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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Ⅰ. 제목: 도 베어링용 도 벌크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도 라이휠 에 지 장장치의 핵심은 도체 베어링이다. 그 에서도 

량체를 떠받치면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벌크 도체의 개발이 으로 필

요하다. 기존의 자기베어링은 자석을 이용한 타입으로 자석가동을 한 력소

모  치제어기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성 없다. 성능  베어링의 단순화, 

경제성 등을 고려할 시 도 베어링용 YBCO 벌크 도체의 개발이 필수

이다. 재 세계 으로 도 라이휠용 고온 도체제조기술은 일본, 미국, 

유럽의 몇 나라가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원자력연구원과 력연구원이 벌

크 도체 제조에 한 세계 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술을 활용한 

벌크체 제조와 독자  도 베어링기술을 활용하면 고효율 도 에 지 

장장치의 개발이 가능하다.

  도 베어링의 핵심소재인 YBCO 도체는 주로 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조

된다. 국내에도 지난 십수년간의 이 분야연구에 한 투자로 독자 인 도 벌

크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종자결정성장법, 

다 종자결정성정법 등의 제조공정과 럭스 피닝에 이용되는 제 2상 물질 미세

화에 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도 베어링 제조에 련된 모든 공정의 

독자 인 수행  도체의 국산화를 꾀하여 왔다.

국내외 기술을 반 으로 평가할 때 한국과 세계 선진국간의 기술 차이는 없다. 

그 동안 확보된 고자력부상력 YBCO 도체 제조기술  제 2상 미세분산기술

인 CeO2 첨가기술, 다 종자결정성장법 등이 세계 선진기술과 동등수 의 기술

이다. 

  도 벌크체의 건 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기술 우 의 주안 이다. 재 개발 

기술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세라믹 도체의 특성 재 성  건 성이다. 베어링

에 사용되는 도체가 세라믹이기 때문에 기계 으로 취약하고, 게다가 내부에 미세

균열이나 기공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기공과 균

열이 억제된 완  치 체 제작, 제 2상 미세분산기술 등이 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 한 연구를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질  좋은 도 베어링용 벌크를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균열없는 완 치 체 YBCO 벌크 제조를 최종목표로 하여 

종자결정법을 이용한 YBCO 벌크 내의 기공, 분산체 도  분포 제어기술, 제 2상 

물질의 도핑을 통한 기계  특성  도 특성 향상 연구, 자기부상력  포획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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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술을 연구주제로 수행되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최종목표:

도베어링용 고자기부상 도벌크체 개발

1차년도

- 도체 자기부상력  포획자력 확보  평가기술

- 종자결정법에 의한 YBCO 도체 제조기술

- 기공, 분산체 도  분포 제어기술 기 연구 

- 도체 가공기술 기 연구

 

2차년도

- 도 베어링용 도체의 자기부상력 연구 

- 종자결정법에 의한 면  YBCO 도체 제조기술

- 기공, 분산체 도  분포 제어기술 확립 

- 도체 베어링체 가공기술 

3차년도

- Y-계 면  도제조 기 기술

- 도 베어링용 자기부상력  포획자력 연구

- 면  YBCO 도체 제조기술연구 

- 자기장에서의 럭스 크립 연구

- 제 2상 물질의 자기부상력에 미치는 향연구

- 도체 베어링체 가공기술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 종자결정법에 의한 YBCO 도체 제조: 도 원료분말의 상용화 평가를 목

으로 원료를 Y2O3와 CuO는 동일한 것을, BaCO3는 순도가 다른 분말(99.75%와 

99.9%)을 사용하여 하소온도를 달리하여 도 분말을 합성하 다. 실험결과 

BaCO3분말의 순도에 계없이 880 
o
C이상의 하소온도에서 수 ㎛ 크기의 단상의 

123 도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두 123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작한 소결

체에 용융열처리공정을 용하여 일방향으로 성장된 도체를 만들어 두 시료

에 한 최종 도 특성을 측정한 결과, Tc는 두 시편 모두 90.5 K, Jc는 자장이 

결정의 c축와 평행한 방향에 해서, 0 T, 77 K에서 104A/cm2, 2T, 77K에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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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
2
이었다. 두 시편간에 도 온도나 류 도 값이 특별한 차이가 찰되

지 않는데, 이는 BaCO3 분말의 순도가 도 분말의 합성조건이나 단결정형 

도체의 특성에 크게 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의  순도 

BaCO3 분말을 용융공정으로 제작하는 고 자기부상 도 벌크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cooling rate에 따른 기공  Y211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기 해 Sm1.8 

단결정 seed를 사용하여 top seeded melt growth (TSMG) 법으로 포정온도 

(peritectic temperature)를 지나는 cooling rate를 변화시켜가며 Y123 단결정을 제

조하 다. Cooling rate가 1℃/hr에서 50℃/hr로 증가함에 따라 seed 아래 single 

domain이 어들었으며 pore-free 역이 감소하 다. Y211의 경우 냉각속도에 

계없이 시편 체 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다결정화된 부분에서 Y211 상의 증

가를 찰하 다.

- 제2상 용융 침투 공정을 이용한 YBCO 벌크 복합체 제조기술: Melt-grown 방법으

로 만든 Y123+Y211 벌크에서 Y211의 입자 크기와 농도가 시편의 임계 류 도 불균일

성을 발생시킨다는 에 감안하여  YBCO 도체의 특성 향상을 해 용융 침투 공

정(infiltratioin)을 도입하여 Y211의 미세구조와 도 특성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변수(소결공정, Ag 도핑, BaCeO3 첨가)에 해 살펴보았다.  

소결을 하면 Y211 입자간 결합력이 증가하여 Y211의 집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그리고 소결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Y211 내의 기공 크기가 작아짐을 찰할 

수 있었고 한 Y211 입자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의 결과를 종합하여 소결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임계 류 도가 규칙 으로 증가하며 포획자장 역시 규칙 으로 증가하

며 1200℃의 소결온도에서 0.3 Tesla 이상의 포획자력을 가짐을 확인하 다.

  Ag 도핑 된 Y211 시편을 여러 온도에서 소결한 후 단결정 YBCO 도체를 용

융 침투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었을 때, 기공률이 고 미세화 된 Y211 입자들이 균

일하게 분포된 시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Ag 입자는 불균일하게 분포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결 온도를 높임에 따라 향상된 Jc 값을 얻을 수 있었

는데 이것은 작고 고르게 분포한 Y211 입자와 은 기공과 Ag 입자의 향으로 사

료된다.

  BaCeO3의 조성을 변화 시켜주면서 첨가하여 YBCO 단결정을 용융 침투 방법으

로  제조한 결과, BaCeO3의 첨가량이 40%까지는 Y211의 입자 크기가  더 작

아지고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40% 이상에서는 BaCeO3 입자들이 서로 응집되어지

고, Y211의 분포도 고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미세조직과 연 되어 

임계 류 도값 역시 40% 이상의 BaCeO3 입자를 첨가한 경우에 임계 류 도

가 감소하 다. BaCeO3의 첨가에 따른 YBCO의 임계 류 도가 향상된 원인으

로는 BaCeO3에 의해 미세화된 Y211 입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6 -

- Y-계 면  도 제조 기 기술: 라이휠에 장되는 에 지는 도체

에서 부상시킬 수 있는 무게를 증가시킬수록 많아지므로 부상력이 큰 도 단

결정을 제조하는 것이 요하게 부각된다. 재까지 알려진 YBCO 제조공정 , 

top seeded melt growth (TSMG) 법은 cm 단 의 단결정형 면  시편을 제조

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TSMG 에서의 공

정변수로는 용융온도, 용융시간, 냉각방법, 냉각속도, seeding 방법, seed와 기지 

성형체의 조성에 한 변수, Y2O3와 Yb2O3 조성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에 한 분석을 통해 최 의 단결정을 제조하려고 노력하 다. Sm1.8 단결

정 seed를 사용하여 top seeded melt growth (TSMG) 법으로 포정온도 (peritectic 

temperature)를 지나는 cooling rate를 변화시켜가며 Y123 단결정을 제조한 결과, 

cooling rate가 1℃/hr에서 0.15℃/hr로 감소함에 따라 seed 아래 single domain

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유기바인더에는 α-terpineol 외에도 ethyl cellulose와 butyl carbitol 등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들은 온도 상승과 함께 빨리 건조되어 시편 내부에 들어 있는 용매

가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 이 용매들은 격한 온도 상

승으로 기화되어서 일시에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시편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냉각 과정에서는 시편의 완  단에 이르게 된다. Y123와 MgO 

단결정 기  사이에 들어가는 Yb2O3와 Y2O3의 함량이 Y123 단결정 제조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본 결과, Yb2O3와 Y2O3를 3:1의 비율로 혼합한 15g을 Y123와 MgO 

단결정 사이에 깔았을 때는 Y123 single crystal의 하부가 평평한 상태이었으며, 

Yb2O3 15g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측면 균열도 없어지는 효과를 얻었다.

 Yb2O3와 Y2O3를 3:1로 혼합하여 바닥층에 사용했을 때는 Yb2O3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시편의 측면 균열 상이 없어졌으며, 따라서 자력분포곡선도 single 

peak으로 굵게 성장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Zero field cooling은 225N, field cooling에서는 130N으로 Yb2O3만 깔았을 때 

나온 값보다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450℃에서 200 시간 산소 열처

리한 시편을 액체질소에 담근 후 자체 제작한 장비로 시편과 자석의 거리는 2-4 

mm로 유지한 채, 부상력을 측정한 결과, 략 10-13 kg/cm2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본 ISTEC에서 보고한 10 kg/cm
2
값보다 우수한 양질의 도체를 제조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라이휠 제작에 필요한 도 베어링 부품인 도 벌크를 제작

에 필요한 공정확립 연구를 기본으로, 궁극 으로는 총 연구기  한 력연구원

에서 필요로 하는 도 베이링용 도 벌크를 제작하여 시스템에 공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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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 으로 한다. 1 단계 3년의 연구에서 도 라이휠의 설계  도 

베어링용 도벌크 개발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 단계에서는 라이휠의 장치제

작을 한 도 베어링용 도체의 공 이 이루어질 정이다. 앞으로 도

체의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 라이휠의 산업에 활용되는 계획에 따라 

도 벌크재료의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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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Current carrying capac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consideration of superconductor bulk material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There are numerous applications of Y-Ba-Cu-O (YBCO) bulk superconductors e.g. 

magnetic levitation train,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 levitation 

transportation, lunar telescope, centrifugal device, magnetic shielding materials, 

bulk magnets etc. Accordingly, to obtain YBCO materials in the form of large, 

single crystals without weak-link problem is necessary. Indeed, since energy per 

unit volume is often a key materials parameter for practical devices and by 

virtue of their greater volume, bulk materials offer clear benefits in their 

applications potential that are simply unachievable in wires, tapes and thin film 

forms of these materials. Such applications include magnetic bearings, motors 

and generators and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s. 

  For the preparation of bulk YBCO samples for applications, a good texture is 

essential. Texturing of YBa2Cu3Ox (Y123) can be group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namely mechanical, magnetic and melt texturing. In melt textured 

Y123, however, the microstructure consists of oriented quasi-single crystals 

aligned along the a-b planes with essentially no grain boundaries in the current 

path owing along the strongly superconducting a-b planes, leading to a critical 

current density(Jc) of the order of 105A/cm2 at 77K. Melt-texturing of YBCO is a 

known procedure to fabricate single crystal bulk samples.

A top seeded melt growth process was used to fabricate single crystal YBCO 

bulk superconductors using two different types of BaCO3 powders (99.75% and 

99.7% purity). After the calcinations process at temperature ranges of 800
o
C-880

o
C 

in air, finally a single crystal Y123 samples were obtained. It was found that a 

123 phase was well formed at temperature above 870oC, but the purity effect on 

the Y123 formation was negligible. The single-grain Y123 samples prepared from 

the different BaCO3 powders showed the same Tc value of 90.5K and similar Jc 

values about 104A/cm2 at 0T and 77K.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low purity, 

cheap price BaCO3 powder can be used as a raw material for the fabrication of 

single-grain, high Jc superconductors.

  The seeded and infiltration growth (IG) technique is also very promising for 

the synthesis of large, single-grain YBCO bulk superconductors with good 

superconducting properties. Indeed, this method is particularly well-suited to 

generate a uniform dispersion of Y2BaCuO5 (Y211) secondary phase particles with 

in the entire superconducting Y123 matrix, which leads directly to increa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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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pinning and hence to increase the trapped fields at 77K. To find good 

quality YBCO superconductors, the Y211 pre-forms were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s (900-1200
o
C) in air and a single crystal YBCO bulk superconductor 

was fabricated using infiltration method. The samples were heated to 1045
o
C for 

1h at a rate of 100oC/h in a box furnace. After melting of Ba3Cu5O8 samples 

were cooled to a peritectic reaction temperature 1020
o
C at a rate of 20

o
C/h, 

slowly cooled to 980
o
C at a rate of 1

o
C/h, maintained at this temperature for 

80h and finally cooled to room temperature. The oxygen annealing was carried 

out for all samples at 450
o
C-500

o
C for 150h in flowing oxygen. It was found that 

the Jc values at 77K of the samples prepared at higher sintering temperatur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amples prepared at low sintering temperatures. It 

is concluded that the control of pore size in the sintered pre-forms is important 

for producing a homogeneous microstructure regarding the pore and Jc.

  It is reported that the use of the infiltration method to make high Jc YBCO 

superconductors, many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preparation, doping effect, 

and flux pinning of these materials. It is well known that an addition of CeO2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size of RE211 secondary particles in RE–Ba–Cu–O. 

The added CeO2 reacts with RE211 to form BaCeO3 particles during the melt 

process. However, it is still unclear whether BaCeO3 particles can act as effective 

pinning center.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BaCeO3 addition when BaCeO3 

and Y211 particles are present together, a single crystal YBCO bulk 

superconductor was fabricated by infiltration method using Y211 powders having 

various compositions of BaCeO3 (0-45wt.% by 5wt.%). An obvious refinement 

effect resulting in Y211 particles within YBCO matrix was achieved by a BaCeO3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BaCeO3 particles were not distributed well with 

Y211 particles in the Y123 matrix. The Jc values were increased as the weight 

fraction of BaCeO3 was increased but the composition of BaCeO3 had no effect 

on the Tc. The improvement of the Jc values with an increase of the BaCeO3 

addition, are believed to come from the BaCeO3 addition and from the Y211 

refinement. It is concluded that the BaCeO3 addition has a beneficial effect on 

the morphology, the size and the distribution of the Y211 inclusions, leading to 

microstructural and pinning improvements.

  The ability of bulk RE-Ba-Cu-O (RE)BCO superconductors to trap magnetic 

field, and hence their ability to levitate a permanent magnet, is limited by 

mechanical strength, rather than by their superconducting properties. Fabrication 

of bulk (RE)BCO superconductors with low porosity, therefore, is an important 

general processing aim for enhancing of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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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It is reported that the substitution of Ag either for copper or for 

barium sites, increases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YBCO superconductors 

remarkably. To enhanc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YBCO bulk 

superconductors, 5 wt.% silver doped Y211 green compacts were sintered at 

900oC, 1000oC, 1100oC and 1200oC and then a single crystal YBCO was fabricated 

by an infiltration method. The microstructure analysis revealed that the 

Ag-doped samples sintered at higher temperatures exhibited a significantly lower 

porosity and crack free surfaces. A refinement and uniform distribution of the 

Y211 particles in the Y123 matrix were achieved by sintering the Ag-doped 

samples. An improvement of the Jc value was observed with an increase of the 

sintering temperature. However, the sintering of the Ag-doped samples had no 

effect on the Tc of the YBCO superconductors. This enhancement of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may ascribable to a fine dispersion of the Y211 

particles, a low porosity and the presence of Ag particle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magnetized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 (HTS) ceramic bulks. The reason is that the 

magnetization of purposefully fabricated HTS bulks can result in extremely 

strong “superconductor permanent magnets” exceeding the maximum magnetic 

energy product of the conventional rare earth magnets. Two kinds of 

magnetization for ceramic HTS bulks are used in practice: the Field Cooled (FC) 

mode and Zero Field Cooled (ZFC) mode. 

We have designed and manufactured large YBCO single domain free of 

weak-link grain boundaries using the top seeded melt growth (TSMG) processing 

technique. The trap magnetic field distribution of the large YBCO single crystal 

bulks adding mixture of Yb2O3 and Y2O3 with a ratio of 3 to 1 at the interface 

of YBCO bulk and MgO single crystal substrates were 225N in the case of zero 

field cooling and 130N in the case of field cooling. For the bulk oxygen 

annealed at 450℃ for 200h the levitation force was obtained about 10-13 kg/cm
2 

and the value is comparable to that reported from ISTEC (Japan). The large 

YBCO single crystal bulks are supplied to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KEPRI) for the application of fly wheel energy storage system. We 

developed melt texture and infiltration techniques for the preparation of single 

crystal YBCO bulk superconductors successfully that encourage us to fabricate 

large YBCO single crystal bulks for furthe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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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도체의 특성은 임계온도, 임계자장  임계 류 도로 표 되어지는데, 그들 

특성 에서 임계 류 도는 재료의 제조 공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임계 류 도화를 해서는 pore, crack과 같은 도 류흐름에 나쁜 향을 주

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결정의 이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결정의 배향화를 만

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 자속의 피닝에 유효한 입게, 석출물, 와 같은 피닝 

센터를 도입함으로써 높은 임계 류 도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를 들어 일

방향 응고법 [2,3]에 의한 고온 산화물 도체의 제조는 조직의 치 화와 함께 결

정 성장의 방향성을 제어하여 weak-link를 제어함으로써 임계 류 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방법은 S. Jin [4] 등에 의해 Melt-Textured Growth (MTG) method라는 이

름으로 최 로 발표되었다. 이들은 YBa2Cu3O7-x (Y123) 산화물 도체를 분해온도 

(1000℃)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융상태로 한 후 결정을 성장시키는 용융법 

(melt-growth or melt-texturing)으로 제조하여 Y123 시편에서 임계의 weak-links를 

감소시킴으로써 77K, 1T(Tesla)에서 Jc=4×10
3
 A/cm

2
 까지 증가시켰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임계 류 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Quench-and Growth (QMG)법 [5], 

이를 개선한 Melt-Powder-Melt-Growth (MPMG)법 [6] 등이 있다. 실제, Murakami 

등은 MPMG법으로 제조한 YBa2Cu3O7-x 도 시편에서 상당히 높은 Jc값(77K, 0 

Tesla)에서 Jc=1.2×10
5
 A/cm

2
와 Jc=3.0×10

4
 A/cm

2
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 

  한편, 산화물 도체가 높은 자장하에서 큰 Jc값을 가지기 해서는 Lorentz 

force에 의한 자속 이동을 막을 수 있는 피닝 센터의 도입이 필요하다. 럭스 피닝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정면 (twin planes), 층결함 (stacking 

fault), 산소 결핍 역(oxygen defects), (dislocation), 그리고 Y2BaCuO5(Y211) 상

과 같은 비 도(nonsuperconducting) 함유물 등이 있는데, 보통 Y211 상과 같은 

비 도체 입자들이 미세한 입자로서 균일하게 분포할 경우 도체에서 피닝 센

터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7] 인 으로 Y123 상내에 미세하게 분산시킨 

Y211 입자들이 flow pinning을 증가시킴으로써 Jc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

가 있기 때문에 [8] Y-Ba-Cu-O계에서 임계 류 도와 미세조직에 미치는 Y211 상

의 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연구가 집 되어 왔다. 최근까지 진행된 Y211 입자 크

기 향에 한 여러 연구에서 BaSnO3 [8], CeO2 [9], Rh [10], Pt [11]의 첨가가 

Y211 입자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Jc값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Y211의 flux 

pinning site 기구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확실한 것은 Y123 matrix에 Y211 

particle을 첨가시키면 Y123 matrix의 미세조직이 균질화되고 체 으로 임계 류

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Y211 particle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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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도체의 coherence length보다도 훨씬 큰 값을 보이게 되며 Y211 

particle의 크기가 크게 되면 도 시편 내에 crack을 유발하게 되어 도 물성

을 해하게 되므로 Y211 particle의 크기를 미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Y211의 

미세화는 앞에서 언 한 MPMG 공정을 도입하든지 제 2상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그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Y211 입자의 형상과 크기를 제어하는 표 인 

첨가물로는 PtO2, CeO2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제 2상의 첨가물들은 Y211 입자의 

형상뿐 아니라 입자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Nonsuperconducting 입자의 크

기와 련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S. Jin 등은 [12] 이러한 nonsuperconducting 입

자의 크기는 일반 으로 coherence length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의한 

pinning 효과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를 했으며, 이와 반 되는 견해로 R. 

Coote 등 [13] 은 large nonsuperconducting 입자들의 interface가 flux pinnning에 

유리하다는 보고를 했고 이를 입증하는 결과로 M. Murakami 등은 Y211이 각각 다

르게 함유된 YBCO 시편에서의 그 임계 류 도 결과를 토 로 interface가 flux 

pinning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 다.

