 전개항올
갖는 상온 보정 쿄일로 보청이 가농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상온 보청
코일은 P하manent 저온조가 제작되고 자석 시스탬파 조립된 후에 가능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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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묘로 이번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시간에 따른 자기의 안정도를 측청하였다. 시갇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그립 4-28 과 같이 지수합수처 럽 감소하고 있음올 알 수 있었다. 우선 자기장이
청상상태에 도달한 후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차기장이

청상상태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은 대략 10 시깐 청도 였으며 이 후 5 시간청도
자기장을 측챙한 결과 거의 자기장의 변확가 없었다. 따라서 사양에서 제시한

0 .1 빼tn/ hour 의 안청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여것은 초전도 선채
첩합이 만족하게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청밀 초전도자석은 bore가충분히 크면서 높은자기장율가져야하며，자석
의 안청도향상을위해 명구전류모드스위치 빛 미소처항초전도선채 캡합기

술을 가져야 하고， 균둥환 자기장의 분포를 얻기위해 자장해석 기술 및 보갱

코일셜계 및 제작기술이 확보되어야한다. 청밀초전도자석융껄계 체조하연
으며， 중간 시험을 통해 코일 평가에서는 139A 외부 전류 공급에 의해 댄lench
없이 4.01 Tesla 에 도달하였다. 초전도 상태 빛 명구전류 모드가 된것을 확인
한 후， 자석의 자치장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3차원 방향의 자기장을 동시에

측청할 수 있는 밟11 probe 를 z 방향으로 이풍시키면서 차기장올 측청한 결과

5cm 운전공간 내에서의 최대 deviation 값운 약 180 ppm 청도 였으며 2차 급수
전개항에 의한 자기장이

그 경향율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장의 균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청 (빼im) 코일 셜계 및 제작 그리고
안정도 향상을 위한 선재 첩합 작업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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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자석 평가시험에서

자기장

4.3A, z2 =3.7A, x=- 1.82A, y= -Q .37A

deviation

은 각 보청 코일의 천류값어

로 보청된 청우

I 야pm 이하의 균질도를 얻올 수있었으나，

z

z=

촉을 따라 5cm 길이에서

z=2.5cm, r=1. 7cm

위치에서 최대

30ppm 청도의 자기장 균질도를 얻었다. 높은 급수 천개항을 갖는 상온 보청
코일로 보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5 시간청도 자가장을 측청한 컬과

거의 자기장의 변확가 없었으며 사양에서 제서한 0.1 뺑rn/ hour 의 안청도를

충분히 만족하논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초전도 션채 첩합이 만족하게 이루
어 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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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산확물껴l 초전도 재료의 웅용올 위하여 초전도재료 합성 및 반용거구， 선
재가공 및 용용기술 그리고 초전도자석 제조기술 둥에 관하여 연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Y-Ba-Cu-O 초전도체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제 2 상 물질첨가 효과를 알아
보고차 Y- Ba-Cu-O 분말에 중량비로 5% Ce02 를 캠가하여 소결 및 용융공청으

로 시료를 제작후 미셰조칙을 판찰하였다. 챔가된 Ce02 는 약930 "C 부근에서
초전도상과 반용하여 BaCe03를 생성하며， 반웅의 결파로 Y2BaCU03 와 CuO 가
생성휠다. Ce02 첨가는 액상공청후 초전도상에 포획되는 2-1-1 입자를 침상형
으로 마세화 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산소함량이 걸핍되도록 제조한

1-2-3

domain 에 대하여 자화곡선을 조사한

결과 77K 와 60K 에서 자장이 증가함에 따라제 2 차 peak가 나타나는 비정상적
인 자확특성이 관찰되었다.

버청상자화특성은 77K에서는 약 lT， 60K에서는

그 이상의 자장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는 산소공공과 자장간의 상호작용에 따
른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 결과는 고차장용 bulk 형 Y-Ba -Cu-O 초전도체 체조

에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다.
고온초전도체 가운데 공기중에서의 안정성이 높아 대기 중에 노출되기

쉬운 선재로 용용될 가능성여 높온 A gJBSCCO 복합선재에 대해 연구하였다.
Ag/BSCCO의 제조공정언 냉간가공 빛 열처리 중에 수반되는 입자의 거동
변화를 살펴본 바 입자의 파쇄는 I 톤 청도의 압력에서 일어났으며， 3톤의 압력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업자가 파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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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처리에 의한 입자의 회복파정융

다룬 입자률 잠식하며 성장하는 일반 입자성장과 함쩨 비슷한 방위률 갖는
입자사여의 입자합체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Etching , pre빼g， 뻐n빼ng 공정

올 통한 Ag/B SCCO 첩합올 제작한 결과 첩합하지 않은 본래의 선재에 비해
임계전류( critical current )가 80% 에 달하는 첩합기술을 개발하였다.
Powder-in-tube법의 단접올 해결한 powder-in-powder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은합금올분말야금으로쉽게 만들수있올뿔아니라분말의 충친압

력올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폭이 넓은 시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잇첨이 있다.
분말법올 이용해 제조한초전도판재의 경우가공이 용이하여 산화불에서 비교
척 가공이 어렴운 H자 모양의 앓은 판을 제조활 수 있었으며， 포한 자기차폐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40x50 mm 크기의 tile을 제조하였다. 초전도해 tile의 자기
2

차빼 효율은 0.3 ga따S에서 약 200으로 측정되었다.

내화분말의 연속체척인 성질올 이용하여 장선의 다충선재를 열간객
충 첩합하는 방법올 개발하였고，

01

방법은 팬케이크형 코일 φancake c이1)율

제조하는데 활용 가농할 것으로 생각된다.

AgfBS CCO 초전도체를 이용한

용용연구의 일환으로 60Am뿔re 의 전류를 통전할 수 있는 current lead의 사제
품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함쩨 개발된 초전도 션재를 이용하는 기술로서 초전도
자석의 셀계 제작기술개발에 판한 연구졸 수행하였다.

러시아의 쿠르차토프연

구소의 기술협력올통하여 초전도자석중에서 현재 가장용용성이 큰 MRI용초전
도자석을 껄계제작하여 초전도 자석의 제작에 필요한 자장젤계， 코일 권선 및
초립， 자기장 보청， 선채 접합， 코일보호회로， 앵구전류모드 스위치동의 단위기술

올 확보하였고 자석의 특성평가기술을 확립하였다.

NbTi 선재를 이용하여

5개의 section 으로 이루어친 주 코일을 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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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실험 결과 139 A 에서 4.02 T 의 자기장이 발생하였으며， 5 em dsv 에서 180

ppm 의불균질도를나타내었다.

자기장균질도를향상시키기위해

향 해1m 코일올 제작 조립하였으며

4개의급수

shim 코일 부착 후 차기장 균질도는 중심

축 길이 방향으로 Scm 내에서 10ppm 이하의 균질도를 보였다. 자기장의 안청도
는 O.lppmjhr 이하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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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etic hysteresis charactenstlcs and the microstructure related to oxygen diffuSIOn were In vestigated for the melt-textured
Y -Ba-Cu-O domain with/without BaCe03 addition. For appropriate oxygenatIOn time, an anomaly, wh1ch seems to be due to

the flux pinning by oxygen defic1ency, 1S observed at an intermediate magnetic field ofthe magnetizatIOn curves. The magmtude
ofthe anomaly was remarkably reduced with increasing oxygenation time in the BaCe03 added domain but shll remained in the
undoped 1-2-3 domam in spite of a prolonged oxygenation time. A microstructural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domain with
fine BaCe03 dispersIOn was more eas Il y transformed mto the orthorhombIc phase than the undoped 1-2-3 domam. We discussed
the 、ranat lO n of the magnetization characteristics in relatIOn with the mIcrostructure concerning oxygen diffUSion.

1. Introduc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second-phase addition in a high-π superconductor, e.g. Y2BaJCU\OS (21-1 phase) in Y一Ba-Cu-O oxide, provides beneficial
effects i.e. , it:
( 1 ) improves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c ) as a resuIt ofthe formation ofpossible flux pinning sites such
as themtenacebetween YJBa2CU307_y (1-2-3 phase)
and 2-1-1 particles [1-3] or the microstructural defects near 2-1-1 particles [4] ,
(2) allows the formation of homogeneous microstructure to occur by removing the remnant liquid
phase due to incomplete peritectic reaction [5 ,6] ,
(3) increases fracture toughness by the dispersion of
2-1-1 particlesin a 1-2-3 matrix [7}, ’
• Corresponding author.

( 4) suppresses the formation of microcracks induced by the tetragonal-to-orthorhombic phase transItion or thermal cooling from the sintering temperature [5 ,6] , and
(5) enhances oxygen diffusion into the supercondueting body when the sample was annealed in oxygen atmosphere [1 ].
The characteristics of a textured 1-2-3 domain
which is prepared by melt-texture processing is similar to single-crystalline Y-Ba-Cu-O except for the
presence of mIcrostructural defects such as Ba-Cuo liquid located at low-angle grain boundaries and
the dispersion of 2-1-1 [8-10]. Because there is no
eft농cttve diffusion path in the textured domain , it is
expected that the oxygen diffusion into the interior
ofthe domain is quite difficul t. In our previous studies , it was found that plate boundaries near trapped
2-1-1 particles [6] and microcracks [11 ] formed by

0921·4534/94/$07.00 © 1994 ElsevIer SCience B.V. AU nghts reserved
SSDl 0921·4534 (94 )0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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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ase change or thermal shock offered dIffusion
paths. The amount of dIffusion paths in the textured
matrix is very small compared to polycrystalline YBa-Cu-O where hIgh-angle grain boundanes and the
open poroSity act as diffusion paths [12 ,13}. The lack
of an oxygen diffusion path makes it difficult to est)mate the optimum oxygenation tune for the meltprocessed samples.
It was reported that the oxygen-deficient single 12-3 crystal showed an anomaly in the magnetic hysteresis curve, the so-called fish-tail which is characterized by a secondary peak at an intermediate magnetIc field {14]. The anomaly in the hysteresis curve
was reported to be attributed to field-induced flux
pinning at the oxygen vacancy sites. This phenomenon was also observed in the melt-powder-melt-processed sample where different amounts of 2-1-1 were
externally added with the aim to mcrease Ie [ 15 , 16].
The anomaly in the undoped sample was relatively
large as compared to the 2-1-1 doped samples. It 10dicates that the second-phase addition enhanced the
oxygen diffusIon mto the interior of the melt-textured domain. However, no systematic study of the
related microstructure on oxygen diffusion has been
carried out in melt-processed Y-Ba-Cu-O wIth/
without second-phase additIon.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the magnetizatlO n-hysteresis characteristics
and the melt-textured microstructure with secondphase addition. 뀌어 chose BaCe03 as an addItive because it was reported to be dispersed in the 1-2-3 matrix without serious degradation of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the Y- Ba-Cu-O oxide [17 , 18]. We
present our magne tI zation and microstructural resuIts obtained from melt-textured Y-Ba-Cu-O with/
without BaCe03 additlOn.