  한, 산화물 도체에서 입계의 약결합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은(Ag)과 같

은 도성 물질의 x는 수백 Å이므로 속으로 도 입자를 Y-Ba-Cu-O의 x인 

30-40 Å보다 두껍게 코 하면 입계의 약결합을 제거할 수 있다. 매우 얇은 속층

이 입계에 존재하게 되면 자가 도 입계를 통과할 가능성에 한 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

  본 연구 은 지난 십수년간 이 분야연구에 한 투자로 독자 인 도 벌크체

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자결정성장법, 다 종자결정성정법 

등의 제조공정과 럭스 피닝에 이용되는 제 2상 물질 미세화에 한 기술 한 보

유하고 있으므로 도 베어링 제조에 련된 모든 공정의 독자 인 수행  

도체의 국산화를 꾀하여 왔다. 재 개발 기술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세라믹 

도체의 특성 재 성  건 성이다. 베어링에 사용되는 도체가 세라믹이기 

때문에 기계 으로 취약하고, 게다가 내부에 미세균열이나 기공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기공과 균열이 억제된 완  치 체 제

작, 제 2상 미세분산기술 등이 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 한 연구를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양질의 도 베어링용 벌크를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없는 완 치 체 YBCO 벌크를 제조하기 해 종자결정법을 

이용하여 공정변수 의 하나인 냉각속도에 따른 YBCO 벌크내의 기공  분산체 

도  분포 변화에 해 살펴보았으며 Ag 는 앞서 CeO2의 첨가로 인한 부산물

인 BaCeO3을 제 2상 물질로서 첨가함으로써 도 특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용융 침투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앞서 

언 한 melt-grown 방법으로는 부분 으로 다른 Y211의 입자 크기와 농도가 시편의 임

계 류 도 불균일성이 발생되는 한계로 인해 임계 류 도의 향상에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해 용융 침투 방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최종 인 응용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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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질의 YBCO 단결정이 면 화 되어야만 도 에 지 장장치에 이용되는 

도 베어링의 부상력을 안정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에서 면  YBCO 단결정 제조 

라는 주제로 자기부상력  포획자력 분포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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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국외 황  

  YBCO 도의 물질특허는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다. 도 베어링용 

YBCO 벌크체 제조에 한 요한 공정특허는 일본 ISTEC 도 연구센타

(Melt prowder melt growth process)와 Dowa Minning Co(종자결정 성장법, 

Seeded melt texture process), 신일본 제철(YBCO 도체를 제조하는 

Quench melt growth process) 등이 보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YBCO 벌크체를 상용화할 목 으로 연구 인 고온 도 베어

링을 이용한 라이휠 에 지 장장치개발을 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국들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신에 지 산업기술 총합연구기구(NEDO)를 심으로 시코쿠 력

과 미쯔비시 공업이 공동으로 500 Wh  라이휠 에 지 장장치를 개발

하여 장기운  테스트를 완료하고 지난 2005년에 5.7 kWh 을 개발하 다.

미국에서는 Argonne 국립연구소와 보잉사가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Argonne 국립연구소는 1997년부터 1∼5 MWh 용량의 에 지 장장치를 개

발하고 있으며 보잉사는 지난 2005년 설계 용량 10 kWh 을 제작하여 테스

트를 마쳤다. 한, Houston 학은 NASA와 공동으로 월면 망원경(lunar 

telescope)을 도베어링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독일은 Karlsruhe 연구소가 직경 20 cm, 무게 10 kg의 회 체를 50,000 rpm

의 속도로 회 시켜 총 에 지 용량 300 Wh, 출력 10 kVA의 시제품을 제작

한 바 있다.

   제 2  국내 황

  국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도 벌크체 제조에 한 십 수년의 연구 

로 고자력부상력 YBCO 도체 제조기술  제 2상 미세분산기술인 CeO2 

첨가기술, 제조공정시간을 단축하는 다 종자결정성장법들의 연구기술을 확

보하고 있다. 한 력연구원은 원자력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일부 

기술에 한 국내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양질의 YBCO 고온 도체를 이

용한 100 kWh  라이휠 에 지 장장치를 개발 에 있다.



- 17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종자결정법에 의한 YBCO 도체 제조기술

1.  순도 BaCO3분말을 사용한 YBa2Cu3O7-y 도체의 합성 

가. 연구목

  세라믹 고온 도체는 도 상이 일어나는 온도가 77 K이상이기 때문에

[14] 액체질소를 사용한 고효율 도기기의 제작의 장 이 있다. 하지만 세라믹 

도체가 갖는 여러 문제 으로 인해 아직까지 실용화가 미진한 상태이다. 무엇

보다도 고온 도체의 물리 인 특성이 응용에서 요구되는 물성을 만족하지 못하

고 있다.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으로 층상구조에 기인하는 이방성 

류흐름 [15], 결정입계의 약결합 [16]과 세라믹 도체의 취약한 기계  특성을 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 에서도 류의 이방성 흐름이 재료 설계의 가장 큰 걸

림돌이며, 이는 도체의 결정구조, 즉 원자의 배열과 련이 있다. 산화물 

도체에서 도 류는 구리와 산소 층으로 흐르기 때문에 구리-산소 층이 조 하

게 연결된 a-b 면의 자의 흐름이 a-c면보다 상 으로 크다 [17]. 따라서 류특

성이 우수한 도체를 제조하려면 결정입계가 없는 단결정형으로 제조하거나 결

정입계를 일방향으로 배열시켜야 한다 [18].

  도에 여하는 자들은 쿠퍼(cooper) 을 이루어 동시에 이동하므로 쿠퍼

을 형성하는 간섭길이(coherency length)가 길수록 자의 흐름이 용이하다. 불행하

게도 고온 도체는 간섭길이가 매우 짧아서 [19] 류의 흐름선상에 결정입계나 

불순물과 같은 비 도상이 놓이게 되면 류의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래한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도체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은 그 순도가 높아야 하며  

순도의 원료를 사용할 경우 고 류특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세라믹 도체의 제조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되는데, 분말을 혼합하여 

소결하는 고 인 세라믹 분말야 공정과 분말성형체를 녹여서 도 결정이 특

정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용융결정성장법이 그것이다. 분말야 법으로 도체

를 제조할 경우에는 소결조직에 결정입계가 많이 포함되므로 류 도(Jc)가 수 백 

A/cm
2
이하로 매우 낮다 [20]. 반면에 결정성장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류흐름에 

방해가 되는 고각입계의 생성이 억제되고, 자장을 고정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결

함이 결정내부에 생성되기 때문에 수 만 A/cm2의 류 도를 달성할 수 있다 [18]. 

한 불순물이 개입되더라도 결정성장 시에 결정으로부터 배출되므로 도체내로

의 불순원소의 유입은 극도로 제한이 되거나, 일부 주입된 원소 자체나 불순원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세입자가 자장의 고정 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 Jc상승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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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도 으로 당량의 불순물을 첨가하여 도체의 특성을 

향상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 [21,22].

  본 연구에서는 도체의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순도와 고 순도 원료분말(순

도99.75%와99.9% BaCO3)을 사용하여 YBa2Cu3O7-y 도 분말을 제조하 고, 이 분

말을 사용하여 종자결정성장법으로 도 자기부상 에 지 장장치에 사용되는 

단결정형 도 시편을 제작하 다. 합성조건의 최 화를 목 으로 원료물질의 순

도가 도 상의 생성  도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해 비교 검토하 다.  

나. 실험방법

  123 분말합성에 사용된 원료분말은 Y2O3, BaCO3과 CuO 분말이었으며, 실험변수

는 BaCO3 분말의 순도 다. 가의 국산  순도 분말(99.75%)과 BaCO3 (일본 고

순도 화학, 99.9%) 고순도 분말을 선택하 고, 두 경우 모두 Y2O3 와 CuO 분말은 

순도가 99.9%인 동일한 것을 사용하 다.   순도 BaCO3분말의 불순물은 Sr3과 Ca

이 각각 0.05%와 0.02%이고 철과 황, 염소와 수분이 포함되나 그 양은 무시할 정도

로 다. 99.9% 순도의 BaCO3분말에도 불순물로 유사한 원소들이 포함되나 그 양

은 순도 분말에 비해 상 으로 다. 그림 1-1은 원료로 사용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이다. 순도 99.75%인 BaCO3 분말은 입자크기가 3-5 ㎛ 정도이며, 순

도 99.9% BaCO3 분말은 큰 입자가 5 ㎛이고 부분의 입자는 1 ㎛ 정도이다. 나머

지 원료인 Y2O3분말은 각진 형상으로 그 크기가 수 ㎛ 이며 CuO는 1 ㎛ 이하의 

미세분말이었다. 체 인 실험방법을 그림 1-2에 도식화하 다. 분말원료를 사용하

여 800
o
C온도이상에서 하소를 하면 식 (1)의 반응에 의해 도 상인 YBa2Cu3O7-y 

가 생성된다. 

 

1/2Y2O3(s)+2BaCO3(s)+3CuO(s)  → YBa2Cu3O7-y(s)+2CO2(g)+xO2(g)            (1)

 

도 분말을 합성하고자 먼  양이온의 비가 Y:Ba:Cu=1:2:3이 되도록 조성을 설

정한 다음, 체 량이 100 g이 되도록 각 원료의 몰 분율을 결정하여 원료분말을 

울에서 칭량하 다. 이 경우 Y2O3는 15.16 g, BaCO3는 52.89 g, CuO는 31.97g 이

었다.  칭량된 분말은 건식혼합기를 사용하여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1 시간 

동안 혼합하 다. 혼합된 분말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열처리로의 앙에 치

시킨 후, 공기  800oC-880oC에서 하소하 다. 하소된 분말은 x-선 회  검사를 한

후 반응이 완 치 않을 경우, 다시 분쇄하고 온도를 높여 재 하소하는 방식으로 열

처리를 수행하면서 하소온도에 한 123 생성 정도를 분석하 다. 하소가 완료되어 

단상의 도상의 형성이 확인되면 분말을 분쇄하여 소결용 분말로 사용하 다.  

서로 다른 순도의 BaCO3분말로 만든 123 각 분말 7g을 정량하여 직경 20 mm 실린

더형 몰드에서 일축압축공정으로 가압하여 성형체를 만든 다음, 다시 수조에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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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23 powder 합성에 이용된 원료분말의 SEM 사진

(a) 99.75% purity BaCO3, (b)99.9%BaCO3, (c)99.9%Y2O3 

and (d)99.9%CuO powder.

그림 1-2. 실험 차에 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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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가압하여 성형체의 도를 높 다. 냉간가압공정 /후의 성형체의 직경과 높이

는 각각20 mm와 7 mm, 19.6 mm와 6.5 mm로 냉간가압으로 도가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제조된 성형체는 공기  900
o
C에서 5 시간 소결하 다. 

일방향성장된 도 시편을 제조하고자 YBa2Cu3O7-y와 결정구조는 같고 융융 이 

높은Sm1.8Ba2.4Cu3.4O7-y단결정 종자를 성형체의 상부면 앙에 올려 놓고, 성형체의 

하부에는 액상의 손실을 억제하고자 확산방치 Yb2O3층을 깐 다음, MgO 단결정 

에 올려 놓고 용융열처리를 수행하 다. 용된 열처리 공정은 부분용융상태에서 

고상과 액상의 포정반응을 이용시켜 종자에서 커다란 하나의 123결정이 성장하도록 

하는 공정으로, 자세한 열처리 스 쥴은 다른 논문 [2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결

정성장 공정이 완료된 시편은 결정내부로의 원활한 산소주입을 해 상로에서 산

소를 흘리면서 450oC-500oC온도에서 120 시간 동안 열처리하 다. 

  원료분말과 하소분말의 형상과 입도는 주사 자 미경을 찰하 으며, 각 하소와 

열처리 조건에서 생성된 상들은 구리 타겟을 사용한 X-선 회 법으로 확인하 다. 

시편의 도 온도(Tc)와 77K에서의 임계 류 도 (Jc)는 SQUID magnetometer로 측

정된 자화율 곡선으로부터 구하 다.

다. 연구 결과  고찰

  그림 1-3(a)는 순도 99.75%인 BaCO3를 사용하여 하소한 분말의 하소온도에 따른 

X-선 회 패턴이다. 각 온도에 한 123 상의 생성은 2θ=32o부근의 123 상의 주 회

선과 24
o
부근의 BaCO3주 회 상의 변화로 잘 알 수가 있다. 하소온도가 800

o
C의 

경우에는 123 상의 생성은 아주 미미하다. 이 온도에서는 주 상은 미 반응한 원료

의 상들이며 24o부근에 발달된 BaCO3 회 선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소온도가 상

승하면 24
o
부근의 BaCO3주 회 선의 강도는 비례 으로 감소하고 32

o
부근의 123 상

의 회 선의 강도가 증가한다. 870
o
C에서 하소한 회 선의 경우에도 BaCO3회 선이 

찰되지만 880oC에서는 거의 완 한 123 단상의 회 패턴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는 고 인 고상반응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단상의 123 상을 합성하려면 하소온도

가 880
o
C이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 다. BaCO3이 잔류하게 되면 탄소원자들이 입계

에 존재하게 되어 도 특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탄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

소조건을 잘 조 해야 한다. 그림 1-3(b)는 99.9% 순도의 BaCO3분말을 원료로 사용

하여 하소한 분말의 하소온도에 따른 X-선패턴으로, 하소온도에 따른 123 상 생성 

과정이 99.75% BaCO3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실험을 하 을 때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BaCO3의 순도가 123 상의 생성에 그다지 큰 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1-4는 99.75% BaCO3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하소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사

진이다. 800oC에서 하소한 시편에서는 수 1 ㎛크기의 작은 입자와 십 ㎛ 크기의 

agglomeration이 찰된다. 그림 1-3의 X-선 결과에서 이해한 바와 같이, 800
o
C시편

은 123 상의 생성이 아주 미약한 시편이다. 따라서 주사 미경상의 입자들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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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순도가 다른 BaCO3 분말을 이용하여 하소온도롤 변화시키며 측정한 XRD 

patterns  (a) 99.75% BaCO3 and (b) 99.9% BaCO3 powder.

그림 1-4. 99.75% BaCO3 분말을 이용하여 한소온도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SEM 사진 

(a)800oC, (b) 820oC, (c) 850oC and (d) 88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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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분말이거나 원료분말들이 반응해서 형성한 간상 입자들로 생각된다. 하소온

도가 상승하면 큰 agglomeration 입자들은 감소하고 상 으로 작은 크기의 입자

들이 다량 생성된다. 그림 1-3의 X-선회  결과에서 알 수 있었듯이, 850
o
C이상에서

는 123 상이 주 생성상이다. 따라서 높은 하소온도에서 찰되는 상 으로 크기가 

작고 균일하게 분포하는 입자들은 원료들간의 반응으로 생성된 123 상이라 할 수 

있다.  880
o
C는 123상이 100%인 온도로, 하소한 분말은 균일하게 분포하는 수 1 ㎛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된다(그림 1-4(d)).

그림 1-5는 순도 99.9%인 BaCO3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여러 온도에서 하소한 분말

의 주사 자 미경사진이다. 온인 800
o
C에서는 그림 1-4(a)와 마찬가지로 작은 입

자들과 큰 agglomeration이 자주 찰된다.  분말 크기가 그림 1-4(a)에서 찰된 입

자보다 작지만 형상은 비슷하다.  온도변화에 따른 123 상 생성과 련된 입자의 형

상변화에도 별 차이가 없다.  880
o
C에서 하소한 분말 역시 그림 1-3(d)와 같이 그 크

기가 수 1 ㎛ 정도의 입자들로 구성된다 (그림 1-4(d)).  123 도 입자들은 각 구

성원소의 고상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특히 BaCO3가 BaO와 CO2가스로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잠열이 고상반응을 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체의 물성에 한 원료분말의 순도의 향을 조사하고자 서

로 다른 순도의 BaCO3분말로 합성한 123 분말을 사용하여 소결, 결정성장열처리와 

산소열처리를 거쳐 그림 1-6과 같이 일방향으로 성장된 도체를 제작하 다. 시

편의 상부표면에 성장된 결정으로부터 분리한 수 mm 길이의 시편에 해 온도에 

따른 자화율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가 그림 1-7이다.  자화율 곡선에서 측정값이 

마이 스가 되는 부분이 도 상이 시작되는 도 이온도(Tc)이다. 측정결

과에서 알 수 있 듯이, 99.9% 순도와 99.75% 순도 BaCO3분말을 사용한 시편 모두

에서 Tc가 90. 5K로 동일하고 도 이 폭이 매우 가 르다. 이와 같은 격한 

이와 높은 Tc는 123 상의 합성조건과 도특성을 부여하는 산소열처리 공정이 

최 화되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값이다. 한 두 시편의 Tc가 같다는 것은 BaCO3

순도가 도체의 Tc에 특별한 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시편에 

해 인가자장(H//c)에 따른 자화율 곡선을 측정해서 얻어진 값을 Bean model [24]

을 사용하여 액체질소온도인 77 K에서 측정한 임계 류 도(Jc)값이 그림 1-8이다.  

두 시편 모두 자장이 인가되지 않은 0 T에서는 Jc값이 104A/cm2로 같다. 자장이 증

가할수록 Jc가 비례 으로 감소하는 일반 인 경향을 보이지만 자장에 한 Jc 감소의 

민감도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 감소율이 매우 작다.  두 시편 모두
 
2 T의 자장에서

도 Jc가  103A/cm2로 매우 높다. 이는 용융공정으로 제조된 도체 내부에 강력한 

럭스 피닝 치로 작용한다고 알려진 정, , 층결함 등의 미소결함이 결정 내

에 다량 포함되기 때문이다 [25]. Jc를 비교하면, 99.75% BaCO3을 사용해서 만든 시편

의 Jc가 99.9% BaCO3를 사용해서 만든 시편의 Jc 보다 약간 높다. 이는  순도 원료 

내에 있는 불순물입자들이 럭스 피닝효과를 증 시킨 결과일 수 있지만 그 증가 정

도가 매우 작은 것으로 보아 측정오차 범  내에서 무시할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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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99.9% BaCO3 분말을 이용하여 한소온도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SEM 사진 

(a)800
o
C, (b)820

o
C, (c)850

o
C and (d)880

o
C.

그림 1-6. 상부종자결정법에 의해 제조된 Y123 시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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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순도 99.75% BaCO3  99.9% BaCO3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Y123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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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순도 99.75% BaCO3  99.9% BaCO3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Y123 단결

정 시편의 자장에 따른 임계 류 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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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도 원료분말의 상용화 평가를 목 으로 원료를 Y2O3와 CuO는 동일한 것을, 

BaCO3는 순도가 다른 분말(99.75%와 99.9%)을 사용하여 하소온도를 달리하여 

도 분말을 합성하 다. 실험결과 BaCO3분말의 순도에 계없이 880oC이상의 하소온

도에서 수 ㎛ 크기의 단상의 123 도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두 123 분말을 원

료로 사용하여 제작한 소결체에 용융열처리공정을 용하여 일방향으로 성장된 

도체를 만들어 두 시료에 한 최종 도 특성을 측정한 결과, Tc는 두 시편 모

두 90.5K, Jc는 자장이 결정의 c축와 평행한 방향에 해서, 0 T, 77 K에서 

10
4
A/cm

2
, 2T, 77K에서 10

3
A/cm

2
이었다. 두 시편간에 도 온도나 류 도 값

이 특별한 차이가 찰되지 않는데, 이는 BaCO3분말의 순도가 도 분말의 합성

조건이나 단결정형 도체의 특성에 크게 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의  순도 BaCO3분말을 용융공정으로 제작하는 고 자기부상 도 벌크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 Y123 도체내 기공  2차상의 분포 제어를 한 냉각속도의 효과 

가. 연구목

  용융공정으로 제조된 Y-계 고온 도체는 액체질소의 비등 인 77K, 수 테슬라 

이상의 고자장에서 고임계 류 도  강력한 부상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상특성

은 도를 이용한 력 장장치, 특히 라이휠 에 지 장장치나 도 모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라이휠에 장되는 에 지는 도체 에서 부상시킬 수 

있는 무게를 증가시킬수록 많아지므로 부상력이 큰 도 단결정을 제조하는 것이 

요하게 부각된다. 재까지 알려진 YBCO 제조공정 , top seeded melt growth 

(TSMG) 법은 cm 단 의 단결정형 면  시편을 제조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

로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방법은 인 으로 123 성장의 종자를 제공

해주는 seeding 방법을 결합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123 결정의 방 를 원하는 로 

제어할 수 있다. 이때 공정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단결정 성장여부와 성

장된 단결정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공정변수를 최 화하고 큰 사이즈

의 단결정을 제조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TSMG 에서의 공정변수로는 용융온도, 용융시간, 냉각방법, 냉각속도, seeding 방법, 

seed와 기지 성형체의 조성에 한 변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에 

한 분석을 통해 최 의 단결정을 제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  본 

에서는 냉각속도에 한 실험에 한 결과를 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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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Sm1.8 (Sm1.8Ba2.4Cu3.4O7-y) 단결정 seed를 사용하여 TSMG 방법으로 Y123 단결정

을 제조하 다. Sm1.8의 경우, Sm2O3, BaCO3, CuO 분말을 Sm:Ba:Cu = 1.8:2.4:3.4 

가 되도록 정량하고 산소 분 기에서 용융공정으로 열처리하 다. 이 게 제조한 

다결정 시편을 부수면 벽개면인 c-면을 따라 쉽게 쪼개지므로 얇은 Sm1.8 단결정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단결정 조각들을 seed로 사용하 다. YBa2Cu3O7-x (Y123) 분

말로는 독일 Solvay 사에서 구입한 99.9% 순도를 갖는 Y123를 구매하여 사용하

다. Y123 분말 9g 을 칙량하여 직경이 20 mm인 pellet으로 일축 성형하 다. 

열처리 도 , 성형된 도체 벌크 에 놓는 MgO 기 으로 부터의 핵생성이 많

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억제하기 하여 Y123 성형체 에 Yb2O3 분말 2.5g을 일

축성형하여 MgO 기 에 올려놓았다. Yb2O3와 Y123의 반응 계면을 고려하여 9g 

Y123 성형체를 두개를 만들어 겹쳐 올려 놓았다. 

그림  1-9는 MgO 이트 에 올려진 Y123 성형체와 Sm1.8 seed 의 모양을 보

여주고 있으며 그림 1-10은 melt texture 열처리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

듯이 1020℃부터 960℃의 냉각구간에서 냉각속도를 1, 5, 10, 20, 50 ℃/hr로 변화시

켜가며 실험을 행하 다.   

다. 연구 결과  고찰

  그림 1-11에서 보듯이 1℃/hr의 냉각속도로 제조된 Y123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단

결정화 되었음을 볼 수 있고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eed 아래 single domain 

역이 어듦을 알 수 있다. 한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여러 부분에

서 핵생성이 일어나 다결정화 됨을 볼 수 있다. 

그림 1-12는 냉각속도에 따른 열처리된 시편의 upper diameter (윗부분의 지름)를 

측정한 결과이다. 열처리  일축성형한 경우 20 mm의 지름이었던것이 1 ℃/hr에서 

100℃/hr로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름의 평균값이 16.1 mm에서 17.5 mm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960℃의 소결온도에서 2시간동안 소결되면서 도가 높아지

게 되고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어 peritectic 온도를 넘어 1040℃로 올라가면 

Y123 도체가 Y2BaCuO5 (Y211) + 액상으로 바 면서 벌크 내에 있던 산소가 빠

져나가게 되고 내부에 pore가 생성되게 되어 부피가 커지고 도가 낮아지게 된다. 

다시 960℃로 내려가면서 빠져나갔던 산소가 벌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single 

domain을 갖는 Y123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 Y123로 변환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생성된 pore들이 내부에 그 로 남아 있게 되고 

도가 1040℃에서보다는 높지만 소결후보다는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열처리된 시편

을 반으로 쪼개보면 높은 냉각속도에서 제조된 시편일 수록 내부는 빈 공간이 넓어

짐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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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TSMG 실험을 한 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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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여러 냉각속도에 따른 TSMG 실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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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냉각속도에 따른 시편 모양 ( 에서 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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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냉각속도에 따른 시편 윗지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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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은 melt texturing 된 시편을 seed를 심으로 반으로 커 하고 마운 , 폴

리싱을 한후 편  학 미경을 통하여 찰한 사진이다. Pore와 Y211 상을 찰할 

수 있다. 냉각속도에 따른 pore나 Y211 상의 차이는 별로 없음을 볼 수 있다. 참고

로 Y123를 출발조성으로 하 는데 Y211이 많이 찰되는 것은 포정 온도이상에서 

액상이 벌크체에서 흘러나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Y211이 excess한 조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rack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다른 역을 찰한 결과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ingle 

domain의 역이 어들고 여러 방향의 다결정 domain들이 많이 생성되게 된다. 

다결정 역에는 Y211 상이 더 많이 분포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14는 냉각속도에 따른 seed 주변의 pore-free 역을 찰한 학 미경 사

진이다.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ore-free 역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표면근처

에는 산소의 공 이 원활함에 따라 액상확산이 활발하고 이에 따라 pore가 채워지

는 효과가 있는데 냉각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Y123 growth rate 에 한 구동력이 

커지게 되고 포정온도 이상에서 생성된 pore를 채워  시간  여유가 없어지기 때

문에 pore-free 역이 어들게 된다.

라. 결론

  Sm1.8 단결정 seed를 사용하여 top seeded melt growth (TSMG) 법으로 포정온

도 (peritectic temperature)를 지나는 cooling rate를 변화시켜가며 Y123 단결정을 

제조하 다. Cooling rate가 1℃/hr에서 50℃/hr로 증가함에 따라 seed 아래 single 

domain이 어들었으며 pore-free 역이 감소하 다. Y211의 경우 냉각속도에 

계없이 시편 체 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다결정화된 부분에서 Y211 상의 증가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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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C/hr 10 oC/hr

20 oC/hr 50 oC/hr

그림 1-13. 냉각속도에 따른 학 미경 사진

1 oC/h 5 oC/h

10 oC/h 20 oC/h

그림 1-14. 냉각속도에 따른 pore-free 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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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BCO 도체의 포획자력 측정  분석 

가. 연구목

  잉여 력을 장하기 한 에 지 장장치가 성공 으로 실용화되기 해서는 

규모 에 지 장능력, 기존의 송  설비와의 호환성, 렴한 비용, 환경오염 방

지, 그리고 높은 내구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도체를 이용한 라이휠 장치의 

응용은 기 발  비용 감, 에 지의 효율 인 장, 그리고 환경을 일 수 있

다, 이외에도 라이휠을 에 지 장장치에 응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 들이 있다. 

를 들면, 응용범 가 범 하며 목 에 따라 용량과 규모를 조 할 수 있고, 에

지 입출력의 양과 시간을 자유롭게 조 할 수 있고, 장소설정에 제한이 없으므로 

에 지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에 지 도가 다른 시

스템에 비해 상 으로 높다. 이러한 장 들을 활용함으로써 라이휠 에 지 

장장치의 응용분야는 다양하다. 철의 력 장, 컴퓨터로의 안정된 류공 , 

용량설비(핵융합 tokamak 등)로의 순간  력공 , 그리고 규모의 잉여 력 

장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라이휠 에 지 장장치의 핵심요소인 도 베어링에 

사용되는 YBCO 도체와 구자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포획자력을 측정하기 

한 장치 설계  제작 그리고 측정하고자 한다.

나. 실험방법 

  도체와 구자석 간에 작용하는 반발력  인력, 포획자력을 측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Levitation measurement system 와 trapped magnetic field 

distribution system을 제작하 다. Levitation measurement system는 구자석을 

부착시켜 상하 이동하는 이송부와 도체를 77K의 액체질소온도로 냉각시키는 

온조로 나 어진다. 이송부는 모터를 사용하여 기동하고 속도를 조 할 수 있다. 

이송부의 끝단에 Load cell을 부착시켜 구자석과 도체 간의 힘을 측정할 수 

있게 하 다. 측정되는 힘의 신호는 Indicator로 받음과 동시에 X-Y Recorder로 기

록할 수 있다. 

  Trapped magnetic field distribution system은 도체를 몰드에 고정시킨 후 

자화시키며 냉각한다. 자화된 도체는 측정부인 Hall sensor 가 시편의 치수로 

스캔하며 포획된 자력을 측정한다. 도체의 자화방법은 Field Cooling과 Zero 

Field Cooling의 방법이 있다. 도체를 자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77K로 

냉각시킨 후, 냉각된 도체에 구자석을 근시키면 가해지는 자력선의 부분

은 도체의 자기차폐에 의해 반발된다. 이 경우를 Zero Field Cooling(무자력냉

각, ZFC)이라 한다. 한, 도체를 냉각시키기 에 자석을 근시키면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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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자기부상력 측정 시스템

그림 1-16. 포획 자력 분포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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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자력선이 침투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도체를 냉각하 을 때, 도체 내

에 자력을 보유한 상태가 된다. 이를 Field Cooling(자력냉각, FC)라고 한다. Field 

Cooling과 Zero Field Cooling 시, 도체와 구자석 간의 자력특성을 상이하므

로 본 실험에서는 두 냉각 방법에 따른 부상, 자화특성으로 실험하 다.   

다. 연구 결과  고찰

  그림 1-17은 Field Cooling된 YBCO 벌크 도체의 Trapped magnetic field 

distribution의 결과 이다.

YBCO 도 시편들의 포획자력을 측정하기 하여 자장의 세기가 3.33kG이고 

40mm X 30mm의 Nd-B-Fe 구자석을 사용하 다. 이 자석과 도시편이 서로 

한 상태에서 냉각시킨 후 자석을 떼어내고, Hall sensor로 1mm 간격으로 스캔하

며 포획자력의 크기를 측정하 다. 그림 1-17은 3차원 으로 얻어낸 포획자력의 분

포를 나타낸다. 고온 도체의 자기 부상력은 도체에 가해진 외부자기장의 

크기와 도 결정에서 형성되는 차폐 류의 크기와 비례한다. 차폐 류는 도 

결정내에 제한되고 그 크기는 결정립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부상력을 높이려면 

결정립이 큰 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용융공정으로 제조한 YBCO 도는 럭

스 피닝능력이 크고 결정립을 수 cm크기로 크게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부

상력이 가장 뛰어나다. 용융공정 에서도 결정립이 큰 도체를 제조하는 공정

은 YBCO 성형체 에 종자를 심고 열처리하는 종자 결정성장법이다. 이 방법은 

YBCO 성형체 에 종자결정을 심고 성형체를 부분 으로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하

여 종자로부터 YBCO 도 결정이 생성되게 하는 공정이다. YBCO의 용융공정 

 종자결정 성장 시 사용하는 종자의 수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제까지 용된 

종자결정 성장법에서는 YBCO 성형체 윗면 앙에 1개의 종자를 올려놓은 후 용융 

열치리하 다. 만약, 성형체 윗면에 n개의 종자결정을 올려 놓고 결정을 성장시키

면, 각 종자에서 도 결정들이 독립 으로 성장하므로, 이론 으로 도체의 

성장속도를 n배로 증가시킬수 있다. n개의 종자를 모두 같은 방 로 성형체 에 

심으면 시편 체의 결정방 를 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정 

입계의 특성을 조 하는 것이 요하다. 도체의 물성, 특히 포획자력은 입계특

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n개 결정입계를 잘 결합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Y123 결정

들의 결정입계가 약하게 결합되면 이로 인해 결정입계에서 도 특성이 하될 

수 있다. 도 결정을 단 시간에 성장시키면서 물성 하를 최소화하려면 결정방

가 동일한 종자결정을 사용하고 성장한 결정입계의 미세조직을 히 제어하여 

각 결정들을 강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그림 1-17은 종자(seed)의 개수에 따라 성장

된 multi grain을 갖는 용융공정으로 제조된 YBCO 도체의 측정 결과이다. 그

림 1-17은 각각 2grain, 4grain을 갖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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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multi grain YBCO Bulk의 포획 자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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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단결정 YBCO Bulk의 자기부상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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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은 YBCO 도체의 무자력냉각과 자력 냉각에 의한 부상력 곡선을 나타

낸다. 구자석을 도체 에 근시킴에 따라 도체내에 자장의 변화에 의

한 유도 류가 생기게 된다. 이 유도 류는 자장의 변화를 없애려는 방향, 즉 구

자석을 후퇴시키려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을 형성시켜 도체와 구자석간의 반

발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구자석을 후퇴시키면 외부자장변화에 의해 구자

석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도체내에 유도자기장이 형성되어 인력이 증가한다. 

구자석을 도체 에 근/후퇴시킴에 따라 생기는 부상력곡선은 그림 1-18의 

좌측과 같은 이력곡선을 그린다. 이러한 비가역 인 이력 상을 보이는 이유는 

구자석의 자속선이 차폐 류를 뚫고 도체내에 고착되어 도체가 자화되기 

때문이다. 자화된 도체는 비가역 인 이력곡선이 된다. 그림 1-19의 우측 그림

은 자력 냉각에 의해 구자석의 이동에 따른 부상력곡선을 나타내는 데, 무자력냉

각과 같이 비가역 인 이력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  반발력은 무자력냉각

시에 약 48.3N, 자력냉각시에는 19.2N으로 반발력은 무자력냉각에서 커짐을 알 수 

있었고 인력은 자력냉각시에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무자력냉각보다 자력냉각 

방법으로 도체를 냉각시킬 때 더 많은 자속이 고착되기 때문이다. 

라. 결론

  도체와 구자석 간에 작용하는 반발력  인력, 포획자력을 측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Levitation measurement system 와 trapped magnetic field 

distribution system을 제작하 다. 구자석의 이동에 따른 부상력곡선으로부터 반

발력은 무자력냉각에서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고 인력은 자력냉각시에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무자력냉각의 즉, 무자력냉각과 자력 냉각방식에 따라 도체와 구

자석 간에 작용하는 반발력  인력의 크기가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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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용융 침투 공정을 이용한 YBCO 벌크 복합체 제조기술

1. 침투 공정  액상 농도가 Y211 미세 구조에 미치는 효과

가. 연구목

  양질의 도체를 제조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기본 인 목표이다. 이를 해서 

균질성, 분포, 크기, 형태, 결정 성장거동과 같은 미세구조에 을 맞추었다. 

도성을 띄는 Y123 결정립 내의 Y211 입자의 분포  크기 그리고 양은 도성 

제어에 있어 요한 변수들이다. 

침투  성장 공정은 용융 공정으로 YBCO 시편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다. 

이 유일한 액상 침투  종자 성장 공정은 두 가지 구별된 단계로 구성된다. 액상 

침투 단계에서, 답해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침투 구동력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다. 

많은 변수들이 Y211 리폼 도, 포정 온도 이상에서 리폼의 유지 온도  시간, 

Y211 리폼  액상 공  리폼의 무게 비율과 같은 변수들이 액상 침투 공정과 

련되어 있다. 공정의 최 화를 해서는 이런 변수들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결

정 성장 단계에서는, 포정 온도를 지나는 냉각 속도가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성장 단계에서 퀜칭 시험을 통해 액상 침투  종자 성장 공정의 메커니즘을 규명

할 수 있다.

  Y2BaCuO5 (Y211)상은 Y-Ba-Cu-O (YBCO) 시스템에서 요한 구성 요소로서 

YBa2Cu3O7-δ (Y123)의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양질의 도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Y123 도상 기지 내에 Y211 입자의 크기  분포가 작은 자기

장에서부터 당한 자기장에 이르기까지 임계 류 도 (Jc) 향상과 직 으로 연

되어 있음은 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인 응용을 해 희토류계 물질의 특

성을 최 화하기 해 다양한 희토류 RE-Ba-Cu-O 계의 조성  형상에 한 많은 

세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Y123 기지 내에 Y211 입자의 균일한 분포는 

벌크 시편 체의 균일한 도성을 달성하는데 필수 이다. Y211 입자의 핵생성 

 성장에 한 명확한 이해 없이,  용융 공정으로 제조된 YBCO에서의 Y211 입자

의 양과 형상을 최 화하기 해 수많은 경험  공정들이 수행되어 왔다. 미세한 

Y211분말을 통한 구체 분말의 보강은 용융 공정화된 미세구조에서, 함유된 입자

의 미세화를 일으켜 더욱 큰 결정립의 성장을 가져온다.

  용융 공정화된 YBCO 도체는 큰 자기 부상력과 큰 임계 류 도로 인해 

부상  류 수송 응용에 있어 주목받는 물질이다. 도체의 부상력은 결정립 

내에 생성된 자기 류 폐회로의 함수이다. 따라서, 큰 부상력을 달성하기 해서는 

큰 단결정 결정립을 가진 YBCO 도체를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결정 

YBCO 시편을 제조하는 데 두 가지 방법 즉, 서냉과 과냉각이 있다. 성장한 Y123 

결정립의 특성은 Y123 결정의 성장 속도에 강하게 좌우된다. 서냉법의 경우, Y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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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립의 성장 속도는 서냉 동안 지속 으로 변한다. 

  본 연구에서는 Y211의 미세구조에 액상 농도가 미치는 효과에 해 알아 볼 것이

다. 게다가, 자기장 하에서 류 수송 특성을 얻기 한 Jc 측정 한 본 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원료 분말은 Y2BaCuO5 (Y211) (99.9%)이다. Ba3Cu5O8 은 액상 

공 원으로 사용되었다. Y211 리폼은 300 MPa 의 일축 압력을 가해 비하 다. 

본 연구에서, Ba3Cu5O8 (0, 5, 10, 15 wt%)은 Y211과 혼합되었다. 이 분말은 무게를 

측정한 다음, 볼 링법을 통해 에탄올을 사용하여 24 시간동안 혼합되었다. 볼 링

된 분말은 에탄올을 증발시키기 해 진공에서 건조되었다. 건조된 분말은 막자사

발에서 으깨어 진후, 강철 몰드에서 일축으로 압력을 가한 다음, 등정 으로 압력을 

가해 펠렛을 만들었다. 이 펠렛은 기  에 놓여져 그림 2-1에 보여지는 온도 추이

에 따라 용융 정렬화 (melt texturing)를 해 열처리로 안에 치하게 된다. Sm123 

종자는 결정 성장에 사용되며 MgO 단결정은 Y211과 기  간의 심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용융 공정을 한 기 으로 사용되었다. 

미세구조는 폴리싱  에칭된 표면에 한 학 미경 사진(OM)을 통해 분석되었

다. 용융 정렬화된 미세구조에 한 상 분석은 SEM을 통해 수행하 다.

다. 연구 결과  고찰

  그림 2-2는 0, 5, 10, 15 wt%의 Ba3Cu5O8를 첨가한 Y211의 학 미경 사진이다. 

구형이 없는 공간과 더불어 많은 구형 기공이 Ba3Cu5O8를 첨가한 Y211에 존재함을 

그림 2-2에서 볼 수 있다. 액상에서 구형의 기공은 그들 안에 포획된 가스의 존재를 

의미한다. 포정 반응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작은 기공은 기공으로부터 산소가 방출

됨에 따라 액상으로 채워지는 반면, 남은 채워지지 않은 기공들은 Y211 결정이 응

고되면서 함께 포획된다. Y123 상의 도성과 기계  특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

기 해서는 Y123 기지 내에 Y211 입자의 분포를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

다. Y211의 균일한 분포를 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구형의 Y211 

없는 역과 Y123상의 특정 결정학  방 를 따른 Y211의 편석이 그것이다. 구형의 

Y211 없는 역의 형성은 Y123상의 비정조성 용융동안 가스(산소) 발생으로 인한 

구형의 기공 형성에 기인한다. Y211의 입자 크기는 Ba3Cu5O8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그림 2-2로부터 찰되었다. 단결정 종자의 윗면으로부터, 단결정은 Ba3Cu5O8의 양

이 증가함에 따라 단결정을 만들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 한 찰되었다.

그림 2-3은 0, 5, 10, 15 wt%의 Ba3Cu5O8를 첨가한 침투된 Y211의 SEM 미세구조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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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액상 침투 공정에 한 온도 추이 도표

그림 2-2. 0, 5, 10, 15 wt%의 Ba3Cu5O8를 첨가한 Y211의 학 미경 미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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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0, 5, 10, 15 wt%의 Ba3Cu5O8를 첨가한 침투된 Y211의 SEM 미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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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으로부터, Ba3Cu5O8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Y211 입자 크기도 감소하는 것 

한 찰할 수 있었다. 

라. 결론

  학 미경과 SEM 미세구조 결과로부터, Ba3Cu5O8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Y211 

입자 크기도 감소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단결정 종자의 윗면으로부터, 단결정

은 Ba3Cu5O8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단결정을 만들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 한 

찰되었다.

2. Infilration 방법으로 만든 YBCO벌크의 미세구조와 임계 류 도에 한 소결 온도 

효과

가. 연구목

   Melt-grown 방법으로 만든 Y123+Y211 벌크에서 Y211입자는 자장유속 피닝 효과에 강

한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 으로 다른 Y211의 입자 크기와 농도가 시편의 임

계 류 도 불균일성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melt-textured 공정으로 만든 벌크에서의 입

자 크기와 분포를 잘 조 하는 것이 요하다 이 벌크에서 , 가장 큰 한계 은 고온 

도체인 YBCO의 임계 류 도 값이 작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에 한 원인으로는 두 가

지가 상되는데 먼 , 입계에서 구조  불연속이성이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입계에

서 2차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Y123 상 (YBa2Cu3O7) 이라 불리는 화합물은 여러 실용 

가능한 제품 에서 가장 각  받는 고온 도체이다. 다음과 같은 화학반응을 한다.

Y2BaCuO5 + (3BaCuO2 + 5CuO)   →         2YBa2Cu3Ox.

이 연구의 목   하나는 Infiltration 방법을 이용한 YBCO 벌크 도체 제조공정 개발

과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세한 Y211 분말을 이용하여 만들면 이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장 주안 을 두었고 소결이 YBCO에서 

Y211의 미세구조와 도 특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조사하 다. 재 우

리 연구에서 우리는 합성을 주사 자 미경과 학 미경의 이미지 공정을 통해 테스

트했다. 우리는 Y211 입자 농도 더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우리는 

한 이 에 여러 온도에서 YBCO를 소결하여 그에 따른 도 특성을 발표한 바 있다. 시

편의 미세구조를 SEM과 OM을 이용하여 연구하 다.



- 41 -

나. 실험방법

 

  여러 온도(900℃, 1000℃, 1100℃ and 1200℃)로 공기 에서 소결하여 여러 기공 도를 

가진 Y211을 비한다. 이 게 비된 Y211을 Infiltration방법으로 Ba3Cu5O8와 반응시켜 

Y123형태를 만든다. Sm123를 종자로 이용하여 Ba3Cu5O8 pellet을 Y211 형틀아래 치시

킨다. 요약해서, 시편을 1050 ℃까지 100 ℃/h 로 올리고 1시간 동안유지, 짧은 시간 동안

이 상태로 유지한 후, 이 시편을 포정 반응 온도인 1020℃ 까지 20℃/h의 속도로 내려주

고, 980℃ 까지 1℃/h 속도로 천천히 내려  후, 끝으로 실온까지 내려 다. 그리고 SEM 

과 OM으로 시편의 미세구조를 찰한다.

Infiltration 공정 후, 시편을 산소 분 기, 450~500℃에서 100 시간 동안 어닐링 해주었다. 

SQUID를 이용하여 임계 류 도 (Jc) 를 측정하고,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을 이

용하여 폴리싱/식각된 표면의 미세구조를 찰하 다.

다. 연구 결과  고찰

  여러 온도에서 소결한 각각의 시편에서, 단결정 입자 성장이 종자결정으로부터 일어난

다. 종자에서 시편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성장 하면서 Y123 단결정 입자의 핵생성과 성장

이 하게 조 된다.