2. Experimental
The 1-2-3 powder used in thIS experiment was a
commercially available product supplied by SSC, Inc.
The particle size ofthe 1-2-3 powder was stated to be
2-5 μm. The 1-2-3 powder was mIXed with BaCeO)
powder which was prepared from a mixture of Ce02
and BaCO) powder at 950°C in aI r. The 2-1-1 powder was prepared by the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method ofY203' BaCO) and Cu I) (99.9% pu-

rity). The powder mixture of2-1-1 composition was
calcined at 940°C for 24 h in air and then air-cooled.
The 1-2-3 powder was mixed with an appropriate
amount of RaCeO) or 2-1-1 powder. The powder
mixtures were blended 10 an alumina mortar with a
pestle and then umaxIally pressed mto pellets usmg a
steel mold. The pellets were sintered at 940 °C for 5
h in air and then au-cooled. The siniered pellets were
placed on a (00 I) MgO single-crystal substrate and
heated rapidly to 1040°C where the 1-2-3 phase IS
decomposed to 2-1-1 and Ba-Cu-O liquid phase , held
forO.5 h, cooled to 10100C at a rate of 40°C/h , cooled
again to 980°C at 1°C/h and then air-cooled. During
the slow cooling state large 1-2-3 domains were
formed by th~ pentectic reaction of 2-1-1 and the IIqUl d. The melt-textured samples were crushed in an
alumina mortar so as to get single-crystalline 1-2-3
domains. The domains were annealed 10 flowing oxygen 2t 450°C for various umes up to 20 days to 10veshgate oxygen diffusion into the domains. The
magnetizatI on curve was obtained from the singlecrystalline domain at 77 K and up to 2 T by using a
vibration sample magnetometer. The microstructure
of melt-textured domains was investigated for an
po lI shed/etched surface by an optical polarized
mIcroscopy.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I shows the magnetization curves at 77 K for
an applied magnetic field (H) of an undoped 1-2-3
domain. The single-crystalline domam was obtained
by crushing the melt-textured Y-Ba-Cu-O sample.
The domain was annealed In flowing oxygen at 450°C
for 72 h. The magnetizat iO n was estimated for three
different magnetic fields , H parallel to the c-axis , H
wIth 45 ° to the c-axis and H perpendicular to the caxis. It can be seen that the magmtude ofthe magnetIzation difference ~ [ =M- ( -M)] increased with
increasing magnetic field up to 1 T for both the magnetic field H parallel to the c-axis and H with 45 0 angle to the c-axis. For the magnetic field H perpendicular to the c-axis, meanwhile, ~ decreased
monotonically with increasing magnetic field. The
increase III LiM with increasing magnetic field was reported in an oxygen deficient single 1-2-3 crystal
grown from Cu-O flux [14]. Daeumling et a1.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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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d that this anomaly be attributed to flux pinning
due to oxygen deficiency.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oxygen diffusion into the defect-free 1-2-3 crystal was
very diffI cult. The observed anomaly in our study also
appears to be caused by the oxygen deficiency because the applied annealing time (72 h) is not enough
for full oxygenation. Furthermore, it is noticeable that
at a constant magnetic field the magnitude of ~
varied with the field direction: maximum for H parallel to the c-axis and minimum for H perpendicular
to the c-axis. It was reported that a defect such as a
stacking fault acts as a flux pinmng site when H is
perpendIcular to the c-axis [ 17]. Its contribution factor on flux pinning was negligible for the magnetic
field H parallel to the c-axis. This may be due to the
directionality of the faults in a crystal lattice. It has
been reported that oxygen atoms are arranged with a
preferred orientation of the a- or b-axis on the onedimensIOnal Cu-O cham which is located between a
Ba-O and Y-0 layer [20]. Thus the variation of the
magnitude of ~ with field direction appears to be
due to the directional arrangement of the oxygen
vacancy.
The magnetization-hysteresis characteristics ofthe
undoped 1-2-3 and the domains with BaCe03 addition were compared for an applied field H parallel to
the c-axis, because the anomaly was remarkable for
this direction. Fig. 2 shows the magnetization curve
measured at 77 K for a textured 1-2-3 domain with
(l) no addition , (2) 5 wt.% BaCe0 3 addition and

at 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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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agnetization-hysteresIs curve measured at 77 K of
melt-textured 1-2-3 domain with (a) no addition , (b) 5 wt.%
BaCeO) addition and (c) I5 wt. % BaCeO) addition. The domams were annealed In flowing oxygen at 45QOC for 72 h.
( 3) 15 wt. %BaCe03 addition. The domains were annealed in flowing oxygen at 450°C for 72 h. It can be
seen in Fig. 2 (a) that the magnitude AM of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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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ed sample Increased with mcreasing magnetic
field and reached a peak value near I T. The value of
11M at I T is simIlar to that at 0 T. This IS comparable
to that reported m single 1-2-3 crystal m which a second peak was observed at 4.5 Tat 70 K and ItS magmtude was twice that of the zero-field peak I 14] . This
seems to be due to a difference in oxygen content in
the crystals and the different measured temperature.
AS seen 10 Fig. 2( b) , the overall shape ofthe magnetIzation curve of the 5 wt.% BaCeO) added sample is
qUite similarto that ofthe undoped 1-2-3 sample. The
anomalous peak is also observed at an mtermediate
magnetic field of 1 T. In the case of 15 wt.% BaCeO)
addition , on the other hand , a stagnated plateau IS
observed m the magnetization instead of the second
peak and the value of liM at I T is much smaller than
that at 0 T. Furthermore , the magnitude of 11M at I
T is much smaller compared to that of the undoped
1-2-3 domain.
In order to further confirm the magnetizatI on variation with oxygenatIOn time , the annea lI ng time was
extended up to 20 days. Fig. 3 shows the magnetization curve of a melt-textured 1-2-3 domain with (I)
no addition annealed in flowmg oxygen at 450°C for
408 h and wIth (2) 15 wt.% BaCeO) addition annealed for 240 h. It can be seen in the undoped 1-2-3
domain that the second peak is still observed at an
intermediate magnetic field of 1 T even after the prolonged oxygenation time of 408 h. There is no remarkable difference III a magnetization curve between sample (a) and the curve obseπedin Fig. 2(a).
This indicates that oxygen diffusion was very dlfficult III the domam without second-phase additIOn.
Meanwhile , the anomaly is not observed III a magnetization curve of the domain with BaCeO) addi11on, althou뱅 the oxygenation time (240 h) was
shorter than that of the undoped domain. The magmtude of 11M decreased monotonically with increasing oxygenation time. It was reported that the anomaly was not observed for the textured domam
prepared by liquid-phase processing but was remarkable for a single 1-2-3 crystal gro

-150_L
":2.5 -20 -1.5 -1.0 -05 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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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Tesla)
Fig 3. The magnetization-hysteresIs curve measured at 77 K of
melt-textured 1-2-3 doma In with (a) no additIOn annealed m
flowmg oxygen at 450°C for 408 hand (b) 15 wt.% BaCe03 addltion annealed for 240 h.
H

teristics. As we consider our magnetization results
from the same viewpoint as in the suggestIOn , the disappearance of an anomaly In Fig. 3(c) Indicates that
oxygen diffusIOn was easier in the textured dom~in
wIth RaCeO) addition than in the undoped 1-2-3
domai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xygen-diffusion process into the melt-textured 1-2-3 domain , single-cr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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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optical microstructure of (a) melt-textured 1-2-3 domam With no addItion , (b) high magmficat lOn of the marked clfcle of
(a) , (c) with 20 wt % RaCeO) addltlO n and (d) high magmficat lOn ofthe marked circle of (c) The domams were annealed m air at
450°C for 30 mm after the pentectlc hεat treatment
tively. The microstructures were obtamed from the
vertical section to the c-axis ofthc domains. It can be
seen that oxygεn diffusion into the textured domam
IS qUIte non-uniform. The microstructure of thε undoped 1-2-3 domam IS dIvIded In to bnght reg iO ns
containing twm morphology and dark reg lO ns havIn g
no twinning. Even m the dark region , some bnght
parts are observed along the plate boundanes and
microcracks developed normal to the c-axi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oxygen atoms dIffused more
easily through the microdefects than the lattice ofthe
1-2-3 crystal. On the other hand , It can be seen in the
domam with 20 wt. % BaCe03 that the mIcrostructure contains a lot offine second-phase particles which
were iden tI fied as BaCe03 m our prevIOUS studIes
[ 18 ,19] and some closed pore. As clearly seen In FIg
4(d) , the domain wIth fine BaCe03 dIspersion shows

a homogeneous dIstnbutIOn of the twin morphology
the whole mIcrostructure. This indicates that oxygen atoms werε more umformly dIffused in the domam wIth the disperslO n ofBaCe03 particles than in
the undopεd 1-2-3 domain. For further investigation
ofthe mIcrostructure with second-phase addition , the
single domams were etched in 1% HCl and then examined. FIg 5 shows the etched microstructure of a
1-2-3 domain wIth (1) no addition , (2) 20 wt.% 21-1 addItion and (3) 20 w t. % BaCε0 3 addition. A
few 2-1-1 partI cles are observed in the undoped 1-23 domain whIle a lot of second-phase particles , 2-1-1
and BaCe03' are observed m sample (b) and (c) ,
respectively. It should be noticed that a number of
plate boundaries , whIch wεre proposed to act as an
effectIVe dIffUS lO n path m a melt-textured domain
[6 ], are observed near the second-phase particles. It
In

- 181 -

C.J Kim , P .T. McGmn / Ph}'slca

(a)

~:\.

r

‘,-r

~-

•

( ‘ . --

./

ζ---.-‘·,‘

‘

2

、 r“‘、

j，~‘---->----!.-‘

-‘-‘...

ι~ε~-~.‘-、
‘~ ,

- ‘-_.-

.-mx

•

m
l
u

- .-..
’

.-

1

--“‘J‘--‘~-':、

-

•

‘

-- ’
,

*?A· * - - r

I

•

..r-- 4

?

‘

/c

~~、

.- •

、
-~-

‘

...

、

~

25

μm

C 222 (1 994) 177-183

interface area between second-phase particles and the
1-2-3 matrix and a number of plate boundaries near
the particles might lead oxygen dIffusion into the textured domain more easily. These mIcrostructural resuIts well explam the reason why the anomaly in the
magnetization of the domam with BaCeO) additIOn
disappeared faster compared to the undoped 1-2-3
domam.
When considenng melt-processed Y-Ba-Cu-O
materials for a practical application such as frictionless bearing or the fly wheel system, the oxygenation
time should be controlled in order to obtam a maximum levitation force due to flux pinn 1Og. In the case
of the undoped 1-2-3 sample, insufficIent oxygenation is better than full oxygenation , because it offers
a strong flux pmning force at an intermediate magnetic field due to the oxygen deficiency , as obseπed
10 our study. On the other hand , the optimum oxygenation time for the melt-processed Y-Ba-Cu-O
system with second-phase addition will be determined with the Ir microstructural charactenstics such
as defect densIty and the amount of second phase.
Further work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optlmum
fabricatIOn parameters for melt-processed Y-Ba-Cuo with some modifications m the microstructure.

4. Conclusions

Etchedmlcrostructureofmelt-textured 1-2-3domam with
(a) no additIOn (b) 20 wt.% 2-1-1 addition and (c) 20 wt %
BaCeOl addition. Note the presence of plate boundanes near the
second-phase particles. P denotes poroSIty.
Fig.5

was reported that the plate boundary is a low-angle
type [21 ] and some lI quid phase was observed m the
boundaries [11 ,21 ]. Al though the mechanism of the
oxygen diffusion in the textured domain containing
fine second-phase particles IS not clear, the increased

Magnetic hysteresis charactenstics and the microstructure related to oxygen diffusion were investigated 10 the melt-tex~uredY-Ba-Cu-O domam with/
without BaCe03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domalO with BaCe03 addition revealed a more stabilized magnetic-hysteresis curve than the undoped 12-3 doma1O for a constant oxygenation tI me. In the
case ofthe domain with BaCeO) addition , the anomaly ,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secondary peak at
an intermediate magnetic field , disappeared on extending of the oxygenation time ‘ In the case of the
undoped 1-2-3 domain , however, a second anomalous peak still remamed even after prolonged oxygenation. A microstructural observation showed that the
tetragonal domain containing a number of Ba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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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 and a plate boundary near the second-phase
partIcles was more easily transformed into the orthorhombic phase than the und0ped 1-2-3 domain containing a few second-phase particles. The increased
interface area and plate boundary as a result of BaCe03 addition are thought to act as an effective oxygen-diffusio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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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rapping behaviour of second phase (Y2BaCuO and BaCe0 3) particles was investigated in undoped and BaCe0 3-added YBa-Cu oxide prepared by the melt-texture processmg. The segregation ofsecond phase particles with a typical pattern is observed
in both samples. The Y2BaCuO and BaCe03 particles were trapped in the interior oftextured YBa2CU307_y domains and in
the lI quid phase remained at the hIgh angle gram boundanes where textured YBa2CU307_y domams met. The segregated pattern
varied with a crystallographic onentation of the grown YBa2CU307_y domain. ThIS segregatiOn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growth mechanism ofthe YBa2Cu307_Y domain from the melt ‘

,

2-1-1

1. Introduction
It is well known that microstructural modification
ofY-Ba-Cu oxide is important to obtain high critical current density (Jc ) at high magnetic fields [13]. Melt-processed Y-Ba-Cu-O bulk materials consist oflarge textured YBa2Cu307_Y
domains
where a number of Y2BaCuOs
particles are
trapped as a result of incomplete peritectic reaction.
The current-carrying properties of Y-Ba-Cu-O superconductor are known to be influenced by the size
of the trapped
particles. Murakami et al. [4]
reported that the.ι of a sample with fine
paπ1
des is much hi양ler than that of a sample without 2particles. The authors proposed that the sharp in-

(1-2-3)
(2-1-1)

2-1-1

2-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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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erfaces between the fine
particles and the
3 matrix , which contains no crystal defects, can be
effective flux pinning sites in this material [5 ,6]. According to Wang’s observation [7 J, on the other hand,
stacking faults were found near the trapped
particles. The density of stacking faults , which may
also act as flux pinning sites, varied with the crystal
orientation of the trapped
particle. The intermatrix contains
face parallel to the c axis ofthe
more stacking faults than that normal to the c axi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trol ofthe size, the
trapped orient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s
very important in improving the current-carrying
properties of the Y-Ba-Cu-O system.
One of effective methods in refining th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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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of 2-1-1 IS known to be the addition of second
element such as Pt02 [8 ,9] and Ce02 [ 10, 11 ]. It was
found that 2-1-1 morphology was changed from a
blocky shape in the undoped 1-2-3 to an acicular
shape ofhigh anisotropy in the Pt02- [12] or CeOr
doped samples [ II ]. Al though the mechanism for the
shape change ofthe 2-1-1 particle is not clear, one of
the possIble causes may be the change of the liquid
composition as a result of the possible dissolution of
the additives during the partIal melting stage. At the
peritectic reactIOn stage to form 1-2-3 phase, the acicular 2-1-1 morphology might allow the fast dissoJution of2-1-1 in the liquid. Consequently, the trapped
2-1-1 particles due to incomplete reaction became
finer than the blocky ones. This means that the contr이 ofthe growth morphology and the growth rate of
2-1-1 particle is the key parameter in refining the 21-1 particle size.
Recently, Varanaci and McGinn [12] reported that
in the Pt02-doped Y-Ba-Cu-O , fine 2-1-1 particles
were segregated with a typical trace (e.g. X-type pattern) in the 1-2-3 domain. The pattern ofthe segregated 2-1-1 varied with the sectioned plane of the
grown 1-2-3 domain , indicating that the segregation
has a habit plane in a 1-2-3 crystal. However, it is not
clear if the segregation of second phase particles is a
general problem in melt-textured systems or the
problem limited in the Pt0 2-added system containing finer 2-1-1 particles compared to other melt-textured sy~tems without Pt0 2 addition. Thus , study of
the segregated microstructure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growth mechamsm of 1-2-3 crystal during the melt-texture processing. Moreover, because
the segregation resulted in a non-uniform distribution of 2-1-1 particles in a supeπonducting matrix, it
may lead to local degradation of superconducting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the 2-1-1 free region. Such
a non-uniformity will be a crucial problem to be
solved for the application field such as a superconducting wire system.
This paper is aimed to understand the melt-textured microstructure with second phase particles. We
report our results obtained from the Y-Ba-Cu-O
system with/without BaCeO) addition, especially the
2-1-1 morphology and the segregation behavior of
second phase partIcles in melt-textured domains.

2. Experimental
The 1-2-3 powder used m this experiment was
commercially available product supplied by SSC, Inc.
The partIcle size of 1-2-3 powder was stated to be 25 μm. The 1-2-3 powder was mixed with BaCeO)
powder which was prepared from the calcmation of
Ce02 and BaCO) powder at 950°C m air. The 2-1-1
powder was prepared by the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method ofY20) , BaC0 3 and CuO of99.9%
purity. The powder mIxture of 2-1-1 compositIOn was
calcined at 940 °C for 24 h in air and then air-cool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howed that an
average size of the formed 2-1-1 powder is less than
I μm. The 1-2-3 powder was mixed with an appropriate amount ofBaCe03 and/or 2-1-1 powde r. The
powder mixtures were blended in an alumina mortar
with a pestle and then uniaxially pressed into pellets
in a steel mold. The pellets were sintered at 940°C
for 5 h in air and then aIr-cooled. The sintered pellets
were placed on a (001 ) MgO single crystal substrate
and heated rapidly to 1040°C where 1-2-3 phase is
decomposed to 2-1-1 and Ba-Cu-O liquid phase, held
for 0.5 h , cooled to 10 1O °C at a rate of 40°C/h and
then cooled again to 980°C at 1°C/h. Some of the
samples were quenched in air after isothermal holding at 1040°C for 30 min so as to investigate the morphology of 2-1-1 in the liquid mel t. Phases formed
after calcInation , sintering and melt process were
analyzed by means of powder X‘ ray diffraction
(XRD) using Cu Ka radIation. Microstructure of
sintered and melt-textured samples was mvestigated
for an etched surface 10 1% HCl solution by optical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2. Result and discussion
During holding at above 1010°C which is the peritectic temperature ofthe Y-Ba-Cu-O system, 1-2-3
phase decomposes mto 2-1-1 and Ba-Cu-O liquid
phase. When cooling the mixture of 2-1-1 and the liquid slowly from the peritectic temperature to the 1-23 phase region , 2-1-1 phase is dissolved in the liquid
and 1-2-3 crystals grow from the liquid [13]. At this
stage , some of 2-1-1 particles are generally trapped in
the grown 1-2-3 matnx as a result of the incomplete
peritectic reaction. Thus, characteristics of th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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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 2-1-1 such as partIcle Size and morphology
may govern the trapping behavior of 2-1-1 particles
in the 1-2-3 domai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orphology of the decomposed 2-1-1 formed during the peritectic decomposition stage , a sample with/without Ce02 addition
was quenched in air after holding at 1040°C for 30
min. Fig. 1 shows the SEM micrograph of undoped
1-2-3 (Fig. 1a) and 5 wt% CeOz- added sample (Fig.
1b). It em be seen that the 2-1-1 particles of the undoped sample have a blocky shape with a width of
about 10 μm and a length of 30-50 μm while the particles of the Ce02-added sample have an acicular
s~.ape With a width smaller than a few μm and a length
greater than 50 μm. The anisotropic 2-1-1 morphol-