 Infiltration 공정을 수행하기 에, 그림 2-4 (a, b, c)와 같이 SEM을 이용하여, 소결 효과

를 확인하 다. 이 결과로부터, 900℃ 에서 소결한 시편의 Y211입자 모양이 집된 형태

의 시편과 유사함이 찰되었고, 이것은 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소결 

온도가 올라가면서, 집화가 되고 기공이 어들고, 입자 성장이 일어난다.

 그림 2-5는 infiltration 공정 후 여러 온도에서 소결한 YBCO 시편의 학 미경으로 

찰한 미세구조를 보여 다. 이것은 소결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차 작아

짐을 보여 다. 기공이 작아짐에 따라 더 높은 Jc 가 상된다. 기공의 형성은 Y123의 

melting proess 동안 기체(산소)가 발생하여 생긴다.

그림 2-6(a, b, c)는 attrition milling으로부터 얻어진 미세분말을 이용하여 melt-textured

하여 만들어진 시편을 폴리싱과 식각을 한 후 표면을 찰한 모습을 보여 다 소결 과정 

동안 입자의 편차가 심하게 생김을 볼 수 있다. SEM 찰에서, 높은 온도에서 소결한 시편

의 Y211 입자분포가 낮은 온도에서 소결한 시편에 비해 더 균질하고, 이것이 Jc 값을 향상

시킨다.

그림 2-7은 소결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만든 여러 소결온도가 다른 시편의 77K에서의 Jc값

을 나타낸다. 그리고 가해주는 자장의 크기를  증가시켜 5T에 가까워짐에 따라 Jc값

이 같아진다. 이것은 소결 효과가 꼭 높은 자장하에서 Jc 값에 좋은 향만을 미치지 않음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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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 compacted sample            2) 900℃                                  3) 1000℃         

 

                                  4) 1100℃                            5) 1200℃

그림 2-4.  용융 침투 공정 에 다양한 온도에서 소결된 Y211의 SEM 사진

  

           1) As compacted sample              2) 900℃                               3) 1000℃    

                            

                                 4) 1100℃                        5) 1200℃         

그림 2-5. 다양한 온도에서 소결된 용융 정렬된 YBCO의 학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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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 compacted sample                  2) 900℃                               3) 1000℃ 

 

                                             4) 1100℃         5) 1200℃

그림 2-6. 다양한 온도에서 소결된 용융 정렬된 YBCO의 SEM 사진

0 1 2 3 4 5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Jc

(A
/c

m
2 )

Applied Field(T)

 without sintering
 900oC
 1000oC
 1100oC
 1200oC

그림 2-7. 다양한 온도에서 소결된 YBCO의 자장하에서의 임계 류 도 (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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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 compacted sample                      2) 900℃                                    3) 1000℃ 

  

                           4) 1100℃                                    5) 1200℃

그림 2-8. 다양한 온도에서 소결된 YBCO의  77K에서의 포획 자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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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소결을 하면 Y211입자간 결합력이 증가하여 Y211의 집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소결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Y211내의 기공 크기가 작아짐을 찰할 수 있

었고 한 Y211 입자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의 결과를 종합하여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계 류 도가 규칙 으로 증가하며 포획자장 역시 규칙 으로 증가하며 1200℃

의 소결온도에서 0.3 Tesla 이상의 포획자력을 가짐을 확인하 다.

3. 용융 침투 방법으로 만들어진 Ag 가 첨가된 YBCO 벌크 도체에 한 소결

효과

가. 연구 목

  

  높은 임계 도 온도를 가지는 산화물 도체는 매우 흥미로운 재료여서 단 

결정 벌크와 박막 고온 도체에 한 연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머지 않

아 속 도 재료를 체 시킬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아직 고온 벌크 도

체를 실용화하기 해서는 기계  성질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 이러한 어

려움들을 극복하기 해 Y123의 미세조직을 변화시켜 임계 류 도, 기계  성질

의 향상을 해 근본  원인 조작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용융 침투 방법으로 Ag를 첨가시킨 YBCO 벌크 도체를 만들어 

도 특성을 향상시키고, 소결 효과를 이용하여 YBCO 벌크 도체의 미세조직

을 변화시켜 도성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고 있다. 

나. 실험 방법

  5 wt.%의 Ag와 Y211 분말을 에탄올로 섞어 볼 링하여 섞어  후, 진공상태에서 

에탄올을 날려 건조시켜 주었고, 이 분말을 일축 압력기를 이용하여 펠렛을 만들어 

주었다. 이 게 만든 록색 펠렛을 900, 1000 그리고 1200
o
C에서 소결해 주었다. 

소결 후, 용융 침투 방법을 이용하여 YBa2Cu3O7-x(Y123) 단결정을 만들어 주었다. 

이 때의 열처리 공정은 소결된 시편을 100
o
C /h의 승온속도로 1030

o
C까지 올려서 

1시간 동안 유지시켜주고, 공정반응 온도인 1020
o
C까지 20

o
C/h 의 속도로 내려

다. 그리고 978 oC까지 1oC /h로 천천히 내려  후, 노냉시켜서 상온까지 온도를 

내려 다. 학 미경(OM)과 주사 자 미경(SEM)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찰하

고 SQUID를 이용하여 임계 류 도 값과 임계 이 온도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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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  고찰

  소결 공정을 거친 시편은 소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크기가  작아지고 도

가 높아짐을 찰할 수 있었다.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그림 2-9 (a)-(c)에

서처럼 Y211입자들의 본래 모양으로 만들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0과 그림 2-11은 용융 침투 방법으로 만들어진 Ag 도핑 시편의 학 미경

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이다. 미경 분석결과, 높은 온도에서 소결한 

Ag 도핑 시편일수록 Y211 입자의 크기가 작고, 입자 분포도가 균일함을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Ag의 경우, 그림 2-10과 그림 2-11에서처럼 Ag의 녹는 은 962℃ 

부근이므로 높은 소결 온도에서는 Ag가 녹아 입자들이 재결정되어, 응집되므로 Ag 

입자의 크기는 Y211 입자와 달리 소결 온도와 상 없이 비슷함을 볼 수 있었다. 그

리고, 주목할 은 1100
o
C와 1200

o
C에서 소결된 시편은 표면에 기공과 크랙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공률을 소결 공정을 통해 조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2는 c축 방향과 평행하게 가해진 자장하에서 2.5x2x2.5 mm
3
로 잘라진 여

러 온도에서 소결한 Ag 도핑 Y211 시편의 임계 류 도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소결 온도를 높여 에 따라 Ag가 도핑 된 Y211 시편의 임계 

류 도 값이 체계 으로 향상되었다. 자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1200
o
C에서 

1.4x10
4
A/cm

2
,소결을 하지 않은 시편의 임계 류 도 값이 8.3x10

3 
A/cm

2
인이 나

와서, 1200oC에서 소결을 한 시편의 임계 류 도 값이 소결하지 않은 시편에 비

해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냈다. 

  미세한 Y211 입자들이 넓게 분포하고, 기공률이 낮고, Ag가 나타나는 시편에서 

매우 높은 Jc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온도에서 소결된 시편에서는 Ag 입자들이 

편석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편석 된 Ag 입자는 YBCO 결정립을 고

정 시켜서 미세한 결정립들이 만들어 진다. 이 결과는 미세 구조 찰과 잘 일치한

다. 그림 2-13은 여러 온도에서 소결 되어진 Ag 도핑 된 Y211 시편을 용융 침투 방

법으로 만들어진 도체의 Tc값을 나타낸다. Ag 도핑 된 Y211을 소결한 시편들 

사이에 Tc값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을 보면 Tc,onset이 90K을 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고, 이것은 좋은 도 벌크 시편임을 의미한다.

라. 결론

  

  Ag 도핑 된 Y211 시편을 여러 온도에서 소결한 후 단결정 YBCO 도체를 용융 

침투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기공률이 고 미세화 된 Y211입자들이 균일하게 분

포된 시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Ag 입자는 불균일하게 분포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결 온도를 높임에 따라 향상된 Jc 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작고 고르게 분포한 Y211 입자와 은 기공과 Ag 입자의 향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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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여러 온도에서 소결된 Ag 도핑 Y211 시편의 SEM 사진 (a) As 

compacted sample, (b) 900
o
C, (c) 1200

o
C

   

  

 그림 2-10. 용융 침투 방법으로 만들어진 Ag 도핑 된 YBCO 벌크 도체의 학

미경사진 (a) As compacted sample (b) 900oC, (c) 1200oC  

 

  

그림 2-11. 용융 침투 방법으로 만들어진 Ag 도핑 된 YBCO 벌크 도체의 주사

자 미경 (a) As compacted sample, (b) 900
o
C, (c) 12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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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여러 온도에서 소결한 샘 의 77K에서 측정한 임계 류 도 값 (Jc)

  

그림 2-13. 여러 온도에서 소결한 샘 의 임계 이 온도 값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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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융 침투 방법으로 만든 YBCO 벌크 도체의 BaCeO3첨가에 따른 도 특

성 변화

가. 연구 목

  최근 발견된 고온 도체를 응용기기에 용하기 해 세계 으로 도 재료

의 원리와 개발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리 알려진 도체

로는 높은 Jc와 Tc 값을 가지는 YBa2Cu3O7-x(Y123) 화합물이 있다. 응용기기를 개발

하기 해서는 Jc, Tc 그리고 기계  성질 (견고성, 인성 등) 이 요하다. 이러한 특

성을 향상 시키기 해 이와 직  연 성이 있는 미세구조를 조작하는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YBCO 벌크 도체에 BaCeO3를 첨가 

했을 때에 도 특성과 기계  성질에 한 연구를 실행 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BaCeO3와 Y211 입자를 함께 존재 할 경우 BaCeO3이 끼치는 

향에 해 연구했다. 미세한 크기의 BaCeO3를 합성하여 Y211 분말과 섞어  후, 

용융 침투방법으로 단결정립의 Y123를 만들어 주었다. 미세한 크기의 BaCeO3를 합

성하여 Y211 분말과 섞어  후 용융 침투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Y123단결정 

내 두 입자상 (BaCeO3와 Y211) 의 크기와 분포도를 찰 하 고, Jc값을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 연구하 다. 

 

나. 실험 방법

  일반 인 분말 하소 방법으로 BaCO3와 CeO2분말 (99.9% purity) 을 이용해 

BaCeO3제조하 다. BaCO3와 CeO2를 볼 링을 이용하여 골고루 섞어  후 공기  

에서 건조시킨다. 이 게 만들어진 혼합물을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 한 후 분쇄시켜

서 분말을 만들어서 BaCeO3단일 상을 합성하 다. 그리고 BaCeO3 분말(5~45%)을 

Y211과  볼 링으로 섞어주고 진공 상태에서 건조시켜주었다. 건조된 분말을 철몰

드 속에 넣고 일축 압력기로 어서 펠렛을 만들어  후, 용융침투방법으로 YBCO 

단결정을 만들기 해 열처리를 해주었다. Box furnace에서, 온도를 1040℃까지 10

0℃/h로 올리고 1시간 동안 유지시켜  후, 공정반응을 해 980℃까지 1℃/h 로 

천천히 온도를 내려주고 80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시켜  후 상온까지 노냉시켰다. 

이 게 만들어진 단결정 시편을 450℃와 500℃에서 100시간씩 산소 어닐링 시켜줬

다.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식각을 해  시편의 미세구조를 학 미경 (OM)을 이용

하여 찰하 고, 주사 자 미경 (SEM)을 이용하여 상 분석을 실행한 후, SQUID

로 도 특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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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고찰

  조성을 변화 시켜주면서 BaCeO3를 첨가하여 용융 침투 방법으로 만든 시편이 종

자로부터 성장이 시작되어 단결정을 만들었다. 그림 2-14에서 보듯이 Jc값은 BaCeO3

의 첨가량을 늘려줬을 때 40% 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 다. 

77K, self-field에서 40% 첨가한 시편의 Jc값은 9x10
4
A/cm

2
이다. 이 값은 BaCeO3를 

넣지 않은 시편의 Jc값인 1.7x10
4
A/cm

2
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높은 값이다. 이

게 높은 Jc값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BaCeO3에 의해 미세화 된 Y211 입자가 고

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BaCeO3 자체도 럭스 피닝 역할을 한다. BaCeO3를 넣어  것이 Tc값에

는 별 향을 끼치지 않았다. Tc,onset값이 90K 이상인 것을 그림 2-1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시편이 양질의 시편임을 의미한다. 

  그림 2-16은 BaCeO3를 35%와 45% 함유한 시편의 Y211의 미세구조를 학 미

경으로 찰한 결과이다. BaCeO3의 첨가량이 40%까지는 Y211의 입자 크기가  

더 작아지고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40% 이상에서는 BaCeO3입자들이 서로 응집되

어지고, Y211의 분포도 고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자세한 미세구조는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할 정 이다. 

라. 결론

  용융 침투 방법으로 BaCeO3의 조성을 변화 시켜주면서 첨가하여 YBCO 단결정을 

제조하 다. BaCeO3의 첨가량이 40%까지는 Y211의 입자 크기가  더 작아지고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40% 이상에서는 BaCeO3입자들이 서로 응집되어지고, Y211의 

분포도 고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미세조직과 연 되어 임계 류

도값 역시 40% 이상의 BaCeO3 입자를 첨가한 경우에 임계 류 도가 감소하 다. 

BaCeO3의 첨가에 따른 YBCO의 임계 류 도가 향상된 원인으로는 BaCeO3에 의

해 미세화된 Y211 입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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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용융 침투 방법으로 BaCeO3를 첨가한 Y211 시편의 Jc–B그래

  

그림 2-15. 용융 침투 방법으로 BaCeO3를 첨가한 YBCO 시편의 임계 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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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용융 침투 방법으로 BaCeO3를 첨가한 시편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식

각하여 은 학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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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Y-계 면  도제조 기 기술

1. Y123 도체 단결정 성장에 한 냉각속도의 효과 

가. 연구목

  

  용융공정으로 제조된 Y-계 고온 도체는 액체질소의 비등 인 77K, 수 테슬라 

이상의 고자장에서 고임계 류 도  강력한 부상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상특성

은 도를 이용한 력 장장치, 특히 라이휠 에 지 장장치나 도 모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라이휠에 장되는 에 지는 도체 에서 부상시킬 수 

있는 무게를 증가시킬수록 많아지므로 부상력이 큰 도 단결정을 제조하는 것이 

요하게 부각된다. 재까지 알려진 YBCO 제조공정 , top seeded melt growth 

(TSMG) 법은 cm 단 의 단결정형 면  시편을 제조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

로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방법은 인 으로 123 성장의 종자를 제공

해주는 seeding 방법을 결합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123 결정의 방 를 원하는 로 

제어할 수 있다. 이때 공정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단결정 성장여부와 성

장된 단결정의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공정변수를 최 화하고 큰 사이즈의 단

결정을 제조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TSMG 에서의 공정변수로는 용융온도, 용융시간, 냉각방법, 냉각속도, seeding 방법, 

seed와 기지 성형체의 조성에 한 변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에 

한 분석을 통해 최 의 단결정을 제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  본 

에서는 냉각속도에 한 실험에 한 결과를 언 하고자 한다.  

나. 실험방법 

  Sm1.8 (Sm1.8Ba2.4Cu3.4O7-y) 단결정 seed를 사용하여 TSMG 방법으로 Y123 단결정

을 제조하 다. Sm1.8의 경우, Sm2O3, BaCO3, CuO 분말을 Sm:Ba:Cu = 1.8:2.4:3.4 

가 되도록 정량하고 산소 분 기에서 용융공정으로 열처리하 다. 이 게 제조한 

다결정 시편을 부수면 벽개면인 c-면을 따라 쉽게 쪼개지므로 얇은 Sm1.8 단결정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단결정 조각들을 seed로 사용하 다. YBa2Cu3O7-x (Y123) 분

말로는 독일 Solvay 사에서 구입한 99.9% 순도를 갖는 Y123를 구매한 후, 혼합과 

분  공정을 거쳐서  Y1.5Ba2Cu3O7-x + 1wt% CeO2로 만들었다. 이 도 분말 

150g 을 측량하여 46.7×46.7×18.8 mm인 pellet으로 일축 성형하 다. 

열처리 도 , 성형된 도체 벌크 에 놓는 MgO 기 으로 부터의 핵생성이 많

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억제하기 하여 Y123 성형체 에 Yb2O3 분말 20g을 일

축성형하여 MgO 기 에 올려놓았다.  

그림  3-1은 MgO 이트 에 올려진 Y123 성형체와 Sm1.8 seed 의 모양을 보여



- 54 -

그림 3-1. TSMG 실험을 한 샘  구조 

그림 3-2. TSMG 실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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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으며 그림 3-2는 melt texture 열처리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이 1020℃부터 980℃의 냉각구간에서 냉각속도를 1, 0.3, 0.2, 0.15 ℃/hr로 변화시켜

가며 실험을 행하 다.  

다. 연구 결과  고찰

  그림 3-3에서 보듯이 0.15℃/hr의 냉각속도로 제조된 Y123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단결정화 되었음을 볼 수 있고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eed 아래 single domain 

역이 어듦을 알 수 있다. 한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여러부분에서 

핵생성이 일어나 다결정화 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4는 냉각속도에 따른 열처리된 시편의 Single crystal을 측정한 결과이다. 

도체 단결정의 크기는 1 ℃/hr에서 0.15℃/hr로 냉각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단결

정의 평균값이 15.5 mm에서 40.0 mm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960℃의 소결온도에

서 2시간동안 소결되면서 도가 높아지게 되고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어 

peritectic 온도를 넘어 1040℃로 올라가면 Y123 도체가 Y2BaCuO5 (Y211) + 액

상으로 바 면서 벌크 내에 있던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고 내부에 pore가 생성되게 

되어 부피가 커지고 도가 낮아지게 된다. 다시 960℃로 내려가면서 빠져나갔던 

산소가 벌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single domain을 갖는 Y123가 성장하게 되는

데 이때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 Y123로 변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생성된 

pore들이 내부에 그 로 남아 있게 되고 도가 1040℃에서보다는 높지만 소결후보

다는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열처리된 시편을 반으로 쪼개보면 높은 냉각속도에서 

제조된 시편일수록 내부는 빈 공간이 넓어짐을 확인하 다. 추후 각 온도별 도 

측정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정이다.   

라. 결론

  Sm1.8 단결정 seed를 사용하여 top seeded melt growth (TSMG) 법으로 포정온

도 (peritectic temperature)를 지나는 cooling rate를 변화시켜가며 Y123 단결정을 

제조하 다. Cooling rate가 1℃/hr에서 0.15℃/hr로 감소함에 따라 seed 아래 

single domain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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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냉각속도에 따른 시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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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냉각속도에 따른 단결정의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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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123와 MgO 단결정 기  사이에 들어가는 Yb2O3와 Y2O3의 함량이 Y123 단결정 

생성에 미치는 향

가. 연구목

  유기바인더에는 α-terpineol 외에도 ethyl cellulose와 butyl carbitol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온도 상승과 함께 빨리 건조되어 시편 내부에 들어 있는 용매가 미

처 빠져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 이 용매들은 격한 온도 상승으로 

기화되어서 일시에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시편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냉각 과정에서는 시편의 완  단에 이르게 된다.

분리된 시편의 상부표면을 살펴보면 양 쪽의 단결정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단결정 성장이 균열이 발생한 뒤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

다.  Seed가 많이 걸쳐져 있는 쪽에서 단결정 성장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각

난 시편들도 단결정 성장이 잘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었다.

도 분말 150g 을 측량하여 약 47×47×19 mm인 pellet으로 일축 성형한 후 CIP 

공정  Yb2O3 coating 작업을 거친 시편을 와 같이 열처리하 다.  960℃의 소결

온도에서 2시간동안 소결되면서 도가 높아지게 되고 수축이 일어나고, 이어서 

peritectic 온도를 넘어 1040℃로 올라가면 Y123 도체가 Y2BaCuO5 (Y211) + 액

상으로 바 면서 벌크 내에 있던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고 내부에 pore가 생성되게 

되어 부피가 커지고 도가 낮아지게 된다. 다시 960℃로 내려가면서 빠져나갔던 

산소가 벌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single domain을 갖는 Y123가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냉각속도는 앞서의 실험 결과에서 0.15℃/hr에서 가장 좋은 결

과를 얻은 바 있다.

나. 실험방법

  먼  Yb2O3 paste를 제조하기 해서는 유기바인더를 만들어야 하며, α-terpineol 

67.5wt%, ethyl cellulose 10wt%  butyl carbitol 22.5wt%를 취하여 용해시킨다. 

Ethyl cellulose는 상온에서 잘 용해되지 않으므로 교반과 약간의 열을 주어 녹인다.  

이 게 제조된 유기바인더에 Yb2O3를 3:7의 비율로 넣고 충분히 교반하여 Yb2O3 

paste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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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Yb2O3 유기용매를 코 한 시편의 사진

 

그림 3-6. 실험 후 시편의 상부, 하부, 측면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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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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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oC

10oC/h, 2h

1015oC

1oC/h, 5h

0.15oC/h, 200h

985 oC

50 oC/h, 20h

50oC/h , 19h

960oC, 2h

50oC/h

1h30min

그림 3-7. TSMG 실험 일정

 

그림 3-8. Yb2O3 Paste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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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 결과  고찰

  Yb2O3 4g을 Y123와 MgO 단결정 기  사이에 깔았을 때는 Y123 단결정이 로 

심하게 휘어졌다. 이것은 Yb2O3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Yb2O3 양을 8g, 12g으로 늘렸을 때는 Y123가 휘어지는 정도가 기 시작했다. 그

러나 측면 앙을  심으로 쪽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Y123와 Yb2O3의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을 개선하고자 Yb2O3에 Y2O3를 첨가하여 사용했는데 균열발생이 어드

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Yb2O3와 Y2O3를 2:1로 사용한 것 보다 3:1로 혼합하

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그 양은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15g이 

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Yb2O3 15g을 Y123와 MgO 단결정 사이에 깔았을 때는 Y123 단결정 상부 표면은 

완벽한 성장을 보 으나, 시편 하부는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는 등 불균일하 다. 