Fig. I SEM fractographs of (a) undoped 1-2-3 and (b) 5 wt%
Ce02-added sample quenched after holding at 1040 Cfor 30 mm
showmg the change of 2-1-1 morphology as a result of Ce02
addItion
0

ogy in thε Ce02-added sample appears to result from
the rapid growth to the tip directIOn of a crystal and
the retarded growth to the radial direction. This observatIOD. is similar to that reported in the melt-textured Y-Ba-Cu-O with Pt02 addition [12] or in the
melt-powder-me1t-growth processed sample in which
some Pt atoms entered into the Y-Ba-Cu-O body
from a Pt crucible used at the first melt stage [14 ,15].
Izumi et al. [16] proposed that in the Pt0 2-added YBa-Cu-O sample the Pt addition changes the interface energy (chemical potential) between 2-1-1 and
the Ba-Cu-O melt or changes the fluidity of the liquid which controls the mass transfer for growing of
2-1-1. The morphology change of 2-1-1 particles in
the Ce02-added sample means that the grain growth
behavior ofthe decomposed 2-1-1 particle was influenced by the addition of Ce02'
Microstructure of a melt-textured sample with no
addition and 5% BaCe03 addition is shown in Figs.
2a and 2b respectively. It can be seen that 2-1-1 partides were trapped with an X-type pattern in the 1-23 domain. The trapped pattern varied with the sectioned orientation of domains , as reported in Ref.
[ 12]. Some domains contain the segregated pattern
with a linear trace and others with a square trace, indicating that the 2-1-1 particles are trapped in a certain crystallographic plane of the 1-2-3 domain. Another example of the segregation pattern is shown in
Fig. 2b. This pattern is obtained form 5 wt% BaCeOradded sample. The trapped trace contains a
square pattern in the mterior ofthe 1-2-3 domain and
meet at the corners of the domain. The trapped 2·1·
1 particles are finer than those of undoped sample.
Varanaci and McGinn [12] first reported such a segregation in the Pt02-added Y-Ba-Cu-O sample
where fine 2-1-1 particles were trapped. The reported
segregation patterns in their samples are similar to
those observed in our study. In their study, however,
no segregated pattern was obseπed in the undoped
sample where large 2-1-1 particles trapped. They proposed that large 2-1-1 particles ofthe undoped 1-2-3
sample were not easily pushed out ofthe liquid phase
during the formation of 1-2-3 phase, as compared with
the small 2-1-1 particles. However, the segregated
pattern was observed in the undoped sample where
large 2-1-1 particles were trapped , as well as in the
BaCe03-added sample with fine second phase particles. This indicates that the segregation is not a

c. -J KIm et al. / Materials Letters 19 (1 994) 185-191

Fig. 2. Optical polarized nucrostructure of (a) undoped 1-2-3
and (b) 5 wt% BaCeOradded sample after melt texturing showing the typical segregatlon patteπs of second phase particles in
the 1-2-3 domains.
lem concerning the particle size of second phase.
Figs. 3a and 3b show the high-magnification micrographs ofthe trapped particles ofundoped 1-2-3
and 5 wt% BaCe03-added sample respectively. As can
be seen, the 2-1-1 particles in the undoped sample are
very coarse (1 0-20 μm) while the particles in the
BaCe0 3-added sample are finer than those ofthe undoped sample. With the 2-1-1 particles of an acicular
shape, very fine particles of a round shape are observed, which were confirmed as a BaCe03 phase in
our previous studies [ 11 ,17 ]. The acicular shape and
the fine 2-1-1 particles indicate that the morphology
of the decomposed 2-1-1 formed at the peritectic decomposition stage, as clearly shown in Fig. 1b, af-

Fig. 3. High magnificatIOn of (a) undoped 1-2-3 and (b) 2 wt%
BaCe0 3-added sample showmg the differences in particle size and
morphology of 2-1-1.
fected the final size and morphology of the trapped
2-1-1 after melt-texturing.
Another example of particle segregation is shown
in Fig. 4. This microstructure is obtained after melt
texturing ofthe ball-milled 1-2-3 powder with 5 wt OJo
BaCe03 powder for 24 h in acetone. It can be seen
that a number of fine particles are trapped in the liquid phase which is located at the high angle grain
boundary of the aligned 1-2-3 domains. In spite of
the ball m:lling for long time , such a segregation is
always found at all the high angle grain boundaries
where a liquid phase is present. The density of the
trapped particles in the liquid phase is much higher
than in the interior ofthe 1-2-3 domain. The fine partides appear to be pushed out of the 1-2-3 domain
during the growth of 1-2-3 phase. It can be see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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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mIcrostructure showmg the segregation ofsmall particles in the hquld remained at the high angle grain boundary
where two 1-2-3 domains met.
the acicular 2-1-1 particles are not observed in the
liquid phase. Most ofthe trapped particles in the liquid are fine BaCe03 phase. As compared to the large
anisotropic 2-1-1 , the small particles might be easily
pushed out of the growing 1-2-3 domain toward the
liquid.
In order to underst8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behavior of the 1-2-3 domain and the segregation pattern ofthe trapped 2-1-1 partIcles, a growth
shape of the melt-textured domains was examined.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1-2-3 domains is
shown in Fig. 5. This microstructure shows the 1-2-3
domains grown from the mixture ofBa-Cu-O liquid
and 2-1-1- phase. It can be seen that most ofthe 1-23 domains have a pyramidal surface structure and
their shape varied with a growth orientation of a 1-23 domain. The surface morphology ofFig. 5b reveals
an octagonal shape containing the square plateau at
the top of the domain , which is similar to that reported for the (001) plane ofa 1-2-3 crystal [18 ,19].
From the observed surface shape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overall shape of the grown 1-2-3 domain would have a complicated polygonal form. The
edge patterns (X-type pattern) of the grown domains, which varied from a surface to surface, are
similar to the segregation of 2-1-1 of Fig. 2 which
showed various patterns wIth the sectioned plane of
a 1-2-3 domain. Sun et al. [18 ,19] reported that the
growth shape of a 1-2-3 crystal in a Cu-O flux has a
square or a polygonal form [ 18 ,19]. For example, the

FIg. 5. SEM surface micrographs ofthe melt-textured sample with
15 wt% BaCe03 and 30 wt% 2-1-1; (a) domains with different
crys뻐1 onentatlOns and (b) domam With (001) orientation. Note
that the whole crystal consists ofpolygonal surfaces similar to the
trapped mode of the second phase partICle.
surface of (001) plane usually contains stepped DCtagonal spirals [19-21 ] which appear to be grown by
screw dislocation mechanism [19]. It IS not clear
whether the growth mechanism of 1-2-3 domains in
our sample is the same as that of the single crystal in
the Cu-O liquid flux. However, the surface morphology and the crystal shape of a 1-2-3 domain are similar to each other. As clearly observed in Figs. 2 and
3, the second phase particles were trapped in a certain crystallograpic plane of a 1-2-3 domain and the
remnant liquid at the high angle grain boundaries.
From the observed similarity between growth shape
of a 1-2-3 domain and the segregated pattern of 2-11 particles, it can be suggested that during th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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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1-2-3 domain the 2-1-1 particles were pushed out
of the solIdified body to the edges or corners of the
growing domain where the last liquid sohdifies, as
schematically illustrated in Fig. 6 for the a-b plane.
From our experimental results , we can recognize
that the segregation ofthe 2-1-1 during the growth of
the 1-2-3 domain can affect the distribution ofthe 21-1 particles in the 1-2-3 matrix. In the system where
2-1-1 particles were externally added or that prepared from 2-1-1 rich composition such as
Y I 6Ba2 3CU3 30.0 however, it was reported that the
segregation patterns were not found because a lot of
2-1-1 particles trapped in the interior ofthe 1-2-3 domain made it difficult to observe the 2-1-1 segregation [12]. In order to confirm this argument, 1-2-3
powder was mixed with 30 wt% 2-1-1 powder by
means of ball-milling for 24 h in acetone. The long
time ball milling is to remove the 2-1-1 segregation
which can be caused by the non-uniform mixing of
the powder mixture. Through careful investigation of
the microstructure ,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examined microstructures showed a uniform distribution of 2-1-1 particles but the 2-1-1 segregations were
observed in some parts of domains. Fig. 7 shows a
typical pattern of the segregation obseπed in the interior ofthe 1-2-3 domain. It can be seen that the 21-1 free regions are obseπed with the V-type segregation of 2-1-1 particles. Microcracks , which are
known to be an oxygen diffusion path [22 ,23 ], are
observed in the 2-1-1 free regions, but they seem not
to be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2-1-1 free reglOn
because th~ 2-1-1 free regions were observed in the

Melt-textured microstructur~ containing segregation ofsecond phase particles was investigated In undoped and BaCe03-added Y-Ba-Cu oxides. The segregation of second phase panicles with a typical
pattern IS observed In both samples. The Y2BaCuOs
and BaCe0 3 particles were trapped in the interior of
textured YBa2Cu307 _ y domains and in the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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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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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free reglO ns. The 2-1-1 free region and the Vtype segregation in the 2-1-1 added system might also
be formed by the same way as illustrated in Fig. 6.
Even in the melt-powder-melt-growth method which
~nvolves a pulverizing technique for uniform mixi Iig
of a liquid phase and Y203 powder, the segregation
of 2-1-1 particles (or 2-1-1 free region) was easily
found In the mIcrostructures. In spite of the pulverizing of the powder mixture , the 2-1-1 free region is
found in the In terior of the textured domain [15 ,24]
or near other large second phase [24]. This means
that the segregation of the 2-1-1 particles of the meltprocessed Y-Ba-Cu oxides was not caused by improper mixing of the precusor powder prior to the
melt processing. Thus , these segregations appear not
to be removable by means of mechanical mixing
techniques such as ball milhng or pulverizing techniqu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 further stud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growth mechanism of 12-3 domains and trapping mechanism of the 2-1-1
particles during melt texturing.

a
..-흩~

: Growth

direction

뽑

: Trapped 2·1·1 parti터 es

Fig. 6. Schematic drawlOgofthe growth pattern of 1-2-3 domalO and 2-1-1 trapping 10 the a-b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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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ptIcal mICrostructureofmelt-textured 1-2-3 WIth 30wt%
2-1-1 add1tlon showing the V-type segrεgat lOn of 2-1-1 and the 21-1 free regions. P denotes pore.
phase remained at the high angle grain boundaries
where textured YBaZCu307 _ y domains met. The segregated pattern varied with a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ofthe grown YBa2CU307_y domain. The segregation of second phase particles appeared to be
related to the growth mechanism ofthe YBa2Cu307_y
domain.

5. Acknowledgement
The authors wish to acknowledge the partial financial support of this work by the Midwest Superconductivity Consortium (DOE Contract DE-FG0290ER4S427) , USA. One ofthe authors , CJK, wants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Republic of
Korea.

6. References
[1] S. Jin, T.R. Tiefel , R. C. Sherwood, M.E. DavIs, R.B van
Dover, G.W. Kammlott, R.A. Fastnacht and H.D. Keith ,
Appl. Phys. Letters 52 (1988) 2074.