한, 이 향으로 인하여 측면에서는 세로 방향의 균열이 발생하 다.

  Field mapping 측정에 의해 나타난 도 벌크 내부의 자력분포에서는 4개의 

peak으로 분할된 상태이며, zero field cooling 최 값은 150N, field cooling은 82N

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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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Yb2O3와 Y2O3가 Y123 단결정에 미치는 향

그림 3-10. Y123와 MgO 단결정 사이에 들어가는 Yb2O3와 Y2O3의 함량변화에 따른 

Y123 단결정 측면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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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바닥에 15g의 Yb2O3만 깔았을 때 성장한 Y123 단결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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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Y123와 MgO 단결정 기  사이에 Yb2O3 15g만 깔았을 때 생성된 시편

의 Field Mapping 사진

그림 3-13. Y123와 MgO 단결정 사이에 Yb2O3 15g만 깔았을 때 생성된 시편의 

Zero Field Cooling과 Field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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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Y123와 MgO 단결정 사이에 Yb2O3와 Y2O3를 3:1의 비율로 15g을 깔았을 

때 생성된 Y123 single crystal의 표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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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Y123와 MgO 단결정 사이에 Yb2O3와 Y2O3를 3:1의 비율로 15g을 깔았

을 때 생성된 Y123 single crystal의 field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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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Y123와 MgO 단결정 사이에 Yb2O3와 Y2O3를 3:1의 비율로 깔았을 때 생

성된 Y123 single crystal의 zero field cooling과 field cooling

그림 3-17. Y123와 MgO 단결정 기  사이에 Yb2O3만 깔았을 때와 Yb2O3와 Y2O3를 

3:1의 비율로 15g을 깔았을 때 생성된 Y123 single crystal의 Zero field cooling 비

교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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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은 산소열처리한 Y123 single crystal의 부상력을 측정하기 해 자체 제작

한 장비의 모습이다.

  450℃에서 200 시간 산소 열처리한 시편을 액체질소에 담근 후 자체 제작한 장비

로 부상력을 측정하 으며, 이때 시편과 자석의 거리는 2-4 mm 이었다. 그림 3-19

에서 보듯이 측정된 부상력은 략 10-13kg 의 값을 나타내었다.

개선된 공정으로 제조된 시편을 한 연구원에서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 그림 3-20

과 같이 자화분포곡선을 측정하 다. 측정조건으로는 0.45T  Nd자석을 착자용 자

석으로 사용하 으며 착자 시간은 15분으로 하 고 포획측정거리는 표면으로부터 

1mm 거리를 유지하 다. 그림 3-20은 두 개의 시편에 해 각각 측정한 자화 분포 

곡선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라. 결론 

  Yb2O3와 Y2O3를 3:1의 비율로 혼합한 15g을 Y123와 MgO 단결정 사이에 깔았을 

때는 Y123 single crystal의 하부가 평평한 상태이었으며, Yb2O3 15g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측면 균열도 없어지는 효과를 얻었다.

Yb2O3와 Y2O3를 3:1로 혼합하여 바닥층에 사용했을 때는 Yb2O3만 사용했을 때 나타

나는 시편의 측면 균열 상이 없어졌으며, 따라서 자력분포곡선도 single peak으로 

굵게 성장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Zero field cooling은 225N, field cooling에서는 130N으로 Yb2O3만 깔았을 때 나온 

값보다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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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면  벌크용 부상력 측정 

그림 3-19. 산소열처리한 시편과 부상력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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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Y123 single crystal의 Field mapping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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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쯔꾸바

KSS 2006 벌크제조 한국 수백명
2006. 8. 16-

2006. 8. 18
용평

ISS 2006 도 일본 수백명
2006. 10. 30-

2006. 11. 01
나고야

한국 기 자

재료학회

기, 자, 

도
한국 300명 06. 06.22-24 무주 리조트

한국세라믹학

회
도 한국 수백명

2007. 4. 20 - 

2007. 4. 21
서울

KSS 2007 벌크 제조 한국 수백명
2007. 8. 16 - 

2007. 8. 18
용평

ISS 2007 벌크  선재 일본 수백명
2007. 11. 5 - 

2007. 11. 7 
쯔꾸바

ISE2007 도 한국 수백명
2007. 5. 17 -

2007. 5. 18
KIST

KSS 2008 벌크 제조 한국 수백명
2008. 7. 9 -

2008. 7. 11
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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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최종목표 도 베어링용 도 벌크 개발

1차년도

- 도체 자기부상력  포획자력 확보  평가기술

- 종자결정법에 의한 YBCO 도체 제조기술(5 cm )

- 기공, 분산체 도  분포 제어기술 기 연구 

- 도체 가공기술 기 연구

2차년도

- 도 베어링용 도체의 자기부상력 연구 

- 종자결정법에 의한 면  YBCO 도체 제조기술(7 cm )

- 기공, 분산체 도  분포 제어기술 확립 

- 도체 베어링체 가공기술 

3차년도

- Y-계 면  도제조 기 기술(10 cm )

- 도 베어링용 자기부상력  포획자력 연구

- 면  YBCO 도체 제조기술연구 

- 자기장에서의 럭스 크립 연구

- 제 2상 물질의 자기부상력에 미치는 향연구

(최종목표치 도 온도: 91K, 임계 류 도 : 105 A/cm2)

- 도체 베어링체 가공기술연구

  도 베어링에는 YBCO가 주로 사용된다. YBCO는 물성이 좋고, 제조가 용이하

고 가격이 렴하기 때문에 가장 리 사용되는 도 물질이다. 베어링용 고온

도체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과기부 장기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도 종자결정

성장법을 기반으로 제조하고, 재 확보한 기술보다 한 단계 발 된 기술을 확보하

여 도베어링 핵심소재로의 건 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도체의 자기부상력이나 포획자력특성은 제조공정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 

특히 럭스 피닝력은 재료내의 미세결함의 함수이다. 도 결정 안에 BaCeO3과 

같은 미세한 비 도 물질을 첨가하여 Y211의 크기를 미세화시킴으로써 도 온

도가 기존의 90K과 비교할 때, 90K 이상의 값을 보이면서 77K, self-field에서의 임

계 류 도값을 기존의 1.7×10
4
 A/cm

2 
수 에서 9×10

4
 A/cm

2 
수 으로 향상시켰다.

  Infiltration 공정을 통해 YBCO 벌크를 제조할 경우, Y211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Y211내의 기공 크기가 감소하고 Y211의 집도가 증가함으로 인해 임계 류 도

와 포획자력이 증가함을 찰하 으며 1200℃의 소결온도에서 제조된 YBCO 벌크

가 0.3 Tesla 이상의 포획자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고자장에서 YBCO보다 성능이 우수한 휘토류 도체인 NdBCO나 SmBC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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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하기 해서는 YBCO 도체의 면 화 기술 한 필수 이다. 재 일본 

Dowa mining Co.에서 10cm  YBCO 벌크를 제조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력연구

원과 더불어 원자력연구원에서 5cm  YBCO 벌크 제조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10cm  면 의 YBCO 벌크를 제조하고자 했던 당 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지

만 2단계 후속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한다면 일본과 등하거나 우 의 양질의 

면  YBCO 벌크 제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편, Yb2O3와 

Y2O3를 3:1로 혼합하여 바닥층에 사용했을 때는 Zero field cooling은 225N, field 

cooling에서는 130N으로 Yb2O3만 깔았을 때 나온 값보다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450℃에서 200 시간 산소 열처리한 시편을 액체질소에 담근 후 자체 

제작한 장비로 시편과 자석의 거리는 2-4 mm로 유지한 채, 부상력을 측정한 결과, 

략 10-13 kg/cm2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본 ISTEC에서 보고한 10 kg/cm2값

보다 우수한 양질의 도체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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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고자력부상력 YBCO 도체 제조기술은 곧 바로 도 라이휠 에 지 장

장치에 활용이 가능하다. 도 베어링에 사용되는 YBCO 도체의 특성은 재

까지 개발된 어떠한 도체보다도 강력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고

자기부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라이휠 제작에 필요한 도 베어링 부품인 도 벌크를 제작에 

필요한 공정확립 연구를 기본으로, 궁극 으로는 총 연구기 에서 필요로 하는 

도 베이링용 도 벌크를 제작하여 시스템에 공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 

단계 3년의 연구에서 도 라이휠 베어링용 도 벌크 제조공정 개발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 단계에서는 라이휠의 장치 제작용 면  도 베어링의 공

이 이루어질 정이다. 도체의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 추후 라이휠의 

산업에 활용되는 계획에 따라 도 벌크재료의 사업화가 추진될 것이다. 이 밖에

도 아래에 언 한 바와 같이 고 류 도체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력분야

인 도 류인입선이나 나노입자 분산을 통한 고임계 특성 도 박막 선재개

발를 해 본 연구개발결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고효율 에 지 장 라이휠 장장치에 활용

 ○ 고 류 도 류선 개발에 일방향 성장기술 활용

 ○ BaZrO3, BaCeO3, Y2BaCuO5 나노분말 제조기술의 타연구 활용

 ○ 나노입자 분산을 통한 럭스 피닝기술을 도 박막선재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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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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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Flywheel 에 지 장 장치에서 도체 부분은 이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부

분이다. 여기서 도체의 역할은 flywheel 에 지 장 장치의 베어링 부분을 띄

어줘서 마찰을 없애주고 자속선을 고정시켜 치를 제어 하여 고속회 으로 인한 

진동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이 게 도체는  flywheel 에 지 장치의 안 과 

효율 인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게 된다. 도체의 자속선 고정을 이용한 

표 인 기술로는 고 자기부상력과 치 제어 기술을 이용한 자기부상열차, 고 

류 도체 특성을 활용 할 수 있는 도 선재, 류인입선, 한류기 등이 표

이다. 이외에도 도체는 다른 재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

고 있어서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속선을 좀 더 효율 으로 

고정하여 flywheel 에 지 장 장치의 베어링 고정 뿐만 아니라 도 특성까지

도 향상 시켜 주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자속선 고정은 자속선 고정 의 크기가 

coherence length의 두 배 크기인 수 나노의 매우 작은 크기일 때 도 고유의 

특성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속선들이 잘 고정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노 크기의 

분말을 제조하여 자속선 고정 효과가 뛰어난 양질의 도체를 제조한 다. 재 

국내외 으로 2차상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Y211과 BaZrO3, Ag 그

리고 Pt등을 이용하여 2차상 입자들과 결함을 제어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CeO2와 BaCeO3에 한 많은 연구 성과

가 나오고 있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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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재까지 국내외 으로 도체의 질을 향상시키기 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YBCO 도의 물질 특허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도 베어링용 YBCO 

벌크 제조에 한 주요 공정 특허인 Melt powder melt growth process와 Seeded 

melt texture process는  ISTEC 도 연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다. 신일본 제철

에서는 Quench melt growth process 등을 보유하고 있는 황이다.  

  국내에서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십 수년간 YBCO 도체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고자기부상 YBCO 

도체 제조기술, CeO2를 이용한 2차상 미세 분산 기술 그리고 다 종자결정성장법등

의 연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력연구원과 함께 많은 국내 특허들을 가지고 있어

서, 도 라이휠 베어링용 고온 도체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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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 목

  고온 도체에 들어오는 자속선들을 제어 하여 도 성질을 해하지 않으면

서 도체 내에 들어와 고자장하에서도 좋은 특성을 갖는 양질의 도체를 만

든다.

제 2  서 론 

  YBCO 도체는 고온 도체로서 액화 질소의 끓는 인 77K보다 높은 온도

인 약 93K에서 도 특성을 갖는 신소재이다.[1]. 다른 고온 도체에 비해 결

정 구조와 자기  특성의 이방성이 어 재 세계 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고,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큰 도체이다. 응용분야로는 항이 없어 류

가 흐를 때 손실을 일 수 있어서 류 도선으로, 임계 온도 이하에서 항이 없

고 임계 온도 이상에서는 항이 높아지는 성질을 이용한 한류기 그리고 자장과 반

발하는 힘을 이용하여 마찰력이 없는 특성과 자속선을 고정하여 치를 제어하는 

특성을 이용한 라이 휠 에 지 장 장치와 자기부상열차 등에서 응용되어 지고 

있다. 고온 도체는 자속선을 허용하면서도 도체 특성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이 들어온 자속선들이 움직이게 되면 도 특성을 깨뜨리는 좋지 

않은 향을 다. 그래서 미세구조내의 결함들을 제어하여 자속선들이 효율 으로 

도체 내로 들어올 수 있는 도체를 제조하는 연구가 세계 으로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3-7]. Y123 내에 있는 본래의 결함을 제어하기 한 연구[8,9]와 외부에

서 인 으로 결함을 넣어 도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10-14]. 표 인 자속 고정 으로는 Y211이 잘 알려져 있다. Y123가 포정

온도(약 1010℃)이상으로 올라가면 Y211과 Ba3Cu5O8 액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게 만들어진  용융상태에서 온도를 낮춰주면 다시 Y123로 고상화 반응이 일어난

다. 이 때 Y211 2차상들을 고르게 분포시키고, 미세화 시켜주는 첨가물로는 CeO2가 

잘 알려져 있다. CeO2를 YBCO 도체에 넣어주면 Y211 + CeO2 → BaCeO3 + 

Y2O3 + CuO 의 반응을 하여 Y211을 분해시키고 다시 Y2O3가 Y211을 만드는 핵생

성 장소 역할을 하여 Y211의 크기를 미세화하고 체 으로 고르게 분포시켜 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BaCeO3 한 자속 고정 과 미세화 역할을 하여, 이 물질

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5-20]. 

  본 연구에서는 BaCeO3 입자가 보다 효율 으로 Y123 벌크내에서 반응하고 자속

고정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attrition milling을 이용하여 BaCeO3입자를 미세

화 시킨 후 Y123 벌크내에 넣어주었다. 이 게 만들어진 시편을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MPMS)을 이용하여 임계 류 도 (Jc)와 임계 온도 (Tc) 값

을 측정하 고, 학 미경 (OM)과 주사 자 미경 (SEM)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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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BaCeO3의 입자 크기에 따른 도체 특성을 찰 분석하 다.

제 3  실험 방법

  BaCO3와 CeO2를 1200 
o
C에서 5시간 동안 하소 시켜 BaCeO3를 만들어 다. 이 

BaCeO3 분말을 attrition milling을 60분, 120분 그리고 240분 동안 작동하여 미세분

말을 만들어 다. 그림 1은 attrition milling 기계의 모습을 보여 다. 미세화 된 

BaCeO3의 입자 크기를 확인하기 해 Particle Size Analysis (PSA)를 이용하여 입

자의 크기를 확인하 다. 미세화 된 BaCeO3 분말 15wt%와 Y1.5 (YBa2Cu3O7-x(Y123) 

+ 0.25wt% Y2O3)을 볼 링을 이용하여 24 시간 동안 섞어 다. 이 분말을 Top 

Seed Melt-Textured Growth 방법을 이용하여 단결정 YBCO 도체를 만들어 

다. 열처리는 그림 2와 같이 해 다. 920 
o
C에서 2시간동안 소결한 후 1040 

o
C에서 

 용융상태를 만들어 다. 1020 oC부터 1 oC/hr 로 975 oC까지 내려  후 80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단결정을 성장시켜 다. 이 단결정 MPMS로 Jc와 Tc값

을 측정하여 도 특성을 알아보고, OM 과 SEM으로 폴리싱 된 Y123 도체

의 미세구조를 찰 한다.

 

100℃/hr

1 hr

100℃/hr
100℃/hr

1℃/hr

2 hr 
80 hr 

20℃/hr1040℃

920℃

1020℃

975℃ 

 그림 2. Heating Schedule 

 

250 rpm

그림 1. Attrition milling machine 사진 



- 87 -

제 4  연구 결 과  고찰

1. 미세화 된 BaCeO3 

  어트리션 링기로 BaCeO3 분말을 60분, 120분, 240분 미세화 시켜주었다.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이 입자의 크기가 60분, 120분에서 조 씩 작아지고 그 주 에 미

세한 먼지들을 볼 수 있었고, 240분에서는 명확하게 작아진 모습을 찰 할 수 있

었다. 좀 더 정량 으로 그 크기를 보기 해 입도 분석해보니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십 나노 크기에서 수 나노 크기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Attrition milling으로 미세화된 나노 크기의 BaCeO3의 SEM 사진 

 

 그림 4. Attrition milling으로 미세화된 BaCeO3의 입도 분석 결과 

2. 미세화 된 BaCeO3가 첨가된 Y123 도체 

  그림 5는 미세화 된 BaCeO3 분말을 넣어  Y123 단결정 도체를 만들어  

모습이다. <110> 방향으로 생긴 선과 단결정이 생기면서 볼록하게 나온 모습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MPMS를 이용하여 Jc와 Tc를 측정한 값을 보여 다. 

낮은 자장하에서는 나노 크기의 BaCeO3를 함유한 도체의 특성이 향상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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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고 자장에서는 임계 류 도 특성이 향상 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리고 attrition milling 을 240 분 동안 한 매우 작은 크기의 BaCeO3 가 첨가 된 

도체에서는 오히려 임계 류 도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 Top Seed Melt-Textured Growth 방법으로 만든 초전도 단결정 복합체 

 

 그림 6. MPMS를 이용한 나노 크기 BaCeO3가 함유된 YBCO 초전도체의 Jc 및 Tc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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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에서는 OM을 통해 Y123 벌크 내의 이차 상 입자들을 분포와 층상 구조를 

볼 수 있었다. 15wt%의 BaCeO3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체 으로 많은 2차상들을 

찰 할 수 있었고, 2차상의 크기가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층상 구조는 Y123 

도체가 tetragonal 구조에서 orthrombic 구조로 바 면서 응력이 생겨서 층상을 

나타낸다. 

 

10㎛ 10㎛ 

10㎛ 10㎛ 10㎛ 

as-calcined Y1.5 attrition milled for 60min 

attrition milled for 120min attrition milled for 240min 

 그림 7. OM을 이용한 나노 크기 BaCeO3가 함유된 초전도 복합체의 미세구조 관찰 

 Y1.5 att rition milled for 60min 

attrition milled for 240min attrition milled for 120min 

as-calcined 

 그림 8. SEM을 이용한 나노 크기 BaCeO3가 함유된 초전도 복합체의 미세구조 관찰 

그림 8은 SEM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Back 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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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결과이다. BSE 이미지를 이용하여 찰을 할 경우 2차상 입자 에서 BaCeO3 

입자의 색이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어 쉽게 BaCeO3를 찰 할 수 있다. 체 으로 

BaCeO3 입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의 입자들이 분포해 있기 보

다는 서로서로 뭉쳐져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BaCeO3 입자크기가 작아

질수록 더 뭉치는 정도가 더 커지는 동향을 볼 수 있고, 240분 동안 attrition 

milling으로 미세화 된 BaCeO3 입자의 경우에서는 좀 더 확연하게 뭉쳐진 모습을 

확인 할 있었다. 이는 입자들이 미세화 됨으로써 입자간의 표면 이 넓어져 불안정 

상태여서 서로 붙어서 표면 에 지를 이려 하기 때문에 240분 동안 미세화 된 입

자의 경우 부분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 5  결 론

  Attrition milling을 통해서 BaCeO3의 크기가 수 나노로 미세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Y123 벌크의 Tc값이 90K이상인 것으로 보아 양질의 YBCO 

도체가 만들어졌다. Y123 벌크내에 BaCeO3가 들어가면 기공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고 Y211의 크기 한 미세화 시켜 다. Jc값에서 BaCeO3를 Y123 도체에 넣어

 경우, 120분 동안 미세화 시킨 BaCeO3를 넣어  경우 자장 하에서 좋아지는 모

습을 볼 수 있었으나, 240분 동안 attrition milling으로 미세화 시킨 경우는 오히려 

Jc 특성이 가장 나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미세구조와 비교 해봤을 때,  

미세화 된 BaCeO3는 Y123 벌크 내에서 부분 뭉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240분 동안 미세화 시킨 입자의 경우는 더 많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미세화 된 입자들이 표면 이 넓어져 표면 에 지가 커지고 그래서 서로 인

력이 많이 생겨서 뭉쳐진 것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도 특성을 해시킨 것

으로 사료 된다.  그리고 나노 분말을 도 복합체에 넣어  경우 많은 변수들이 

생기는데, 특히 열처리 시 가장 요한 Y123 벌크의 녹는 과 포정온도가 불순물에 

의해서 변하여, 단 몇 
o
C의 차이에 의해서 단결정이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 시 BaCeO3 나노 분말이 함유된 도체의 단결

정에 생산 기술 공정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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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1차년도 목표 : 도 복합체 성형을 한 나노 분말의 제조

  도 특성이 뛰어난 도 복합체를 만들기 해서 BaCeO3를 제조하고, 이 

BaCeO3 분말을 어트리션 링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분말을 제조 할 수 있었다. 

마이크론 의 크기에서 나노 의 크기를 가지는 BaCeO3 분말을 합성  미세화 

시켰다. 

제 2  

2차년도 목표 : 도 나노 복합체 제조  특성 분석

  BaCeO3 나노 분말이 함유된 도 단결정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었고, 이 게 

제조한 도 복합체를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찰 하 고,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을 이용하여 도 특성인 임

계 이 온도와 임계 류 도를 측정 분석하 다. 