[2] K. Salama, V Selvamanickam, L. Gao and K. Sun, Appl.
Phys. Letters 54 (1989) 2352.
[3] M Murakami , M. Morita, K. 001 and M. Miyamoto, Japan.
J. Appl. Phys. 28 (1989) L1 189.
[4] M. Murakam1, S. Gotoh, N KoshlZuka, S. Tanaka, T.
Matsushita , S. Kambe and K. Kitazawa, Cryogenics 30
(1990) 390.
[5] K. Yamaguchi , M. Murakami , H. F버1moto ， S. Gotoh, T.
。yama ， Y. Shiohara, N. Kosluzuka and S Tanaka, J. Matεr.
Res.6 (1991) 1404.
[6] M. Murakami, K. Yamaguchi, H. FUJimoto , N. Nakamura,
T. Taguchl , N. Koshizuka and S. Tanaka , Cryogenics 32
(1992) 931
[7] Z. L. Wang, A. Goyal and D.M. Kroeger, Phys. Rev B 47
(1993) 5373.
[8] N Ogawa, 1. R1rabayashl and S. Tanaka, Physica C 177
(1991) 10 1.
[9] N. Ogawa, M. Yoshida and I. Hirabayashi, ISTEC J. 4
(1991) 31.
[ 10] N. Ogawa and H. Yoshida , Advan. Supercond. 4 (1991)
455.
[11] c. J. Kim, K. B. K1m, D.Y. Won, H.C Moon, D.S. S따lr， S. H.
Lal and P.J. McGinn, J. Mater. Res. , to be submitted.
[12] C Varanaci and P.J. McGmn, Physlca C 207 (1993) 79.
[13] M.A. Rodriguez, B.-J. Chen and R. Snyder, Physica C 195
(1 992) 185.
[14] M. Murakami , TOyama, H. Fujimoto , S. Gotoh, K.
Yamaguchi , y. Shiohara, N. Koshizuaka and S. Tanaka ,
IEEE Trans. Mag. 27 (1991) 1479.
[15] M. Murakami, Supercond. SCI. Technol. 5 (1992) 185.
[16] T. Izumi, Y. Nakahara , T.-H. Sung and Y. Shiohara, J.
Mater. Res. 7 (1992) 801
[17] c.J. Kim, K. B Kim , G 'w. Hong, D‘ Y. Won, B. H. Ki m , C.T.
KIm, H. C. Moon and D.S. Shur, J. Mater. Res. 7 (1992)
2349.
[18] B N. Sun and H. Schmid, J. Crystal Growth 100 (1990)
297.
(19] B. N Sun , K. N.R. Taylor, B. Hunter, D.N. Matthews, S.
Ashby and K. Sealey, J. Crystal Growth 108 (1991) 473.
[20] A. Goy떠， K.B. Al exander and D.M‘ Kroeger, Physica C 210
(1 993) 197.
[21] A.V. Narhkar, P.K. Dutta , S. B. Samanta and O.N.
Snvastava, J. Crystal Growth 121 (1992) 527.
[22] C.I. Kim , K.B. KIm and D.Y. Won , Mater. Letters 14
(1992) 268.
[23] C.J. KIm, K.B. KIm , I. S. Chang, H. C. Moon and D.S. Suhr,
J. Mater. Res. 8 (1993) 699.
[24] R. M1letlch, M. Murakami, A. PrelSl nger and H. W Weber,
Physlca C 209 (1993) 415.

- 191 -

g빼S1驚鍵f

I3 G .:I
、'lI .:k"

I~'::~

‘)3 ‘’끼)

i、 n‘:‘ellιr ‘끼
、 r!1 야

‘”

Ldl;oo ‘”、

Formation of BaCe03 and its influence on microstructure
of sintered/melt-textured Y - Ba - Cu - 0 oxides
with Ce02 addition
Chan-Joong Kim , KI-8alk KIm , and Dong- Yeon 、，Van
S..perconductH'lr',· Re~earch Department, κorea Atomic Ellergy Re:.earcll {nsmulc , POBox 7,
DaedukdallJI.

Da 야/on.

305-606, Korea

Hong-Chul Moon and Dong-Soo Suhr
Department 0/ Malenals SCience and Engzneerlng , Choollgnam Na/lonal Un ll' erslry,
Daedr.J" SCience Tawil, DucJolI. 301-764. Korea

S H Lu and P J. McGmn

E.:g l::ccn::g, Dcp.:zrrmδ::t of E/cc:r;~aJ Er:611~C=r: .• s,
ulNa/reD‘line. Nutre Dame’• Indiana 46556

Ccτrrf3- -‘ !::!C:-::::: ~~ ...:..::.; _二
ι n ll'crsl l)’

(ReceIved 13 December 1993 , accepted 16 March 1994)
The rormdtlon of I3JCeO ., ‘md us effects on micro<;tructure was <;tud l\:d In
smte rcd/mc IHc"(turζJ Y -Bd-CU-O oxides conta In ing 5 wt C;O CeO: ‘md \'‘mOll씨
‘tmounlS of Y:B‘11 0시 0 5 Thζ ‘Idded CeO: was converted to tine partlclcs of BaCeO ,
ncar 9 :3 0 ’C. wlllch IS the convcnt 1O nal smtenng temperature for Y -I3.I-Cu-O
Y:Bd , CU I05 dnd CuO il ，강 tormed as by-products of the reactIOn bζtween Cζ 。 : and
Y1Ba:CU O·_y pha:><:: The CeO: additIon reduced the par lJ cle SIze ot Y :l3alCu 10s
‘,VhlCh \V a,; tr Jpped to the Y IBJ:CU307-y rna nx after the melt-texture growth Dunng
!he ;>::[qec:lc d~composltIon stJge of Y 1Ba:Cu307-y phJse in ‘。 (Y:B:l ICu ， O: 수 liqUId
phd:>e). th t: morpnology of‘ the dccompo~cd Y:8 “ ICu , 0 5 \\ dS changed HOITI a bloCKy
-;nJpe II' the undopeJ .5“ mplc to ‘In aCIcular shape of hIgh amsotropy in tb.: CζO:-addco
s‘lmpk The iorm “ lion ot the hIghly anisotropIc Y:Bat CUI 0 5 pJrtlclcs .Ippe.lrS to be
re<;;;낀선 ~ble for the icnnelnent of Y:! I3alε1I 10S particle af:er t~c mel:-tex:;l~e preteπSIn g

,

L

‘

i 씨 TRODUCτION

A number M studIes h‘!V e beζn c ‘lrnεd out for thε
ml ‘~lOsrnlctur:d ll1 l'dlflC Jtlon of hlgh·Te Y 18a:Cth07_y
':1-:-3) s 닌 'J~rcC!~니’」ζ1m b~CdW， C the c:.n rent-caπylng
propertie ,> hl;h I! depζnd on the ch Jr actenstics of its
!li !crostruclurc. For example , gram alignment to the
d lT ec t! on of Co..I rrcnt path ~ho\\o ed high cntical current
density (J e) t: xc;;eo Jn g 1O~ A/em 2 Jt hIgh magnetic
f'i dds. !-、 lhe \1,1‘ IK !I n k. property ot the gram boundary ,
which t ‘I mLlln barner for the current transport , can
be eliminated through the Jltgnment f superconduct ‘
109 gra lO s normal to the c-axe ‘’ of the crysta l. With
.he ‘iii묘ne이 rmno、 tructure， the
1dltlon of second
Jmpu ,l1 y phd 、ι:>. 서 Jeh d
y 、l3 a l Cu ‘ 05 ，~ BaSn0 3.j •
BaTrO .,,' 서 ‘IOd PtO: ,‘”‘’ Into the Y -l3 J-CU-O sy 'i tem
h.1、 bee r< repm: .. J 10 Jn cre.l~C J r further by ‘Il l0wIOg
the torm ‘It l‘>n 01 ‘ I hom l) ~cn:;ou 、 mlιro‘ lrUCtUI e. Incrc..t~1l1μ dC1CLI JCII 、It y ne ‘ Ir ...ccond r ‘Htlclc~， .\I1 %r
rdlllU: ι IIIι Y:B.I ,CIJ ,O , (2 -1-i pha、 e) p .lr tlcle , wlllch
l 、 c ‘Jn‘.r tJ en;d '0 ile ,I Il ux plllnlllg medIUm lor the
]-2-) pltd、to: t\ liilough Ihe inCιham‘， 01 tor Ihe hIgh J c
IIIC III th" 、cμ)nd ph ，‘、c ‘Iddlt ’‘>I I'" I 、 llot yet cle ‘!f ly
‘1II1lkr서이
Ill ， tbe 니 ct c.:Lt 、 llC.lf the '>L LlJlIl I ph. ‘、 c p.Jftlcle、 II
‘’, III": ，’I\ Crtdζε - "ζlw“ι11 IIIι 、ιιooll plt.1、 c ‘Jr1 d the

‘

‘

‘

J Md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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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conducting mJtn、 tS thought to comnbu'e to th ,:
hIgh le.
Rec t:r.t1 y , we ~ave ‘ldded vanous meta] OX!깅.:~ to ‘!
melt-textured ~Jmplc to 십 nd ~n effective seCl:il (l P~l 씨C
that Improves curn.:nt-cJrr) 109 and load-beanng prop'
ertles of the Y -I3 a-Cu-O superconductor 11 Among
them , CeO: addition \V .IS found to form a vcry fine
dispersion of second phJse in a 1-2-3 IT::I lflX ‘'.v.r h·
out serious dcgn d ‘llwn of the superconduct lO g tr ‘10sitIOn temperature (T c ) by applying the melt-texture
processing;4.15 although T~ decreased grJdually with
increasmg dopant conccnlratlon when a sample wa、
prepared with CeO: ‘ lddltion by the ~ohd-state r t:‘lC tion
method 15.16 The dl~pef.， ed second ph‘I~e formed h\’ the
Ce02 addition wa、 Identified .IS l3 aCe03 ‘lIl d Ib partIcle
“ IZC was much finer th ‘ m that of the 2-1-1 IS Furthermore.
Ogaw ‘’ nd Yo 、 hid “ reported that the CeO: .ldd Jt lon In
Y -13... -Cu-O In ere‘I~ed J, by rcllncmcnt of‘ the 2-1-1
p .l ftlcle ~l l. e 17 J‘ he J‘ 1)1 the 、 ample with 1 wt % CeO c
w I:> 15 000 A/cm~ ‘ It 77 K and 1 T. wllI ch I 、 tWice
‘
that of the CeO:-lrec 、 ample Illlwevcr , no 、 y 、 tema t1 c
、 rudy on Ihe relateo !lllcro、 truιture to J‘ h‘i、 bιen ‘JOBC
In the Y -Ba-Cu-O 、 y ‘，tem prep ‘Hl:d with CcO~ ‘Il1 d
2-1-1 ‘HtLh lJ 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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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eO) and Its Intluence en microstructure

‘

tow lrd understanding

w the Y-Ba-Cu-O system

when CζO 2 IS added. We report the formation of BaCcO)
and tts mfluence on mIcrostructure. especIally on the
particles shape and size of 2-1-1. of the Y- J3 a-Cu-O
superconductors prepared by the melt-texture processing.

The 1-2-3 powder used in these experiments was
pre~arζd by the conventional solid-state reaction method

,

‘

coolωand
held then
for 0cooled
.5 il , again to 980°C at

1 ·C/h. Dunng the

slow coohng stage , large 1-2-3 이 omains formed from
the pentectic reactIon 2 ‘ 1-1 wIth the liquid phase. No
temperature grddient was used 111 this melt process ll1g ‘
For the lrdn~format[on of the tζlragonal l-Z-3 phase
to the orthorhombic one , whIch IS the superconduct ll1 g
phase , the pellets were slowly cooled from 980 ·C down
to 450 ·C, held for 70 h at thIs temperaturζ， and then alrcooled Th e phases formed after calcination , smtenng ,
.l nd melt-texture proccs<; lI1 g were an .l lyzed by mC .l ng of
powder x-ray dIffractIOn (XRD) u~lng a Cu Ka radia\I on Micro trucrure of th t: ~lIl tcred .:l nd m버!-textured
넙 mplcs ‘.vas examlncd tor fr .l ctured and polished urfaιcs by optical ‘Ind ‘;c ..t nn lO g eI ιctron micro、cop e.:、.