제 3  

3차년도 목표 : 도 나노 복합체 제조 공정 조건 확립

  1차, 2차 년도에서 확립된 기술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BaCeO3의 크기를 변화시

키면서 도 복합체를 제조하여,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미

세구조를 찰 하 고,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을 이용하여 도 

특성인 임계 이 온도와 임계 류 도를 측정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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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BaCeO3을 넣어  경우 넣지 않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미세구조면에서는 2차상을 

미세화 시키고, 보다 고르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더 좋은 도 특성

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BaCeO3 뿐만 아니라 포정 공정에서 핵 생석 

역으로 역할을 하는 Y2O3와 같은 다른 첨가물을 나노 크기로 미세화 시켜 그 특

성을 확인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이 게 하여 양질의 도체를 생산하

게 되면, 본 연구의 목 인 라이 휠 베어링에 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부상열차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이 기술은 고자기부상 뿐만 아니라 고 류 도체도 활용될 수 있으므

로 다른 력분야인 도선재, 류인입선등의 연구 등에도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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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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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에 지 장장치에서 고효율, 고 도, 환경친화  장기 인 수명을 고려할 때 

도 자기 베어링 기술을 이용한 고온 도 라이 휠 에 지 장시스템의 개발

은 새로운 발 설비시의 투자비 감과 발 설비의 수명 연장은 물론 력을 렴

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 

도 라이 휠 에 지 장장치는 효율이 높고 용량이 축 지에 비해 크며, 주기

수명이 무제한이고,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환경규제가 없는 등 다른 장장치에 비

해 많은 이 을 가지고 있다. YBCO 도체는 높은 부상력으로 라이 휠 에 지 

장장치에 사용되고 있는데 라이휠의 큰 하 에서 견딜 수 있도록 기계  강도

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재 용융공정이나 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조

되는 고자기부상력 YBCO 도체는 pseudo-single crystal 형태로 Tetragonal과 

Orthorhombic 상 이 과정에서 가스 trapping, 산소 형성 등을 통하여 상당량의 기

공과 크랙이 야기되어 기계  특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도체의 장기  테스트

에 문제 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한 방안으로 YBCO 도체에 resin, resin + 

ZrO2, SiC, Al2O3 등)을 코 , 는 첨가하여 고자기장특성을 유지하면서 기계  특

성을 향상시키는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주 기 의 용량  라이휠 도체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종목표는 MOR(굽힘강도) ≥ 120 MPa(77 K)되는 YBCO 복합

도체를 개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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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기술개발 황

가. 미국

 (1) 알곤(argonne) 국립연구소와 휴스턴(houston) 학

    - 높이 900 ㎜, 외경 400 ㎜, 내경 244 ㎜의 원통형 회 체로 165 ㎏의 량을 

      가진 2.25 ㎾h의 에 지 장이 가능한 2㎾h  시험기를 제작(1993년)

  - 500㎏의 회 자가 사용될 수 있는 진공 회 실을 건설(2004년)

  - 20㎾h의 에 지 장이 가능한 라이 휠의 상업화에 주력할 계획

 (2) 휴스턴 학

  - hybrid 방식의 라이 휠을 개발 : 무게 14 ㎏의 라이 휠을 6,000 rpm으로 

회 시키는데 성공

  - NASA와 공동으로 월면 망원경(lunar telescope)을 도베어링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 

나. 유럽

 (1) 독일의 karlsruhe연구소

  - 량 2.3㎏, 지름 190 ㎜의 라이휠을 진공상태에서 15,000 rpm의 속도로 회

시켜서 3.8 Wh를 장하는데 성공

  - 직경 20 ㎝, 무게 10 ㎏의 회 체를 50,000 rpm의 속도로 회 시켜 300 Wh를 

장시키는 10 ㎸A의 시제품도 개발

다. 일본

 (1) 토쿄 력, 히타치, 도 공학연구소

  - 2,000 rpm으로 회 하며, 50 Wh의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량 140 ㎏, 지

름이 1 m의 라이휠을 개발

 (2) 시코쿠종합연구소와 시코쿠 력(四國電力), 고요세이코(光洋精工), 미쓰비시

기(三菱電機), 세이코 엡슨 등 

  - 8 MWh  라이휠의 개념설계와 100 Wh 의 연구개발을 통해 55 Wh의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량 27.5 kg, 지름이 250 mm로 17,000 rpm의 고속으

로 회 하는 라이휠을 개발 

 (3) 주부 력과 미쓰비시 공

  - 1 kWh  개발을 시작으로 지름 60 0mm의 FRP제 라이휠을 20,000 

rpm(628 m/s)로 고속으로 회 하여 1.4 kWh(방  력량 1 kWh)의 력을 

장하는 라이휠을 개발하는데 성공

  -  25 kWh  라이 휠 시스템에 용 가능한 지름 620 mm의 도 축받이

의 연구가 진행

 (4) 신에 지 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

  - 지름 400 mm인 라이 휠을 이용한 0.5 kWh (30,000 rpm)의 력을 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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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1,110시간의 장기동작을 달성

  - 100 kWh  시스템용 도 축받이의 연구와 10 kWh  시험기의 개발을 진

행

 2. 국내 기술개발 황

가. 한국원자력연구소

  - 수직축 도 베어링을 이용한 소형 고온 도 라이휠을 제작하여 공기 

에서 10,000 rpm의 회 속도를 기록

  - 직경 30 cm, 량이 20 kg인 알루미늄 회  디스크를 진공에서 3,000 rpm 회

시키는데 성공

나. 한  력연구원

  - 자석과 고온 도 단결정들을 특수 배열한 수평축 도 어  베어링을 

세계 최 로 개발, 이 베어링을 장착하여 직경 40 cm, 16 kg의 휠이 3,000 

rpm으로 회 하여 7 Wh 의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시제품을 제작 

  - 30 kg의 휠을 부양할 수 있는 도 베어링을 사용하여 300 Wh 의 도 

라이 휠 에 지 장장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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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수행 내용 

   (1) 다양한 보강제를 이용한 연구 내용

    (가) YBCO bulk 시편의 분석.

 Top-seeded melt-growth 방법으로 제조된 Bulk YBCO 도체의 크기는 38 × 38 

× 16 mm
3
이며, Bulk의 magnetic flux mapping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SEM 

분석을 통한 YBCO bulk의 보강  표면에는 많은 기공이 있는 것을 Fig. 2.로 나타

내었다. 

                   

 Fig. 1. YBCO bulk의 Field- Mapping

Fig. 2. SEM으로 보강  YBCO bulk 표면 찰

    (나) Epoxy resin 

 YBCO 벌크의 기계  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선정된 보강제인 resin은 

STYCAST 2850FT, CATALYST 24LV를 사용하 다. STYCAST-2850FT는 우수한 강도

를 보이며 경화제로 CATALYST 24LV 사용하여 100:5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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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강 실험 조건의 최 화를 하여 보강제와 경화제의 비율을 100:3, 100:5, 100:7

로 배합 후 실험을 진행한 결과 100:3의 경우 경화제의 양이 어 resin의 굳는 정도

가 약해 보강된 후 bonding이 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여 최  조건을 100:5로 하여 

실험 진행하 다. resin 보강 시 실험 조건은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resin 보강 실험 조건

    (다) AgNO3

 AgNO3 powder는 녹는 이 낮고 Ag와 NO3가 분해되기 쉬워 보강제로 사용하기 

합하다. (녹는  212 ℃, 분해온도 444 ℃) resin과 AgNO3 보강 실험은 로타리 펌

를 사용하여 진공 분 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녹는 , 분해온도보다 낮은 열처리 

조건으로 보강 실험을 진행하 다. 230 ℃까지 50분 동안 승온 시킨 후 20분 유지

하고 AgNO3의 분해와 pore  crack에 함침을 하여 320 ℃까지 30분 승온, 1시

간 유지시켰다. Fig. 4는 YBCO 벌크에 AgNO3 보강 시 실험조건을 나타낸다.

   

Fig. 4. AgNO3 보강 실험 조건

  

    (라) Carbon nanotube 

 기계  강도가 높아 뛰어난 보강 효과가 기 되는 carbon nanotube(CNT)를 resin, 

AgNO3와 100:1의 비율로 혼합하여 보강제로 사용하 다. CNT의 물리  특성은 

purity 95wt %, diameter 6~9 nm, length 10~20 ㎛, oxidation temp. 480~520 ℃이

다. CNT는 산화온도가 480 ℃이기 때문에 기존의 resin, AgNO3 보강 시 실험조건

으로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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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Bi-In-Sn계 온 솔더

 Bi 57 wt%, In 26 wt%, Sn 17 wt% 조성의 Bi-In-Sn계 온 솔더의 용융  79 ℃

이며 낮은 작업 온도와 액체 질소 내에서 합성이 우수하다. 성이 높은 Bi-In-Sn

계 솔더의 함침을 용이하도록 rotary pump를 이용하여 진공상태에서 열처리를 실

시하 으며 열처리 조건은 Fig. 13에 도시하 다.  

Fig. 5. Bi-In계 솔더 보강 실험 조건

    (라) Bi-In 이원계 화합물

 Bi와 In은 온 솔더에 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Bi-In-Sn계 솔더의 성이 높

아 보강 실험 시 함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  낮은 융 을 가진 Bi-In 이

원계 화합물을 각각 다른 조성비(In wt% = 30 ~90 %)로 제조하여 함침에 용이한 

성의 Bi-In 화합물을 선별  함침 후 액체 질소 내에서의 합성과 기계  강도 

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Bi-In 이원계 합 의 조성에 따른 용

융 은 Fig. 14에서 알 수 있다.

Fig. 6. Bi-In 이원계 화합물의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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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강을 한 튜 로 내 지그 제작

 튜 로 내 resin  AgNO3 보강시 사용하기 한 지그를 YBCO bulk size를 고려

하여 제작하 다. 보강 시 시편의 크기를 38 × 18 × 3 mm
3
로 가공하여 사용할 계

획이므로 30 × 30 × 50 mm
3
의 크기로 제작하 다.

Fig. 7. 지그 제작

   (3) 기계  강도 측정 

 YBCO 벌크의 보강 , 후의 기계  강도는 삼 굽힘실험(three point bending 

test)을 이용하여 보강재 함침에 따른 기계  특성 변화를 비교하 다. 만능재료시험

기(Instron)를 사용하여 재료의 단 시 굽힘강도를 측정하 고 측정 시 crosshead 

speed는 0.1 mm/min, 측정을 한 시편의 크기는 ASTM E855-90의 표  size에 

의하여 40×10×3 mm
3
로 가공하 다. Fig. 6에 시편 size와 bending test를모식화한 

그림을 나타내었다.

Fig. 8 three point bending test

                                                                        식 (1)

                                                

                                         σ : 굽힘 강도(Pa)

                                         P : 시험편이 괴되었을 때의 하 (N)

                                         L : 시험편의 길이(m)

                                         w : 시험편의 폭(m)

                                         t  : 시험편의 두께(m)

 식 (1)은 three point bending test 후 단 면 당 굽힘강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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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재료시험기로 측정된 최  하 을 식 (1)을 이용하여 기계  강도값(MPa)으로 환

산하 다. 

   (4) hole 가공  hole 직경에 따른 YBCO bulk의 특성 변화

    (가) YBCO bulk 시편의 가공

     ① hole의 직경 변화에 따른 YBCO 벌크의 특성 비교

 미세한 hole을 가공하면 가공하지 않은 시편보다 다량의 보강제를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특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는 반면 가공 시 발생하는 크랙이나 미세

한 결함으로 인해 벌크 자체의 특성이 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40 × 

40 × 16 mm
3
 크기의 YBCO bulk를 20 × 20 × 6 mm

3
 로 단하여 각각 직경 0.5 

mm, 0.7 mm, 1.0 mm의 hole을 4개씩 micro drill을 이용하여 가공하 다. hole 가

공 시 시편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총 4개의 시편을 가공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 

 경향성을 찾아내려 하 다. Fig. 9은 hole 가공 , 후의 YBCO bulk의 학 미

경 사진이다. 

     

0.1 mm
     

0.1 mm 

(a)                             (b)

0.1 mm 
    0.1 mm      

(c)                             (d)        

 Fig. 9. YBCO bulk의 hole 가공 , 후의 학 미경 사진(x 50);

(a) without hole, (b) 0.5 mm, (c) 0.7 mm, (d)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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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 인 hole의 개수에 따른 YBCO bulk의 특성 비교

 직경 크기의 변화에 따른 YBCO 도체의 특성 비교 결과를 토 로 hole의 개수

에 따른 YBCO 도체의 특성 변화를 비교하기 하여 40 × 40 × 16 mm
3
 크기

의 YBCO bulk를 40 × 40 × 3-4 mm
3
 로 단하여 직경 0.7 mm의 hole을 9, 16, 

25개씩 micro drill을 이용하여 가공하 다. 

    (나) Hole 가공에 따른 자기  특성 변화 연구

 0.5 ~ 1.0 mm 의 인 인 hole이 YBCO bulk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hole 가공 , 후 그리고 직경의 변화에 따른 bulk 표면의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를 측정하 다. Flux density 측정은 액체 질소 내에서 0.3 Tesla 자석을 이용

하여 field cooling을 실시한 후 Hall sensor(Lakeshore, Gaussmeter 450)를 1 

mm/sec의 스캔 속도로 YBCO bulk의 flux density를 측정하 다.

 Levitation force 측정은 액체 질소 내에서 field cooling을 하 으며 2 Tesla(0.5 

Tesla x 4 EA)의 자석이 부착된 load cell과 indicator를 사용하여 YBCO bulk 표면

에서부터 50 mm 떨어진 거리까지 1 mm 간격으로 측정하 다.

  2. 연구 결과

   (1) YBCO bulk에 보강재 함침 결과

    (가) 미세구조

     ① Epoxy resin, resin+CNT 보강

 학 미경과 SEM을 통한 미세구조 분석을 Fig. 10과 Fig. 11에 나타내었고 분석 

결과 보강  YBCO 벌크의 표면에 무수히 많은 pore가 resin에 의해 충분히 함침

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0. resin보강 후 학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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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in 보강 후 SEM 사진

 Fig. 12와 Fig. 13은 0.5, 0.7, 1.0 mm의 hole을 가공한 후에 각각 resin과 

resin+CNT가 함침되어진 벌크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SEM 사진이다. 가공된 

hole 안에 resin  resin+CNT가 충분히 함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YBCO 벌크와 resin, resin+CNT의 면에 합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YBCO 벌크

의 단 시 인가되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YBCO 벌크에 가공한 hole의 합부에 

resin, resin+CNT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Fig. 12. resin 보강 후 SEM 측정 결과;

(a) 0.5 mm, (b) 0.7 mm, (c)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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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3. resin+CNT 보강 후 SEM 측정 결과;

(a) 0.5 mm, (b) 0.7 mm, (c) 1.0 mm

     ② AgNO3 보강

 Fig. 14는 YBCO 벌크에 AgNO3를 보강 후 Ag가 보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학 미경 사진이다. resin과 마찬가지로 보강  pore에 Ag가 보강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Fig. 14. Ag보강 후 학 미경 사진

 Fig. 15는 YBCO bulk의 pore에 Ag를 보강하여 찰 한 사진이며 pore에 Ag     

가 보강되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resin 보강과는 달리 체 인 YBCO 표면의 

pore에 보강되지 않고 일부분만 함침이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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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Ag 보강 후 SEM 사진

  

     ③ Bi-In-Sn계 보강 

 Fig. 16은 Bi-In-Sn계 온 솔더를 함침한 후 단면을 측정한 SEM 사진이다. 

Bi-In-Si 계 솔더의 성이 높아 체 으로 균일한 함침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hole 내부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16. Bi-In-Sn계 솔더 보강 후 SEM 측정 결과

(a) 0.7 mm, (b) 1.0 mm

  

     ④ Bi-In compound와 Bi-In+CNT 보강

 Bi-In compound, Bi-In+CNT를 보강한 YBCO 벌크에 단면의 미세구조를 분석한 

SEM 사진을 각각 Fig. 17과 Fig. 18에 나타내었다. 함침결과 hole 내부에 충분히 함

침이 이루어져 Bi-In-Sn계 온 솔더 보강 후 문제가 되었던 hole 내부가 비어있는 

상은 개선하 으나 YBCO 벌크의 면과의 이격 상을 확인하 다. Bi-In 

compound가 Bi-In-Sn계 온 솔더보다 액상에서의 성이 낮긴하지만 resin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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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가 높아 충분한 양의 Bi-In compound가 hole 내부로 함침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a)                         (b)                        (c)

Fig. 17. Bi-In compound 보강 후 SEM 측정 결과

(a) 0.5 mm, (b) 0.7 mm, (c) 1.0 mm

(a)                         (b)                        (c)

Fig. 18. Bi-In compound 보강 후 SEM 측정 결과

(a) 0.5 mm, (b) 0.7 mm, (c) 1.0 mm

      (나) 기계  강도 측정

 보강 , 후의 bending test 결과 resin과 resin + CNT를 보강하 을 때 보강 후의 

기계  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경 0.5 mm의 hole에 resin과 CNT

를 혼합하여 보강한 시편의 기계  강도가 59.64 MPa로 가장 높은 기계  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1은 각각의 보강제에 따른 bending test 결과 나타낸 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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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size

bending strength(MPa)

before impregnation
with resin 

impregnation  

 with resin + CNT 

impregnation

without hole 50.79  

0.5 mm 45.32 46.64 59.64

0.7 mm 34.52 52.47 54.47

1.0 mm 34.32 48.18 41.46

Table 1. 각각의 보강재에 따른 bending test 결과

  

 (2) hole 가공  hole 직경, 개수에 따른 YBCO 벌크 자기  특성

    (가) hole 직경 변화에 따른 YBCO 벌크의 자기  특성 변화 

     ① flux density 측정 결과

      ㉮ the 1st sample

 Fig. 19은 첫번째 시편의 flux density 측정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maximum 

flux density는 각각 (a) 2.23 kG, (b) 2.30 kG, (c) 2.19 kG, (d) 2.10 kG로 측정되었

다.

(a)                (b)                 (c)                (d)

Fig. 19. Flux density 측정 결과;

(a) without hole, (b) 0.5 mm, (c) 0.7 mm, (d) 1.0 mm

      ㉯ the 2nd sample

 Fig. 20은 두번째 시편의 flux density 측정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maximum 

flux density는 각각 (a) 2.29 kG, (b) 2.16 kG, (c) 2.17 kG, (d) 1.84 kG 로 측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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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0. Flux density 측정 결과;

(a) without hole, (b) 0.5 mm, (c) 0.7 mm, (d) 1.0 mm

     ㉰ the 3rd sample

 Fig. 21은 세번째 시편의 flux density 측정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maximum 

flux density는 각각 (a) 2.43 kG, (b) 2.39 kG, (c) 2.41 kG, (d) 2.08 kG 로 측정되

었다.

(a)                (b)                 (c)                 (d)

Fig. 21. Flux density 측정 결과;

(a) without hole, (b) 0.5 mm, (c) 0.7 mm, (d) 1.0 mm

      ㉱ the 4th sample

 Fig. 22는 네번째 시편의 flux density 측정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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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density는 각각 (a) 2.10 kG, (b) 2.08 kG, (c) 2.16 kG, (d) 2.10 kG 로 측정되

었다.

(a)                (b)                 (c)                 (d)

Fig. 22. Flux density 측정 결과;

(a) without hole, (b) 0.5 mm, (c) 0.7 mm, (d) 1.0 mm 

 직경 0.5, 0.7, 1.0 mm의 hole 가공 , 후의 magnetic flux mapping 결과 0.5, 0.7 

mm의 hole 가공으로 인하여 YBCO 벌크의 자기  특성에 미치는 향은 미소한 

것으로 단되며 직경 1.0 mm의 hole은 가공 시 발생하는 크랙으로 인하여 flux 

density가 히 떨어지는 상이 보인다. 따라서 hole 0.5, 0.7 mm의 가공이 보다 

많은 양의 보강제 함침이 가능하여 기계  강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

다.

     ② Levitation force 측정 결과

 Fig. 23는 각각의 샘 에 0.5, 0.7, 1.0 mm의 hole 가공 과 후의 levitation force

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체 으로 hole을 가공하 을때 최  

levitation force가 증가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 결과는 hole을 가공함으로써 가공 

 액체질소 내에서의 YBCO 벌크에 냉각 효율보다 가공 후 YBCO 벌크의 표면  

증가로 인하여 액체질소 내에서의 냉각 효율이 향상되어 얻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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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3. 가공 , 후의 levitation force 측정 결과;

(a) the 1st sample, (b) the 2nd sample, (c) the 3rd sample, (d) the 4th sample

    (나) hole 개수 변화에 따른 YBCO 벌크의 자기  특성 변화 

     ① sample 1.(hole 개수: 9개, 면 : 40 x 40 x 3.3 mm
3
)

 Fig. 24은 첫 번째 시편에 9개의 hole을 가공하기 과 후의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가공  시편의 최  flux 

density는 2.04 kG이며 가공 후 최  flux density는 2.22 kG로 측정되었다. 

Levitation force 측정 결과 가공 과 후의 최  levitation force는 각각 122 N과 

127 N으로 측정되어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가 모두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sample 2.(hole 개수: 9개, 면 : 40 x 40 x 3.5 mm
3
)

 Fig. 25은 두 번째 시편에 9개의 hole을 가공하기 과 후의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가공  시편의 최  flux 

density는 2.3 kG이며 가공 후 최  flux density는 2.08 kG로 측정되었다. 