‘

‘

Ill. RESULTS

[n onler to under‘、l ‘lnll lhe reι:tlon proce~s hcrwecn
lhe .ldd Il IV e.: C‘:O! .1110 1-2-3 pha 'i c , DSC (Dlffercn lJ‘Il
Se. lO lllng Calo Tl metry) m t: a~Ulel1le.: nt‘， were carncd
J

Malar

A닝S.

(a)

)

L

:t

이

j

’{|
떼

using Y203 , BaC0 3 , a f\d CuO powders of 99.9% punty
F·..:~ ~~~f，닝:::: ~ixing， the powder m:xWre of 1-2-3 ce :n
po!.it lO n was bali-milled In ethanol solutIOn for 10 h. Th e
bdll-mllled powder was dned and calcmed at 920 ·C
tor 24 h In air and then air-Cooled. The crushing stζp
followed by calcInatIon was repeated to enhance the
forma t1 on of the 1-2-3 phase The 2-1-1 powder was
prepared 111 the same way ‘IS that for the 1-2-3 powder
‘.md calc In ed at 940 ·C ror 2~ h m atr and then aircooled. SC~lOl1I ng electron microscopy (SEM) showed
th e.: ..t verdgc size of the calctned 2-]-1 powder to be
less th ‘ III 1 μm. The 1-2-3 powder was nllxed with
rhe 2-1-1 dnd CeO; powder (995 "0 punty) The CeO::
contellt waS fixcd to 5 wt % and the 2-1 ‘ 1 content was
써 ned from 0 t 낀 20 \VI. %. The powda mixtures “ ere
ground and blended by \V a} of ‘In aium ll1 a mortar and .l
pestle. The pow’닙 ers were u l1l axlail} prcssed Inro pellers
;0 a steel mold. The pζlI ets were s ll1t~rt: d at 950 ·C for
24 h In aIr and [hen aIr-cooled. Some of the s ll1 tered
samples were annealed at 450 ·C ll1 aIr for 2~ hand
thelr mlcros ructures were examined The smtered pellets
、，vere placed on a (001) MgO single crysral snbstrate
‘In d heated rap dly to 1050 ·C where the 1-2-3 phase
decomposed to 2-1-1 and a Bd-Cu-O llquid ph ‘lse ,

::그.a』〈

(

II. EXPERIMENTAL PROCEDURE

700

1100

900

1300

Terl1 perature (·C)
fiG 1 Dllferentl:1

~cJnnmg calonmelry αITVC of calcmed 1-:-'
powder ml~ιd with (a) no addlllon , (b) 5 wI % Ce02 , and (ζ) (5 wI %
CcO~ + ~O wI 2-1-)) ad :lll1 on.

out for thiCC calctn('d powders mIxed wIth (a) 110
Cι。j IddltlOn , (b) 5 wt % Ce02 , and (c) (5 w t. t;,{,
CC02 + 2Q w t. % 2-1-1) addItIOn. Figure 1 show~
DSC traces of the powder samples measured in air
For sample (a) , a weak peak is observed at 920·C
and strong one at 1010 .c. Th e first observed peak ..t t
920 ·C aooears to be from the reaction to form 1-2-3
phase among unreacted powders remaining after c ‘IlclnatIon. Th e second strong peak at 1010 ·C correspond!>
to the incon딩 ru t: nt melting of the 1-2-3 phase In to
2-] -I phasc and Ba-Cu-O It quJd phase. Meanwhile ,
two strong peak、 are observed at 930 ·C and 10 10 ·C
III s ..t mples (b) and (c). The temperature of the tir、‘
peaks IS hIgher than that observed in sample (a) , ‘iI1 U
theIr intensIty 1<; very strong ‘IS compared to that of
sample (a). Therefore. it IS likely that thc~c strong peaks
,Ire from [he rc‘JC 1l 0n of the additive , Ce02 with 1-2-3
pha-; c:, not trom the formation reactIon of 1-2-3 pha!>c
‘ Imong the pha!>e~ remaming after calcination There
I'; no remarkable dl 1ference lJ1 the 、econd traces of
새 mple ‘ (b) .II1 U (c) as compared “、 hat of sample (‘I) ,
which ‘ Ibo corr e.:‘ pond to the peritectic d e.: comp0'>ltlo 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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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 Klm at at FormallO n of 8aCe03 and

이S

lnfiuence en mlcrostrucwre

of the DSC re~ lJ lt the
observed tor samples slnlcrcd from
Ihe ‘;,\!c llled powder mrX1U fC、 Flg \lf C 2 sho、、’ S optlcal l111crostructures ot ‘I :-'Jmplc with (.1) no dddll lO n‘
(b) 5 \V t % Ct:O~. dnd (c) (5 \\1 % CeO~ + 15 \vt %
2-1-1) addition whIch waS s lIl tercd :I t 950°C for 24 h
and then annealed at 450°C for 24 h In aIr. Sample (시
shows a typIcal mIcrostructure of orthorhombIc 1-2-3
phase that is charactenzed by the opucal twin morphology developed in thε inlεnor of platelike grams No
formation of second phase or hqllld phase IS observed
In sample (a) Meanwhile , lIq Ui d phase. which appc ,m.
to be formed by the reaction between 1-2-3 phase ‘ Ind
added Ce02 , is observed near the gr3 1n bound J. rtes of
samples (b) and (c). Moreover. small second pJ. rllcleι
th J. t ‘He ks~ th ‘In :I few l111cron‘、 In 허 zc ‘ IrC ob"c f\ cd In
the 、 IClllllV of the liquId pool and [Il e ;;.r.lIl1 boundJrlc、
The second p .1rtIc1 cs “ i 、。 seem to be formed Ir0m the
r강JCiw [J berwcen .1 1-2-3 md[[ ， λ .lnd [he Cζ0 ， ‘ lt/ dlll\ C
SE t\ 1 mIcrographs of d sJmp \e prepared 、.v llh (d) no
CC02 :μldltlon .ll1 d (h) 5 、、 t % CeO c ad 삐 Ion ‘ Irc show lI
111 PIg 3 It Cd l1 bζ seen III ‘;‘ IP1Plc (.1) lhJl III the Il1 te rI or
fl)r ‘ I bctter

under<;t，m니 Ing

mlcro~[rlJ cture w‘1~

f'“ r a poll~hc t.l 、urfacc of a ~Inlerc ‘l
wllh (J) no ‘Jd ‘Jl tIo n (I) 5 wI ’'0 CeOl. <l nd (이 (5 싸 I 잉
CιOz + 15 .... 1 't 2-l.1) ‘I<Jdlt lO n NOle Ihe dccompo~ l\ lon ‘’ f 1-2-J
l니， t 、 L 1n 10 I 씨 U10 phJ 、c ‘md ".;conJ phd “‘: In the VIClnltv 01 ~r‘Ji n
’ HilLμ ‘ III lhι III lhe fedι !Ion of C.d)~ wllh the 1-::-3
IIG 2

OJ、‘ IlιI mlCr\)grdph~

、.1I nrlc

\)1 1-2-3 pha~t: In to 2-]-1 ‘!O J IHjUltl phd 、c The 、 e rc~u[ l'，
111 t:‘ 111 t!l.1t thc .j 이 ded CCO~ re ‘l 니、 、Vllh 1-2-3 phd'>c al
‘l]() 0(; 10 lorπI d 、cC‘md ph..!、ι. but II ‘j0C~ n이 Lllteu the
‘leC\) ’11 (1 0 'o tll l1 11 pron: 、、 ‘’ 1 1·2-3 ph ‘ 1\ 1: at 1010 ’C

~I-: M mlcrugraph~ 01 (d) dn uno‘’ ped 1·2·3 、dmplc ‘ mu (b) .1
’"" CcO z- aod e:d ~8mplc sh‘’wing th e: form ‘.lIon of 、cc‘JIlt! pJrllclc 、
.If’‘j liqUid rhd~C d~ a rc,ult ‘’ f CcOz “‘JOll n

foI U .I

i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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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끼<1 1ιlik e: μr‘\I i; 、 ‘ omι I11 ICIOcr‘lC ,", 5 ‘ITe obscrvctl to
be formed nu..: lO tilι Iιtr“g.onal-w-onhorhomblcph“、c
‘:l1 a :1:;<= or t~am‘Ii :-.hpck UUII Jl g the cooling from Ihc
mlcilng tt: mpcr ‘ llure Gut 110 <;lcnrd parllcle IS obscr, (;d
μ} thζ \\, holc Ill lιfll~lructur<=. ‘、kJnwh ‘ Ie. It can be seen tn
I'iC \ ICIIHly of Ih e: lI quId ph “ ~C at s‘’ mple (b) (hat a number ot‘ secOl띠 phase pal l1 cles formed as a r~sult of the re‘1ι(Ion berween the 1-2-3 matnx anti Ce02. According 10
our EDS (Energy Dlsperslvζ X-ray Spectroscopy) mea~urζment. thζ bngbt and squJre p .lf II:::!c S ‘irε SaCeO] and
Ihe dark rouno panIcles “ re 2-1- 1. Some of the BaCeOl
P‘!Tildes are ob ‘,er\"cd In the CuO-nch liq Ui d phase.
In order to confirm tilι formed phases In wholc ~‘Im
ple~. p‘)\vder x-ray lilffrJctIO I1 allJ1YSIS was CJrned Oul
for ,J S‘Imp!e prep ，lrc 녀 wIth (a) no Judltion , (b) 5 wt 7"
C;:(}: , ‘ lil t! (e) (5 \, I 깐 CeO: - 10 wt % 2-1- 1) ddlμ0n 1 hι XRD ft.'‘ ul “ ‘ I~C ~hown In Fig 4 It can be ‘ζ(;n
새‘H sample (a) IS ... 、H1;:!.l ι orthorhombIC] -2-3 pha~e ,,"
normιliy c·{ iJ ect:=d. ι Il llc BJCζ0 1 pc ‘ lks arζ observed
il1 t;lC p,lttcrn of s... mpks tb) and (c) , together wllh the
1-2-3. 2-1- 1. :mu CuO pc‘lk 、 1 he rdatiνe volume hacLi on oi the formed ph ，lsεs 、v ‘I::， ι~ilm‘\tcd from the x-rμ?
L' t: ll 치 1 71l cns Jl iι<; In 、‘'mole μ、). the 、"‘)Iu r;; e fractio;]:. I)~