Levitation force 측정 결과 가공 과 후의 최  levitation force는 각각 122 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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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N으로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 flux density는 가공 보다 가공 후에 감소된 반

면에 levitation force는 가공 후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c)       

 Fig. 24. sample 1의 가공 , 후 자기  특성 측정 결과;

(a) 가공  flux density, (b) 가공 후 flux density, 

(c) 가공 , 후의 levitation force 

           (a)               (b)                            (c)   

 Fig. 25. sample 2의 가공 , 후 자기  특성 측정 결과;

(a) 가공  flux density, (b) 가공 후 flux density, 

(c) 가공 , 후의 levitation force 

     ③ sample 3.(hole 개수: 16개, 면 : 40 x 40 x 3.2 mm
3
)

 Fig. 26은 세 번째 시편에 16개의 hole을 가공하기 과 후의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가공  시편의 최  flux 

density는 2.2 kG이며 가공 후 최  flux density는 1.8 kG로 측정되었다. Levitation 

force 측정 결과 가공 과 후의 최  levitation force는 각각 91 N과 105 N으로 

측정되어 두 번째 시편과 마찬가지로 flux density는 가공 보다 가공 후에 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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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levitation force는 가공 후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수 있다.

   

          (a)              (b)                            (c)   

 Fig. 26. sample 3의 가공 , 후 자기  특성 측정 결과;

(a) 가공  flux density, (b) 가공 후 flux density, 

(c) 가공 , 후의 levitation force 

     ④ sample 4.(hole 개수: 16개, 면 : 40 x 40 x 3.1 mm
3
)

 Fig. 27은 네 번째 시편에 16개의 hole을 가공하기 과 후의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가공  시편의 최  flux 

density는 2.31 kG이며 가공 후 최  flux density는 1.97 kG로 측정되었다. 

Levitation force 측정 결과 가공 과 후의 최  levitation force는 각각 80 N과 87 

N으로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 flux density는 가공 보다 가공 후에 감소된 반면에 

levitation force는 가공 후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c)   

 Fig. 27. sample 4의 가공 , 후 자기  특성 측정 결과;

(a) 가공  flux density, (b) 가공 후 flux density, 

(c) 가공 , 후의 levita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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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sample 5.(hole 개수: 25개, 면 : 40 x 40 x 3.6 mm
3
)

 Fig. 28은 다섯 번째 시편에 25개의 hole을 가공하기 과 후의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가공  시편의 최  flux 

density는 1.95 kG이며 가공 후 최  flux density는 1.5 kG로 측정되었다. 

Levitation force 측정 결과 가공 과 후의 최  levitation force는 각각 81 N과 61 

N으로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 모두 가공 보다 가

공 후에 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다량의 hole 가공으로 인해 시편이 손된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어 시편의 특성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a)               (b)                            (c)   

 Fig. 28. sample 5의 가공 , 후 자기  특성 측정 결과;

(a) 가공  flux density, (b) 가공 후 flux density, 

     ⑥ sample 6.(hole 개수: 25개, 면 : 40 x 40 x 3.4 mm3)

 Fig. 29은 여섯 번째 시편에 25개의 hole을 가공하기 과 후의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가공  시편의 최  flux 

density는 2.48 kG이며 가공 후 최  flux density는 2.29 kG로 측정되었다. 

Levitation force 측정 결과 가공 과 후의 최  levitation force는 각각 91 N과 95 

N으로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 모두 가공 보다 가

공 후에 감소되었는데 다섯 번째 시편과 유사한 원인에서 이러한 특성을 얻은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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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9. sample 5의 가공 , 후 자기  특성 측정 결과;

(a) 가공  flux density, (b) 가공 후 flux density, 

 9, 16, 25개의 hole 가공 , 후의 YBCO 벌크의 자기  특성 측정결과 과도한 양

의 hole은 시편 자체에 훼손으로 인해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를 히 감

소시키지만 9, 16개의 hole을 가공한 시편의 경우 flux density는 뚜렷한 경향성 없

이 미약한 증가와 감소가 있으나 levitation force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한 개수의 hole 가공으로 냉각 시 YBCO 벌크의 자기  특성 향

상이 가능하며 보다 많은 양의 보강재를 함침함으로써 기계  강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다. 결 론

 도 베어링용 YBCO 벌크 도체의 기계  특성 향상을 하여 YBCO 벌크

에 다양한 보강재와 다량의 보강재 첨가를 하여 hole을 가공, hole 가공으로 인한 

자기 , 기계  특성 변화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YBCO 도체의 기계  강도 증진을 하여 보강재로 resin, AgNO3, 

CNT, Bi-In-Sn계 솔더, Bi-In compound를 선정하여 함침 후 미세구조 분석과 

굽힘강도 측정 결과 resin, resin+CNT를 보강재로 사용한 시편에서 표면의 

pore나 가공된 hole에 함침이 가장 잘 이루어 졌으며 굽힘강도는 보강  

50.79 N에서 직경 0.5 mm의 hole을 가공하여 resin+CNT를 보강한 시편이 

59.64 N으로 측정되어 약 20 % 향상된 기계  특성을 나타내었다.  

   (2) 다량의 보강재 함침을 하여 가공한 hole의 직경에 따른 YBCO 도체의 

자기  특성에 미치는 향을 magnetic flux mapping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직경 0.5, 0.7 mm의 hole의 가공으로 인한 YBCO 도체의 flux density에 

미치는 향은 미약하지만 직경 1.0 mm의 hole 가공은 YBCO 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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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density가 히 감소하 다. 

   (3) 가공한 hole의 직경에 따른 levitation force는 체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hole 직경 크기에 따른 변화는 불규칙하 다.  

   (4) 가공한 hole의 개수에 따른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의 측정결과 9, 16

개의 hole을 가공한 시편 모두 levitation force가 높게 측정되었고 25개의 

hole을 가공한 시편은 가공 시 시편이 훼손되어 flux density와 levitation 

force가 히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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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년도 세부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달성내용  기술 기여도

1차년도

(2005)

◦ YBCO 도체 코 용 진선정

◦ 미세조직 제어  분석

◦ 코 기술 기 연구

◦ 기계  특성 평가 연구(300K, 77K)

100

resin, resin+CNT, AgNO3의 보

강재를 선정, 보강여부를 평가

함

2차년도

(2006)

◦ Resin 코 된 YBCO 도체 제조 

 공정 기술 연구

◦ 균열  기공치유 효과 평가

◦ 기계  특성 평가 연구(300K, 77K)

100

YBCO 시편에 인  홀을 다

양한 크기로 제작, 1차 가공한 

후 보강을 함으로써 홀의 크기

에 따른 자기  특성 변화와 기

계  특성을 비교 평가함 

3차년도

(2007)

◦ 코 된 YBCO 도체 제조  공정 

기술 연구

◦ 미세조직 제어  분석

◦ 기계  특성 평가 연구(300K, 77K)

100

인 으로 5, 16, 25의 홀을 만

든 후, 보강을 함으로써 인  

홀의 갯수에 따른 자기  특성 

변화와 기계  특성 변화를 비

교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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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00kW  Flywheel 제작에 제공되는 YBCO 도체를 보강하여 장기 인 내구

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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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YBCO 도체의 기계  특성 향상 연구(보강재료, 보강방법, 공법 등) 

  2. YBCO 도체의 자기  특성 향상 방안(pinning site에 의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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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과 제 보 고 서

미세구조 제어를 통한 RE-123 Bulk 제조

탁연구기  : 조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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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도체는 에 지, 력산업, 의료산업, 환경산업, 반도체산업, 교통수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그 에서 에 지 장장치로 응용되는 flywheel은 

고자장에서 높은 임계 류 도를 가지는 도체가 요구된다.  기존의 

YBa2Cu3O7-x(Y-123)계 도체는 고자장하에서 낮은 임계 류 도를 가지며, Bi계

는 고자장하에서 높은 임계 류 도를 가지나 제조가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

다. 고자장 하에서 높은 임계 류 도를 가지면서 제조가 쉬운 물질로는 

NdBa2Cu3O7-x(Nd-123) 도체가 있다[1-5]. Nd-123계 도체는 Y-123계와 같은 

결정구조를 가지며, 공기 에서 넓은 상 안정 역을 가지고 있다[6-10]. 한 낮은 

산소분압에서 stoichiometry를 만족하는 도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낮

은 산소분압에서 제조할 경우 성장계면에서 산소 확산의 문제로 인한 큰 단결정 제

조가 어렵다는 단 을 가진다.  

  최근 경희토류 원소 (LRE=Nd, Eu, Gd, Dy)를 혼합한 LREBa2Cu3O7-X(LRE-123)가 

기존의 Nd-123나 Y-123 도체보다 높은 임계 류 도를 갖는다는 것이 밝 졌

다[11-19]. 한 LRE-123계는 벌크의 기계  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Ag 입자의 분

산이 Y-123계 보다 휠씬 용이한 장 도 가지고 있어 앞으로 Y-123계를 체할 것으

로 상된다. 따라서 경희토류 원소를 혼합하여 도체 단결정을 제조하기 해

서는 먼  단일 RE-123 (RE=Nd, Gd, Dy)계  mixed rare-earthBCO의 기 연구로

서 열처리방법과 분 기 변화에 따른 상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희토류계 산화물을 이용하여 Bulk의 형태를 갖는 단결정을 제조하기 한 

표 인 방법으로서는 TSMG  ISSMG법을 들 수 있다[20-30]. TSMG법은 사용하

는 seed의 종류와 특성  처리 조건에 따라서 도 단결정의 물성이 결정된

다. ISSMG법을 통하여 도단결정의 제조시 211과 액상조성의 결정  mixed 

rare-earthBCO에 따른 특성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SMG (Top-Seeded Melt-Growth)법에 의해 도 단결정 

제조시의 seed 종류와 특성  처리 조건에 따른 도 특성과 미세구조에 하

여 고찰하고 한 ISSMG법을 통하여 211과 액상조성 비  mixed rare-earthBCO

에 한 미세구조  도체 특성에 하여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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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의 경우

재 국내에서는 문 으로 풀라이휠에 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 은 력연구

원이 유일하다. 이 분야의 기 연구를 담당해야할 학에서는 RE-123계 도체에 

해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고자장에서의 다양한 응

용을 해서 기 기술 개발과 학문  바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분야이다.  국내의 경

우는 일단 학에서 새로운 RE-123계의 공정에 한 여러 가지 기 인 연구가 수행

되고 그 결과를 기존 연구소나 기업과 연계하여 실용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국내에서도 Y-123계에 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나간다면 쉽

게 선진기술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외의 경우

국외에서도 아직까지는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단결정 제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에 경희토류 원소 (RE=Nd, Eu, Gd, Dy)를 혼합한 REBa2Cu3O7-X (RE-123)가 

기존의 Nd-123나 Y-123 도체보다 높은 임계 류 도를 갖는다는 것이 밝 졌다. 

한 RE-123계는 벌크의 기계  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Ag 입자의 분산이 Y-123계 보다 

훨씬 용이한 장 도 가지고 있어 앞으로 Y-123계를 체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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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수행 내용

가. Y-계 123 도체에 Nd, Sm 등을 첨가한 mixed rare-earthBCO를 제조하

는 공정 확립  특성향상

도체를 제조하기 한 출발원료로서는 고순도 Nd2O, Gd2O, Dy2O, Y2O3, 

Sm2O3, BaCO3, CuO를 사용하 다. 도체의 합성은 RE2O3:BaO:CuO=1:2:3 

(RE=Nd0.5+Y0.5, Y0.5+Sm0.5)의 몰 비가 되도록 정량한 후 폴리에틸  용기에 넣고 

24시간 습식혼합을 행하여 슬러리를 제조하 다. 이 슬러리는 120
o
C의 건조로에

서 12시간 건조한 후 유발 에서 분쇄하 다. 

비된 분말의 하소는 BaCO3 의 CO2의 분해온도인 880oC에서 9시간 동안 

3회에 반복 하소하여 성형체를 제조하 다.  TSMG법에 의해 단결정 제조시 사

용되는 시편은 직경이 20 mm, 두께 5 mm의 팰렛 형태의 시료를 제조하 다.  

TSMG법에 의한 도 단결정 제조에 사용되는 seed는 MgO의 miscut이 0o와 

4
o 

있는 단결정을 3 x 3 mm 크기로 사용하 다. seed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불순물은 에탄올과 아세톤을 사용하여 음 로 세척한 후에 사용하 고, seed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OH기는 1000oC에서 3시간 동안 산소분 기 에서 열처

리하여 제거하 다. 

TSMG법에 의한 RE-123 bulk는 포정온도 보다 높은 40
o
C 높은 온도에서 30 

분간 용융한 후 2-step 열처리와 반복열처리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TSMG법에 사용되는 seed의 열처리효과와 miscut효과에 따른 표면 찰은 원

자간력 미경 (AFM: Atomic Force Microscopy, Digital Instruments Co., 

Nanoscope IV)을 이용하여 seed의 표면형상의 변화를 조사하 으며, 이때 AFM 

측정방식은 tapping mode로 하 다.  열처리가 끝난 시편의 결정상의 검토는 X

선회  (XRD: Rigaku D-Max III A)을 통하여 조사하 다. 미세조직 찰은 50 

vol.% 에틸 알콜과 50 vol.% 증류수를 혼합한 용액 에 1% 염산을 첨가한 에칭

용액 에서 에칭한 후 학 미경과 자 미경 (FE-SEM: Hitachi S-4700)으로 

찰하 고, EDX로 상분석을 행하 다. 

나. Mixed rare-earthBCO에서 211상 첨가에 따른 특성 향상

용융침투법에 의해 123 단결정을 제조하기 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된 분말은

Sm2BaCuO5(Sm-211), Y2BaCuO5(Y-211), Ba3Cu5O8, Yb2O3을 사용하 다. 211 성형체

는 Sm-211과 Y-211의 5:5와 2:8 무게비로 정량한 후 폴리에틸  용기에 넣고 용매

로 에탄올을 사용하여 5시간 동안 습식 혼합하여 슬러리를 얻었다. 이 슬러리는 



- 126 -

Fig. 1. The thermal profile and mechanism for superconductor fabrication 

by seeded infiltration-growth process in Air.

120℃의 건조로에서 12시간 건조한 후 유발 에서 분쇄하 다. 

 용융침투법에 의한 단결정 제조시 사용되는 시편의 경우에 211은 직경이 10 

mm, 두께 6 mm로, Ba3Cu5O8은 10 mm, 두께 8 mm로, Yb2O3는 10 mm, 두께 1.5 

mm로 페 트 상의 시료를 제조하 다.  용융침투법에 의한 도 단결정 제조에 

사용되는 seed는 Sm1.8-123와 Nd1.8-123의 자작 도체 단결정이 사용되었다.

용융침투법에 의한 도체 단결정 제조를 한 air 분 기에서의 공정도를 

Fig. 1(a)에 나타내었으며 그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Fig. 1(b)에 나타낸 것처럼 온도가 

상승하면 액상분말이 용융되면서 211분말에 모세  상으로 침투 상이 일어난 후 

온도를 내림으로써 123의 도 단결정을 형성한다.  Ba3Cu5O8은 211 분말량에 

비하여 1.0, 1.2, 1.4, 1.6배로 하 고, 용융온도는 1050℃~1070℃까지 변화를 시켜 

도체를 제조하 다. Fig. 2는 Ar 분 기에서 도체 단결정을 제조하기 한 공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열처리 후 도체의 미세조직을 찰하기 한 에칭 용액은 50 vol.% 에탄올

과 50 vol.% 증류수를 혼합하여  1% NHO3을 첨가한 용액에 에칭한 후 학 미경

으로 찰하 다. 결정상의 검토는 X선 회 (XRD:Rigaku D-Max Ⅲ A)을 통하여 

조사하 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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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hermal profile for superconductor fabrication by seeded 

infiltration-growth process in Ar.

다. Melt Infiltration-Growth Process법에 의해 도체 단결정 제조시 결정성

장 분 기 제어를 통한 bulk 특성향상

용융침투법에 의해 123 단결정을 제조하기 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된 분말은

Sm2BaCuO5(Sm-211), Y2BaCuO5(Y-211), Ba3Cu5O8, Yb2O3을 사용하 다. 211 성형체

는 Sm-211과 Y-211의 2:8, 3:7  5:5 무게비로 정량한 후 폴리에틸  용기에 넣고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여 5시간 동안 습식 혼합하여 슬러리를 얻었다. 이 슬러리

는 120℃의 건조로에서 12시간 건조한 후 유발 에서 분쇄하 다. 

 용융침투법에 의한 단결정 제조시 사용되는 시편의 경우에 211은 직경이 10 

mm, 두께 6 mm로, Ba3Cu5O8은 10 mm, 두께 8 mm로, Yb2O3는 10 mm, 두께 1.5 

mm로 페 트 상의 시료를 제조하 다.  용융침투법에 의한 도 단결정 제조에 

사용되는 seed는 Sm1.8-123와 Nd1.8-123의 자작 도체 단결정이 사용되었다. 용

융침투법에 의한 도체 단결정 제조를 한 용융온도는 1030℃~1050℃까지 변화

를 시켜 도체를 제조하 다. 

열처리 후 도체의 미세조직을 찰하기 한 에칭 용액은 50 vol.% 에탄올

과 50 vol.% 증류수를 혼합하여  1% NHO3을 첨가한 용액에 에칭한 후 학 미경

으로 찰하 다. 결정상의 검토는 X선 회 (XRD:Rigaku D-Max Ⅲ A)을 통하여 

조사하 다.

2. 결과  고찰

가. TSMG법에 사용되는 seed의 표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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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structure change of seed by miscut 

and heat treatment of MgO single crystal.

희토류계 도 박막 제조시 일반 으로 사용되는 MgO 단결정은 공기 에 존재하는 

CO2나 H2O가 기 의 표면에 부착되어 수산화물을 형성하여 증착되는 박막 특성을 하시킨

다. 이러한 단결정 표면에 부착되어 박막 특성 하를 방지하기 해서는 증착 에 에탄올

이나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사용하거나 더 좋은 특성을 갖는 박막을 제조하기 해서는 산소 

에서 열처리 하여야 한다. 한 기 에 miscut을 형성하여 박막을 증착하면 기 에 형성된 

atomic step에서 핵생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miscut이 없이 정확하게 지수 면을 가지는 기

에 비해서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박막의 제조가 가능하다[1].

Fig. 1은 TSMG법에 있어서 seed로 사용되는 MgO단결정의 miscut이 없는 것과 있는 

seed의 표면을 AFM으로 찰한 사진이다.  Fig. 1 (a)의 miscut이 없는 것과 (b) miscut이 있

는 seed의 표면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MgO단결정은 공기 에 일정시간 동안 방치한 후의 

표면형상으로 공기 에 존재하는 OH기가 MgO 단결정 표면에 500 nm의 크기의 수산화물

을 형성하고 있다. Fig. 1 (c)의 miscut이 없는 것과 (d) miscut이 있는 seed는 산소분 기 

에서 1000
o
C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의 표면형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seed의 표면에 존재

하는 수산화물이 완 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 이와 같이 공기 에서 부착되어 

도 특성을 방지하는 OH기는 산소 분 기에서 열처리하여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tomic 

step이 없는 것보다 있는 쪽이 핵생성 장벽에 지를 낮추기 때문에 핵생성이 쉽고 단결정의 

성장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박막에서는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TSMG법에 의해 

단결정 제조시  Fig. 1 (a), (b)와 (c), (d)에서 나타낸 것처럼 seed의 표면구조가 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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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Optical micrographs of (Y0.5+Sm0.5)Ba2Cu3O7-x specimens (a) 

as-heat-treatment and (b) re-heat-treatment fabricated with 

TSMG mothed.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나. 도 단결정 제조시 seed의 miscut과 열처리 조건의 향

 

Fig. 2는 MgO 단결정를 산소분 기에서 열처리한 seed를 사용하여 (Y0.5+Sm0.5)Ba2Cu3O7-x계

의 조성을 각각의 포정반응 온도보다 40
o
C 높은 온도에서 20 min 용융한 후에 

냉각과정을 반복 열처리하여 제조한 도체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낸다.  Fig. 

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23상이 c축 방향으로 성장하 으나 (a)의 1회 열처리한 시

편을 보면 211상의 크기가 다르고 123 상내에 기공에 의한 결함이 많이 찰되

었으나 2회 열처리하면 (b)와 같이 기공의 크기는 어들며 한 (a)에 비해 123

상과 211상이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복열처

리를 하면 123상내에 211상이 균일하게 분포된 좋은 미세구조를 갖는 도 단

결정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Fig. 3는 MgO 단결정 seed의 miscut이 없는 것과 (b) miscut이 3o 있는 것을 사용하

여 (Y0.5+Sm0.5)Ba2Cu3O7-x계의 조성을 각각의 포정반응 온도보다 40
o
C 높은 온도

에서 20 분 동안 용융한 후에 냉각과정을 걸쳐 제조한 도체의 미세조직 사

진을 나타낸다.  Fig. 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miscut에 계없이 123상이 c축 방향으

로 성장하 으며 miscut이 없는 seed를 사용하여 제조된 (a)의 시편에 비해서 

miscut이 있는 seed를 사용하여 제조된 (b)의 시편에서 211상 균일하고 123상내

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iscut이 있는 seed을 사용

하면 좋은 미세구조를 갖는 도 단결정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다. air 분 기에서의 용융온도에 따른 미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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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RE-123 (Y0.5+Sm0.5)Ba2Cu3O7-x 

specimens fabricated with re-heat-treatment.

Fig. 6는 Sm-211과 Y-211을 1:1 무게비로 혼합한 211분말의 성형체와 211 혼합

분말과 같은 양의 Ba3Cu5O8 액상분말의 성형체를 제조하여 용융온도를 1050℃에서 

1070℃까지 변화시켜 도체를 air 분 기에서 제조하 다. Fig. 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용융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211 결정립 크기와 기공의 크기는 증가하 다. 