2-1-1 Jnd Ba(eOl :I re 6% ,lO d 10 앙、 rζspectlvely Thl
means that an “ ppropn .l te “ mount of 2-1-1 and CuO
arc formed as by-products of the form ,llion rC ,le!IOn
of BaCcOl. In sample (c) , there W‘IS no remarkJble
difference in the XRD pattern from that of sample (b) ,
.e xcept the IOlens J!lcat lO n of 2-1-1 pζaks due to
the externally added 2-1-1 and the formed 2-1-1 due to
the reaction. Also , the BaCe03 peaks are observed In the
sample. These results and the observed mIcrostructures
II1 dlcate that there WdS formatIOn reactIOn of SaCe03
ana It mIght lead to a IOC;ll compositional change ..I t
he nlilce ‘ where the formation reaCt ion occurred Due
to the compositIOnal change , a sm ‘111 amount of 1-2-3
phase decomposed II1 to 2·]-1 and CuO pha~e.
The zerO reslstanc.:: temperature of the s lO tered ~am
pies W3S m t: a~ured by mζ‘111 ‘ of the four-probe technIque
using silver pJSIC contJC l. The result IS Illu:.trated tn
Table I. The 1'c of the undopcd ]-2-3 sJmplc IS 90 K
wh Il e the T c decreased wIth 1I1 creasing 2-1-1 contζnt 111
the Ce02 added sample. Tc IS 87 K for the 5 、‘’t. % of
:?-1-1 addition , willie we c0uld not get zero re 'i lstJnce
down to 77 K for thε 20 wt %- addition. The decreasε 111
Tc with incre~1s Jn g ~-1-1 content Jppears to be duc to he
‘ncreased ‘JmOufll of second p~3ses and IlqulJ ph ,lsc ilC ‘IT
the grain bound:mζ5， as observed 10 the mIcrostructures
of figs. 3 and .:1, \vhlch mlllblts the electnc.l 1 transport
:m lO nf. gram<;
To IIl Vιsugatζ the effect of the additlvε on the
pJ.rt1c::1 e <;ize of 2-1-1 aftcr the melt process ll1 g, 1-2-3
powders were mrxcd 、、이 th 5 wt. % CeO;: and vanouS
a rr: ounts of :-1-] powder Thc melt processmg In volving
thc peritectIc redction was carned out for the powder
cornpacls No temperature gradient was used In the
mt' lt-tcxturc procc、，; ing Figl!f C 5 shows SEM micro핀rdph~ of :he etchζd 'i urtace of 긴 mdt-I t: xtUrt:d sampk
prcpared Wlih (a) 20 wt. % 2-1-1 wIthout CeOl add ‘tlO n and (b) (5 wt % CeO:: + 20 wt. % 2-1-]) addition
As clearly seen 111 this figure , (he 2-1-] pdrticles m
sample (a) are much larger than tho~e of sample (b).
In thc casζ of <;‘ Imple (a) , it I~ observed that the 2-1-1
pdftldes of a granular shape grew largely by w ,‘Y of
the coalescence of several neighboring 2-1-1 p Jr tlclcs
as well 5 the grain growth of the 2-1-1 partlclc~ The
“ Jze dlstnbullon of (he 2-1-1 particle 10 thIs 써m 이 C I、
very wide , ranglllg tram 1. 25 μm 10 22 μ111 ， dnd the
’‘vcr ‘1ge p.lrtlclc ‘)ize I~ 8 μm ThIs average Pdrtl c! e
、 lZC I'> 、In ll

‘

‘

“

‘

“

l‘:A BLE! Zcr‘’ rl~1 、 Lince .cmrer,ll rc with Y: Bd ‘ CillO‘ “’ nlc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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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OU、 .un““ nl'> ‘II Y:II “Ie‘I) th 11,1. 1', W‘” “'\:11、‘IfιU ‘l‘lW “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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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11 average parllcle ~Ize of 'Y 2B ‘ ItCUtO , “ n‘113 ‘I I... ιU ，
mdt-textured Y‘ Ba-Cu-O with Ce01 and Y~BalCu.O ‘

I:)

Amount of addlllve

r,IG 5 SEM l111crograph for the etched 인JTfdc:: In 1';0 HCI ~o:ullon
of melt-textured 1-2-3 with (d)20wl.% 2-1-! wlthoL! CcOz and
(b) (5 wt % CC01 + 20 w’ t % 2.-\-1) ιJd‘lIOt; 셔이 2 ‘ he homυg c....
neous dlstnbullon of fine rdr’ 'cles III sample (b) 닙 U~ to the ad 니JtlO ll
of CeO,

melt-textured samplζ18 Mdny m lC rocr3ck" duc to the
phase change are observed along the plate boundaries
of 1-2-3 phase and in the interior of large 2-1-1 par ldes. Meanwhile , the microstructurε of sample (b) has
냐 homogenous di~tfJ butlO n of tim: trappζd particles as
compared to that of ~ample (a) It IS abo found that
the formatIOn of microcrack I~ rcmJrkably reduced. Two
dlff‘ ercnt pdrtlcles were ob erved in the mIcrostructure
One IS 2-1-1 and 씨 e other i" BJ. CC03 formed as a
result of the CC02 addition. The ~Ize dlstnbullon of
2-1-1 10 ~dmple (b) ranged from 1 10 μm to 암 μm
Jnu the avaa강e p J.rtI ck sIze w ‘l‘, 175 μm ， which I 、
comp <lfablc to that of unJddcd '>ample On the other
hand , the 、 lze dlstnbutlon ot 13 ‘1Ce03 pMll디 c r‘mgell
lrom 068 μm to I Y μm ,mu It<; ‘ lvcrdgc "ILl: W，I~
below I μm 1‘hI、 pJfl lC.:1e ~IZC .、 the ".1l1l e d~ lor the
ClJ nvcntloll .JlI y '>Intered Imrie wlth 5 wt % CC01 a~
nb"c fV C니 III FIg 3(11) TIm mdlc‘It e、 no 、 IgnlllC :JlI l graIn
g，r이wth of B‘tCeO、 occurred 이Ullllg the melt proce~ 、11\깅
I he .Iveragc I’artIcle ,> Ize ot 2-1-1 .10 <.1 B,lCCOl III .111

,

.,

“

Y2 BaJCUJ 0 5

PartIcle ‘ lze of

i’drlJclc

CeOz (wr. %)

(wt. %)

Y~D .J ICUI05 (μm)

BaCcOl

5
5
3
5
5
0

0
5
10
15
20
20

“.
195
135
200
175
800

01

~Ize

(μm)

\ 15
095
1 10
100
105

the.melt-textured samples IS Illustrated In Table II The
particle size was estImated from SEM mIcrographs of
the polished surface of samples. McGmn el ai. reported
in the zone melt-textured sample that 2-1-1 p “ rtlcks ot
samples prepared with exces~ 2-1-1 are generally much
finer than in undoped Y -Ba-Cu-O wμhOut 2-1-1 19 As
illustrated in Table I, however, there IS no r비 dt lO llShlP
between the particle size of :;-1-1 and the added amount
of 2-1-1 phase. At the fixed contζnt of CeO~， 이'c p :l rtlck
size of 2-1-1 phase 1<; nearly constant regard lt:、S (1 f
2-1-1 contents , but is much less than th ,lt of the undopcd
sample. Th erefore , It means IhJt the Ce02 addItion、 arc
mainly responsible for the p‘ "tlcle refinement of 2-1-1
phase in our sample.
‘ The T c results of the melHcxtured samples W Jl!1/
without Ce02 and 2-1-1 addition are summanzed In
Table III. Tc of the undoped sample IS 90 K, wh J! c a
small decrease 10 T c 1S observed 10 the m 리 t-textured
sample with Ce02 and 2-1-1 additIOn. H。、，vever ， the
degree of the decrease in T c i<; relatively smaller than
11l the !>intered samples observed 10 Table I Even In the
~dm?lc with 5 w I. % CeO. ‘lO d 20 w t. % 2-1-1 additIon.
Tc 1<; 89 K. which is much higher th ,ll1 that of the sintered
sample with the same addition. As compared to he
sintered samples where a number of second p‘:rtκIe‘ md
liquid phase are present at the gram boundanes , 10 [he
melt-textured sample all the second p<Jrtlclt.~ Me trapped
in the interior of the large aligned 1-2-3 m ,ltnx Th. ‘i
seems to contribute to the nearly consUnt Tc reg‘Hdk~~
of the amount of additives.

‘
,

IV. DISCUSSION

ft IS well known that dunng the melt proce~:;' Jn g large
1-2-3 grains form from the pent t: ctlc react lOlI of 2-1-l
f/\B I.E III ;;..em re ‘I.~lancc lempeJalurc wuh YlB ‘ llCU10S v Hl tcnt
of mclHexlured Y-13 .s -Cu-O ~uperωnduLl or~ WHh 5 “ t % Cι0;
‘ ln ,l v‘lTIOll 、 dnlOUnls of YzD.‘.CU.()5
Yzl3a.Cu.05 conlcnt (wt

r,

(K)

J Maler Rtls. Vol 9. No 8, Aug 1994

- 196 -

%)

‘’

Ul1 dopcd

S

to

I';

2

')()

얘서

KH

X

Ii'’

“

C-J Kim et al FormaliO n of SaGe03 and Its Influence on microstructure

In addItIOn , it was found In our εxpenment t l1 μ
another fine 2-1-1 partIcle was formed 111 the Ce02-added
samples due to the reaction between CeOz and a 1-2-3
matnx dunng presmtenng at 950° C. When considermg
the formed 2-1-1 in thε same viewpomt as the extεrnally
added 2-1-1 , they may also act as a heterogeneous nucleation site for the decomposed 2-1- 1. But they may also
partiCIpate in the grain gro \Vt h and coarsening process
during melt processing. Furthermore , the volume fraction
(6%) of the formed 2-1-1 is relatively small as compared
to the externally added 2-1-1 or the decomposed 2-1- 1.
Th us the influence of the formed 2-1-1 on the final
particle size of 2-1-1 after melt textunng appεars not
to bε slgmfican t.
We consider two possIble roles of Ce02 additIon
whirh refines 2-1-1 particle sIze during the pentectlc
decompositIon of 1-2-3 phase. One IS a hεterogeneou、
nucleatIOn SIte for the decomposed 2-1-1 and the other IS
changing the gram growth behavIOr of 2-1-1 particle. If
the decomposed 2-1-1 parttc !c s nucleated at BaCeO) p “ rtlcles when the pentcc t! c decompositIOn of 1-2-3 ph 긴 sc
occurred , 、;v e could observe the mIcrostructure where
the second p:utlcles wεrζ III COn!det wIth 2-1-1 partIcle"
or were surrounded by thζ 2-1-1 particle , as descnbed
by Chen et a l. 10 the melt-textured Y1Ba2Cu306+x W1ttl
addition of AI 20 3 p3fticles 22 and as reported in the melttεxtmed sampl강 년mh Er2BalCuIOS and YZBatCUIOS.21
i.-=.. gur션 G shows an SEM mKrograph of a melt-textured
<d rr1터 e Wi t:l 5 wt % C;O Jnd 15 wt % 2-1-1 additIon
키 1ζ dark round partlcles ure 2-]-1 and small bnght particle" with anguJa~ shJpe arc D:I Ce03. As clearly seen In
thIs figurε ， no BaCcO pdltlcle IS observed to be in conμlet \vnh 2-1-1 par tI cles or to be surrounded by 2-1-1 In
flle mic lO struct 1. ~lζ. It IS ]I1, cly Hle!t tbese Me two dIfferent
cartiι~e，; i1’UCleat l; d and grew Independently Therefore ,
!'aCeO.‘ particiζ IS cc)n~ldcre C: !l ot to act as d hetζrop e:-

‘ md a Bd-CU-O liqUId phdse. In order to dζεompose

1-2-3 phase into 2-1-1 and a liquid , a sintered sample
is generally heated above the peritectic temperaturε of
1000 °C and held for a short time. During the slow
coolmg from the peritεetie reg lO n to a 1-2-3 region ,
the 2-1-1 particles dIssolve into Ba-Cu-O liquid phase
to ~upply a yttnum source needed for formation of
1-2-3 phase. 2o The kme tJ cs of the gram growth and the
dissolutIon of 2-1-1 partie!εs may bζ In fluenced by the
presence of the s응cond Impu rI ty phase existing before
the melt processing
From our re~ults， we can reCO[! n!ze that from the
powder treatment to the melt processing three kinds
of 2-1-1 phase are presεnt in the sample wIth Ce02
and vanous contents of 2-1-1 addition; the externally
added 2-1-1 lpartlcJζ sIze below 1 μm) at the powder
mixmg process ‘ the formζd 2-1-1 (2-3 μm) duε to
(he formation reaιnon of BaCe03 at smtering stage at
950 "C , and the decomposed 2-1-1 during heat In g at
1050°C Mζanwhlle， thζ undoped 1-2-3 sample contains
onl) the decomposed 2-1-1 , and the sample with 2-1-1
<J dditlon and WIthout CeO , cootd Jn S both th t: decomjKh ,o d and tlte extwlJlly added 2-1- 1. 찌’ hen consIdering
the mecha nJ sm or p‘ lrtlcle refinement of 2-1-1 phase ,
the Ill1 t.al Pc. ft!C 1e Slιe at 2-1-1 (the eXternally added
2-i-1 :lnd tb~ !')rmd 2-1-1) H1 sinter 띠 s J.rr: ples before
TI1ιH processing m씨’ be Importan t. The e- xcess addi:.:"1 d 2-1-1 rd rrJ cle has bee n. rcpor~ed to fιdu ‘x thζ
f~:~~~ P~~“.，‘ ci강 S 7C '자: 2-1-1 10 the z() J1 c-rndHexturι」
이I In TJ'C I') In :llelf ;, tudy , 2-1-1 par~icks of 1--10 μ[;t JD
사:，.n 'V L, .. e 11 ‘ j:d '1 -:, a vreCPfsor ~‘itcn ， ll anc~ tllc :l 끽‘de l.i
~-1-1 CO iH cnr w‘i 、 1’ aned ’ I I.e :，iτC of 2-1-1 after the
zυfie l'l ι!t procc:'잉 ι <I;' gcn;;r <l lly rcouc강 d with !llCfCa ;,ll1 g
~ J- ~ ;:'，-'I~tenl 21 'c, l tt.er l11 cw::, It \'I dS rιporte 사 l!' the melt1μτ’ i 니 r;d S~1n11)1« ι'Hi] Y2B:.qCU10 "no Ct 2hl1CllJO"
:1l1dltlU'l thJt Y:13a 10 .l \0" partIcles grow at the cxtCI!]..l llyaddε 디 Erz Bd 1Cu I0 5 pdftlcle') ‘ 21 Tl1lS mdlcates that
t~H~ ζxtζrn::‘ try added 2-1-1 I;' partly ICSpo l1slb!e for the
raniele Ie fJ ncrncnt because they render a l1 umber of
!J c!crogcncou ,> nucleatIOn SHC ;, tor the 이 ecomDosed 2-]-1
dunng the peritectlι decomposition ot 1-2-3 into Jiq Ul d
,llld 2-1-1 However , the particle !>IZC at the trapped
2-1-1 III the 1-2-3 ma lr1 X IS relatively I‘Irge compared to
(hat (Iζss than 1 μ Ill) of the melt-textured sample wIth
Pt02 addlt lO n<J·

,

,

,

,

‘’

l‘ Ie;. 6 SEM mkrogcuph'> f melt-textured 1‘ 2-3 wIth 5 wI % C~01
‘ llld 15 wI % 2·1·1 J he lJrl ghl plw, c of ‘In dugulM ‘, 11 .1[1'- I BaCcO
,1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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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us nucleation s Ite for thε decomposed 2-1-1 partIcles ,
which results f‘rom the de-composμIOn of 1-2-3 phase
On the other hand , if the BaCeO:; partIcles that
were readIly formed at the presintenng stage at 950 ·C
wζre decomposed IOta other ph <l ses or were dlssolvζd
In to a hquid phase. H could also affcεt the grain growth
behdvIOr of 2-1- 1. In ordζr to investigate the parlicle
shape of the decomposed 2-1-1 , an undoped 1-2-3
sample dnd a sample with 5 w I. % CεO~ addItIOn were
quenched in a lI quid mtrogen bath after Isothermal
holding at ]040 °C for 30 mm. Their fr <l ctographs
and ~urface micrographs are Illustrated In Fig. 7. As
ιleJrly sζen in Fig ,> 7(a) and 7(b) , the 2-1-1 particles
in the undoped sample have a blocky shape wIth
widths dbout 10 μm and lengths of 30-50 μ01， while
the 2-1-1 In the 5 \l" t. % CeO~ added sdmple has an
μcicular shape of high amsolropy The 、、 Idth of the
p .IT!l cles IS less than .1 f‘ ew μill but the length is

I‘/(,

7

d l<l’ l~~

’

SEM nJl cro ， lruιlure IJ d 'lue l1ιh ...d 1-2-3
2-1-1 ‘，、 ,I It ,ult ‘Jf CeOl ,HIJl lIlJ n

‘, I

、.Imrle

J Maler

wllh (, I, b) nu
f1 es.

more lhan 50 μm. ThIs result IS In contr,lst {a Oga 씨 ‘ l
and Yoshida ’ S observation '7 that the granular shapζ
2-1-1 was formed in the quenched sample w Jl h 1 \\-1 %
Ce02 addition. The difference In the particle sh ‘ Ipe
seems to result from a different fabricatIOn processing.
ηle morphology changε of 2-1-1 by Ce02 addItIon
indIcates that there was a vanation of surface energy
of 2-1-1 in the liquid due to a vanat lO n of the
composition of the liquid phase. This might lead
to the change of the equllibnum shape of 2-1-1 In
the liquid phase as well as inC variatIon of growth
rate wIth the crystal orientation of 2-1- 1. DU Tl ng
rhe slow cooling stage to lhe 1-2-3 regIOn , these
anisotropic particles might be easIly dIs ‘, olved m the
liquid phase fer the formation of the 1-2-3 p !J a 씨 c ， ，~nd
the trapped 2-1-1 particles In the 1-2-3 matrix \\f ere mor얻
fine due to the acicular shape of th 얻 2-1-1 , ‘15 "ompared
to the large blocky 2-1-1 of the undoped s‘Imple

~ddH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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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야le shape change of the 2-1-1 In the quenched
sample ‘ we recog01ze the possibility of the dissolution
of Ce atoms 10 the liquid phase during the melt stage.
Thus we eXamined the XRD peaks of the quenched sampies. A sample with (a) 5 wt % Ce02 and (b) (5 wt %
CeOz + 10 W1. % 2-1- 1) addition were quenched in a
liquid nitrogen bath after Isolhermal holding at 1040 ·C
for 30 min 1꺼 e XRD results of two samples are shown
10 Fig 8 No 1-2-3 peak is observed while 2-1-1 and
liquid phase (BdCUOZ + CuO) peaks are obseπed in
these XRD patterns (a). It indicates that 1-2-3 phase was
completely decomposed to 2-1-1 and a liqUi d phase. In
addition , the formallon of no other second phase except
BaCe03 IS observed. Th is indicaκs that BaCeO) is stable
even at the melting temperature near 1040 ·C so th J.t
thζrc IS no decomposItion of BaCcO) and no reaction
‘ lmong BaCeO) and other phases. However , we can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a limned amount of Ce atoms
mdY dlss 이 vc into I띠 uid. although almost all of them are
consumed to form BaCeO} phase. If some Ce atoms dissolve In a hq Ul d phase dunng the coarsenmg process of
thζ BaCζ03 particles ‘ It would changε the surface energy
of 2-1-1 that was In COnlJct wuh a liquId phase or affect
the mas~ t,:t nsfer of materials for gra In growth of 2-1-1
In the~e c“ '>cs the grain growth of 2-1-1 may be n:tdrded
or th~ growth shJpe of the 2-1-1 may be changed to lhe
am otroplC form , ‘ IS observed In our cxpenmen t.

‘

‘!.

and

'Is

In

fluence on

’

mIcros rucllire

form near 930 ac, whIch IS the conventional smtenng
temperaturε for Y-Ba-Cu- 。’ and thIs particle IS stable
up to the melt-textunng temperature. Y2Ba] CUI as and
CuO phase are formed due to the formation reaction of
BaCeO). No decomposition of BaCe03 is observed
during the high temperature thermal cycles which
involves_ the peritectic reaction. Th e Ce02 addition
reduced the particle sIze of YzBa ICu 10 5 trapped
in the Y IB32Cu307-)' matrix after the melt-texture
growth. During the peritectic decomposition stage
of Y1Ba2CU307-y phase inm (Y2BaICuIOS + liquid
phase) , the morphology of the decomposed Y2Ba CUIOS
R ’ as changed from a blocky shape In the undoped
sample to an acicular shape In the Ce02-added sample
The formation of the highly anisotropic YzBal CUI as
partlcles appears to be responsIble for the refinement of
Yz8al CUI 05 phase after the melHexture proces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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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ummary , we In ve 야 Igatζd ml Ci"o~tructure of 510Y-Ba-Cu-O 0인 dcs with 5 、、 t.%
CeO~ dddllion ‘md 、<.I nous amounts of Y~BaICu: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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