211 결정립 크기는 1050℃에서 0.7um, 1060℃에서 1.4um, 1065℃에서 2.1um, 107

0℃에서 2.7um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7배씩 증가하 고 기공의 분포는 감소하

지만 크기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Fig. 6의 용융온도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찰하여 기공과 211 상의 

평균크기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Fig. 7.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11 결정립 크기

는 1050℃에서 0.7um, 1060℃에서 1.4um, 1065℃에서 2.1um, 1070℃에서 2.7um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7배씩 증가하 고 기공의 분포는 감소하지만 크기는 증가

하 다.  기공의 크기 한 용융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포도는 감소하고 결정입계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크기는 증가하 다.  Fig.8에 Fig. 6와 Fig. 7을 바탕으로 211

상과 기공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용융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작은 기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211 결정상 한 작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기공의 분포도는 감소하나 크기는 결정입계로 이동하여 그 

크기는 증가하고 211 결정상 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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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ptical micrographs of Y0.5+Sm0.5-123 

specimens fabricated by melting 

temperature.

Fig. 7. Relation between 211 phase and pore size of 

Y0.5+Sm0.5-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mel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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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chanism of the 211 Phase and pore size of Y0.5+Sm0.5-123 

specimens with melting temperature. 

라. air 분 기에서의 211와 Ba3Cu5O8 무게비에 따른 미세구조

Fig.9는 Sm-211과 Y-211을 5:5 무게비로 혼합한 211분말 비 Ba3Cu5O8의 액상

분말을 1.0, 1.2, 1.4, 1.6으로 변화시켜 air 분 기에서 제조한 도 시편의 미세구

조를 학 미경으로 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11결정상 크기는 Ba3Cu5O8의 무게비가 1.2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1.4에서 그 

무게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고 기공의 크기는 1.4까지 감소하다가 1.6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10은 Fig.9의 211 : Ba3Cu5O8의 무게비에 따른 미세구조를 찰하여 기공과 

211 상의 평균크기의 변화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Fig.10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11 결정립 크기는 Ba3Cu5O8의 무게비가 1.0에서는 1.4um, 1.2에서 1.4um, 1.4에서 

1.7um, 1.6에서 1.92um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기공의 크기는 1.0에서는 6.4um, 

1.2에서 4.7um, 1.4에서 3.1um, 1.6에서 3.9um로 1.4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

다.   Fig.11에 Fig.9와 Fig.10을 미세구조와 그래 를 바탕으로 211상과 기공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액상분말 양의 증가에 따라 211

상의 크기는 증가하고 기공의 크기와 분포도는 감소하며 결정입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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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ptical micrographs  of Y0.5+Sm0.5-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211        powder vs. Ba3Cu5Oxide 

content. 

Fig. 10. Relation between 211 phase and pore size by 211 

powder vs. Ba3Cu5Oxid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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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echanism of the 211 Phase and pore size of Y0.5+Sm0.5-123 

specimens with 211 powder vs. Ba3Cu5Oxide content. 

마. Ar 분 기에서의 결정성장온도에 따른 향

Fig. 12는 Sm-211과 Y-211의 무게비를 5:5로 한 경우로써 1055oC에서 용융한 후 

결정성장온도를 1010
o
C에서 1000

o
C까지 5

o
C 가격으로 변화시켜 제조한 도체의 

외 과 미세구조를 학 미경으로 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2 (a)는 결

정성장온도가 1000oC에서 제조된 도체의 시편으로써 미세구조 한 211상은 잘 

분산되어 있으나 다결정체를 이루고 있다.  결정성장온도 1005
o
C에서는 Fig.12 (b)와 

같이 seed를 심으로 일부 단결정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기공이 존재하나 211상

은 123상내에 잘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 (c)의 결정성장온도 

1010
o
C에서는 결정성장온도가 높아 기공이 많이 존재하고 도체 한 다결정체

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은 Fig. 12의 미세구조  211상과 기공의 평균크기를 수치화하여 그래

로 도시하 다. Fig. 13의 그래 에서 보면 결정성장온도가 1000
o
C에서 211상의 크

기는 3.5μm정도이고 1005
o
C, 1010

o
C에서는 2.8μm로 그 크기가 감소하 으나 기공

크기는 반 로 결정성장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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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Optical micrographs of Y0.5+Sm0.5-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grow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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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lation between 211 phase and pore size oof 

Y0.5+Sm0.5-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growth 

temperature.

Fig. 14는 Sm-211과 Y-211의 무게비를 5:5로 한 경우로써 Fig.12에서 도출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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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인 결정성장온도를 1005
o
C로 고정한 후 용융온도를 1055

o
C에서 1070

o
C까지 

변화시켜 제조한 도체의 외 과 미세구조를 학 미경으로 찰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Fig. 14 (a)는 용융온도를 1055
o
C에서 제조된 도체의 시편으로써 

seed를 심으로 일부 단결정이 성장되고 211상 한 123상내에 일부 응 되어 있

으며 기공은 123상내에 작은 크기로 소량존재하며 입계에 크게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다. Fig. 14 (b)는 용융온도를 1065
o
C에서 제조된 도체의 시편으로써 211상은 

123상내에 잘 분산되어 있으나 기공은 123상내에 다량의 작은 크기와 큰 기공이 존

재하는 것이 찰되었다. Fig. 14 (b)의 용융온도를 1070oC으로 높은 온도에서 제조

된 도체의 시편에서는 211상이 작으나 (b)의 경우와 같이 작은 기공이 123상내

에 많이 찰되었다. 

Fig. 15에 Fig. 14의 미세구조  211상과 기공의 평균크기를 수치화하여 그래

로 도시하 다. Fig. 15의 그래 에서 보면 용융온도가 1055
o
C에서는 211상의 크기

는 3.0μm정도와 기공은 40μm이고  1065
o
C, 1070

o
C에서는 2.8μm와 30μm정도 크기

의 기공이 존재하며 용융온도가 증가할수록 211상과 기공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Optical micrographs of Y0.5+Sm0.5-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mel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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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lation between 211 phase and pore size of Y0.5+Sm0.5-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melt temperature.

Fig. 16은 Sm-211과 Y-211의 무게비를 2:8로 한 경우로써 1055
o
C에서 용융한 후 

결정성장온도를 990
o
C에서 1005

o
C까지 5

o
C 가격으로 변화시켜 제조한 도체의 

외 과 미세구조를 학 미경으로 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6 (a)는 결

정성장온도가 990
o
C에서 제조된 도체의 시편으로써 미세구조 한 211상은 잘 

분산되어 있으나 다결정체를 이루고 있다. Fig. 16 (b)의 결정성장온도 995
o
C에서는 

seed를 심으로 도 단결정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123내와 결정입계 부분

에 기공이 존재하나 211상은 123상내에 잘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6 

(c)의 결정성장온도 1000
o
C에서는 기공이 많이 존재하고 211상의 크기 한 증가하

다. Fig. 16 (d)의 결정성장온도 1005oC에서는 결정성장 온도가 높기 때문에 123

상내에는 거의 기공이 존재하지 않으나 결정입계 부분에 결함이 많이 존재하고 211

상 한 작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Fig. 17은 Fig. 16의 미세구조  211상과 기공의 평균크기를 수치화하여 그래

로 도시하 다. Fig. 17의 그래 에서 보면 최 의 결정성장온도인 995
o
C에서는 211

상의 크기는 2.8μm와 기공이 40μm정도의 크기가 존재하 으며 결정성장 온도가 증

가할수록 211상의 크기는 증가하나 기공의 크기는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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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Relation between 211 grain size and pore size of 

Y0.8+Sm0.2-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growth 

temperature.

Fig. 16. Relation between 211 phase and pore size of Y0.8+Sm0.2-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growth temperature.

바. Sm-과 Y-211의 몰비가 2:8로 제조된 도체의 미세구조

Fig.18은 Sm-211과 Y-211의 몰비를 2:8로 혼합한 분말을 이용하여 용융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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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Relation between 211 phase and pore size of Sm0.2+Y0.8-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growth temperature.

1040
o
C에서 용융한 후 성장온도를 1025

o
C에서 1000

o
C까지 변화시켜 제조된 시편의 

미세구조를 나타낸다. 도체 단결정의 제조시의 성장온도 구간의 냉각속도는 

1
o
C/h로 하여 제조하 다.  Fig.18 (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장온도가 낮은 경우

에는 다결정을 이루고 있으며 결정입내와 입계에 작은 기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장온도가 증가하면 결정상은 잘 성장하여 단결정을 이루고 

있으나 결정입내와 입계 부분에 큰 기공이 찰 되었다. 그 에서 (c)와 (d)의 성장

온도에서 가장 도체 단결정으로 성장을 잘 하 다.

Fig.19는 Fig.18에서 도체 단결정으로 성장된 (c), (d)과 (e)의 시편을 

Fig.1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seed의 아래 부분과 양쪽끝 부분의 미세구조를 찰

하 다. Fig. 1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도체 단결정으로 성장된 시편은 거의 

동일한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결정성장온도가 증가할수록 기공의 크기는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123상내에 211상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최 의 조건은 (a)의 1015
o
C와 (b)의 1020

o
C의 성장온도에서 

제조된 시편에서 가장 좋은 미세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찰 되었다.

Fig.20은 Fig.19 동일한 조건에서 결정성장 역에서의 냉각속도를 0.5
o
C/h

로 하여서 제조된 도체 단결정 시편의 미세구조를 찰한 것이다.  Fig. 19

와 거의 유사한 결정상을 가지고 있으나 냉각속가가 늦은 계로 123상내의 211

상과 기공의 크기가 Fig. 19에 비교하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냉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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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
o
C/h로 하면 충분히 도체 단결정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19. Optical microstructure of Sm0.2+Y0.8-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growth temperature.

Fig. 20. Optical microstructure of Sm0.2+Y0.8-123 specimens fabricated 

by cooling rate 0.5
o
C/h.

사. Sm-과 Y-211의 몰비가 3:7 하여 제조된 도체의 미세구조

Fig.21과 22는 Sm-211과 Y-211의 몰비가 3:7의 경우로 동일조건에서 용융온도

만 1040
o
C와 1045

o
C로 변화시켜 제조한 도체 시편의 미세구조를 학 미경으



- 141 -

로 찰한 것이다. Fig.21은 용융온도가 1040
o
C (Sm:Y-211=2:8의 조건), 성장온도가 

(a)의 경우는 1015oC, (b)의 경우는 1020oC로 변화시켜 제조된 시편의 미세구를 나

타낸 것이다. 성장온도가 낮은 (a)의 경우에는 다결정을 이루고 있고 (b)는 단결정을 

형성하 으며 (b)의 경우가 기공크기도 작고 123상내에 211상이 잘 형성되었다. 

Fig.22는 Fig.21과 동일한 조건 에 용융온도를 5oC 증가시켜 제조된 시편의 미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용융온도를 5
o
C 증가시켜 제조된 시편의 미세구조를 보면 

Fig.21과 비교해서 성장온도가 낮은 경우도 도상이 c축으로 잘 성장되고 211상

의 분포와 기공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m:Y-211의 

몰비가 2:8의 경우보다 Sm-211의 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2:8과 동일한 용융온도로 

제조할 경우 도 단결정상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1. Optical microstructure of Sm0.3+Y0.7-123 specimens 

fabricated at melting temperature of 1040oC.

Fig. 22. Optical microstructure of Sm0.3+Y0.7-123 specimens 

fabricated at melting temperature of 1045
o
C.

Fig.23는 Fig.22에서 도체 단결정으로 성장된 시편을 Fig.23에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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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Optical microstructure of Sm0.3+Y0.7-123 specimens fabricated with 

growth temperature.

것처럼 seed의 바로 아래쪽과 하단부분을 찰한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seed의 바로 아래와 하단부분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도상인 123상과 211상

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기공의 크기는 하단부분에서 크게 성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Sm-과 Y-211의 몰비가 5:5 하여 제조된 도체의 미세구조와 도 특성 

평가

Fig.24는 Sm-211과 Y-211의 몰비가 5:5로 혼합하여 side seed를 이용하여 결

정성장온도를 1015
o
C에서 1030

o
C까지 5

o
C 간격으로 변화시켜 제조한 도체 

시편의 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Trapped magnetic field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2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정성장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

(1030
o
C)에서 제조된 시편에서는 76 mT가 나오고 1025

o
C에서는 80 mT, 1020

o
C

에서는 160 mT, 1015oC에서는 72 mT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장온도에 

Trapped magnetic field가 다른 원인을 분석하기 하여 Fig.24.의 도 특성을 

평가한 시편의 미세구조를 찰한 결과를 Fig.25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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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rapped magnetic field of Y0.5Sm0.5Ba2Cu3O7-x bulk 

superconductor fabricated by the ISSMG technique in Ar 

atmosphere at 77K,3T. The sample preparation conditions 

of (a) 1030
o
C, (b) 1025

o
C, (c) 1020

o
C, and (d) 1015

o
C. 

Fig.25 (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세구조를 살펴보면 결정성장온도가 가장 높

은 1030
o
C에서 성장시켜 제조한 시편에서는 과다한 액상의 생성으로 인하여 기공도 

많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211상 한 크게 성장되어 있으며 도체상인 123상도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b)에서는 (a)보다는 치 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공의 

크기가 크고 211상 한 크게 성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와 같이 1020
o
C에

서 성장시켜 제조한 도체 시편에서는 도상인 123상내에 211상이 미세하게 

잘 분포되어 있으며 123상 한 c축으로 잘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결정성장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제조된 (d)와 같은 경우는 123상이 c축으

로 잘 성장되지 못하고 크랙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상인 

123상이 c축으로 잘 성장하고 기공의 크기 한 당하며 211상도 잘 분포되어 있

는 시편에서 가장 도 특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6는 결정성장온도를 1025oC에서 1015oC까지 변화시켜후 각각의 끝나는 온도

에서 30 시간 유지시켜 제조한 도체 시편의 Trapped magnetic field 측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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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Optical microstructure of Y0.5Sm0.5Ba2Cu3O7-x bulk superconductor 

fabricated by the ISSMG technique in Ar atmosphere; (a) 1030
o
C, (b) 

1025oC, (c) 1020oC, and (d) 1015oC.

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26 (a)와 같이 1025
o
C에서 985

o
C까지 시간당 1

o
C로 냉각

시킨 후 985
o
C에서 30 시간 유지시켜 제조한 시편에서는 220 mT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b)와 같이 980oC에서 유지시켜 제조한 시편에서는 180 mT이고, (c)와 같이 

975
o
C에서 유지시켜 제조한 시편에서는 100 mT으로 나타났다. Fig.24와 같이 유지

시간이 없이 제조한 도체 시편에 비해 유지시간을 할당한 시편에서 더 우수한 

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27은 Fig.26와 같이 유지시간을 할당하여 제조된 시편이 유지시간 없이 제조

된 시편보다 도 특성이 높은 원인을 규명하기 하여 시편의 미세구조를 찰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27(a)와 같이 1025oC에서 985oC까지 시간당 1oC로 

냉각시킨 후 985
o
C에서 30 시간 유지시켜 제조한 시편에서는 도상인 123상이 

치 하면서 211상이 잘 분산되어 있으며 기공 한 거의 같은 크기로 균일하게 분

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b)와 같이 980oC에서 유지시켜 제조한 시편에서는 

(a)보다는 도상인 123상이 덜 치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c)와 같이 유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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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Trapped magnetic field of Y0.5Sm0.5Ba2Cu3O7-x bulk superconductor ((a) 

985oC, (b) 980oC, and (c) 975oC) fabricated by the ISSMG technique in Ar 

atmosphere at 77K, 3T. 

Fig. 27. Optical microstructure of Y0.5Sm0.5Ba2Cu3O7-x bulk 

superconductor, shown in Fig. 26, fabricated by the ISSMG 

technique in Ar atmosphere.

도가 가장 낮은 경우는 (b)보다 치 도 뿐만 아니라 기공의 크기와 분포가 (a)에 비

교하여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 특성이 우수한 시편을 제조하기 

해서는 123상이 c축으로 잘 성장할 뿐만아니라 도도 높아야 하며 기공의 크기와 

분포가 균일한 시편에서 가장 특성이 우수한 시편의 제조가 가능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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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 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문학술지와 학술 회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국내 도 연구의 기반을 계속 다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과제수행 에 얻어지는 단결정 성장에 미치는 공정 변수들의 이해를 바탕으

로 실제 응용 가능한 RE-123 도체 단결정을 제조하여 주 과제의 라이휠

에 바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자석이나 류 도입선 등 다양한 응

용이 가능하리라 기 된다. Bulk상태에서 partial melt growth방법을 통하여 단

결정을 제조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은 비단 도 단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

한 산화물의 단결정 제조기술의 원천기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 체의 효

과와 아울러서 국내 기술 기반 기술을 확립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5. 결 론

Y-계에 Sm 등을 첨가하여 mixed rare-earthBCO의 도체 단결정을 제조할 

때에 Sm과 Y-211의 몰비  TSSMG법과 ISSMG법이 에 의한 미세구조와 

도 특성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용융온도와 결정성장 온도는 Y-211에 Sm

의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TSSMG법 보다는 ISSMG법으로 제조한 

시편의 미세구조가 더 우수하 으며 1 step보다는 2 step으로 도체 단결정 

제조할 때 도상인 123상이 c축으로 잘 성장할 뿐 만아니라 도도 높아야 

하며 기공의 크기와 분포가 균일한 시편에서 가장 특성이 우수한 시편의 제조가 

가능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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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최종 연구개발 목표

Mixed rare-earthBCO  단일 RE-123 도 Bulk 제조 기술 개발

- 1“크기의 원형 도 bulk 제조

- 211상  이차상에 의한 flux pinning 기구 고찰

- 성장속도 제어  성장속도에 한 이론  고찰

나.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Y-계 123 도체에 Nd, Sm 등을 첨가한 mixed rare-earthBCO를 제조하는 공

정 확립  특성향상

  - 열처리 시간 감소를 한 2-step 열처리

  - bulk 특성향상을 한 반복 결정성장법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mixed rare-earthBCO를 제조하는 

공정 확립을 한 열처리시간 감

소를 한 2-step 열처리 방법

- 2-step 열처리가 도 제조시에 미치

는 향 한 결과를 Superconducting 

Properties and Phase Stability of 

REBa2Cu3O7-x(RE=Nd, Gd, Dy) 

Superconductors during Continuous 

Cooling and Isothermal Heat 

Treatment로 ISS 10월 에 학회발표 

정

mixed rare-earthBCO를 제조시 

bulk 특성향상을 한 반복 결정

성장법

- 반복열처리가 도체에 미치는 향

에 한 결과를 Effect of Multi Heat 

Treatment on the TSMG Processing of 

(Y0.5Sm0.5)-123 Superconductors로 ISS 10

월 에 학회발표 정

- seed가 도체 미치는 향의 결과

를 Effect of seed on the TSMG 

processing and phase transformation of 

RE-123 superconductor로 투고 정

다. 2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Mixed rare-earthBCO에서 211상 첨가에 따른 특성 향상

  -Infiltration 방법을 통한 미세구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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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mixed rare-earthBCO를 제조하는 

공정 확립을 한 용융침투법에 의

한 도체 단결정 제조

- 용융침투법을 통해 도체 제조시 

211:Ba3Cu5O8 무게비에 따른 도체 미

세구조의 향

- 용융침투법을 통해 mixed 

rare-earthBCO의 제조시 Sm:Y의 무게비

가 2:8, 5:5에 한 결과를 한국세라믹학

회, ISE2007에 발표하 으며 한 ISS2007

에 2건의 발표와 2건의 논문을 투고할 

정임

라. 3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Melt Infiltration-Growth Process법에 의해 도체 단결정 제조시 결정성장 

분 기 제어를 통한 bulk 특성향상

  - 산소분압 변화에 따른 bulk 성장 거동 고찰

  - 낮은 산소분압 하에서의 bulk성장 후 산소 충진 방법 개발

  - 결함을 이용한 확산경로 제공  bulk 성장속도 향상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mixed rare-earthBCO를 제조하는 

공정 확립을 한 용융침투법에 

의한 도체 단결정 제조

- 용융침투법을 통해 도체 제조시 

Sm과 Y-211의 몰비에 따른 미세구조와 

도 특성 고찰

- Top seed법과 side seed법을 사용하여 

미세구조와 도 특성을 고찰

- mixed rare-earthBCO의 도체 단결

정 최  제조조건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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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문학술지와 학술 회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하여 국내 도 연구의 기반을 계속 다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과

제수행 에 얻어지는 단결정 성장에 미치는 공정 변수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응용 가능한 RE-123 도체 단결정을 제조하여 주 과제의 라이휠에 바로 사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자석이나 류 도입선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리

라 기 된다. Bulk상태에서 partial melt growth방법을 통하여 단결정을 제조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은 비단 도 단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한 산화물의 단결정 

제조기술의 원천기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 체의 효과와 아울러서 국내 기

술 기반 기술을 확립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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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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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벌크 도체의 개발이 으로 필요하다. 기존의 자기베어링은 자

석을 이용한 타입으로 자석가동을 한 력소모  치제어기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성 없

다. 성능  베어링의 단순화, 경제성 등을 고려할 시 도 베어링용 YBCO 벌크 도체의 

개발이 필수 이다. 재 세계 으로 도 라이휠용 고온 도체 제조기술은 일본, 미국, 유

럽의 몇 나라가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원자력연구원과 력연구원이 벌크 도체 제조에 

한 세계 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술을 활용한 벌크체 제조와 독자  도 베어링기

술을 활용하면 고효율 도 에 지 장장치의 개발이 가능하다. 도 베어링의 핵심소재인 

YBCO 도체는 주로 종자결정성장법으로 제조된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십 수년간의 이 분야

연구에 한 투자로 독자 인 도 벌크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도 벌

크체의 건 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기술 우 의 주안 이다. 재 개발 기술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세라믹 도체의 특성 재 성  건 성이다. 베어링에 사용되는 도체가 세라믹이기 

때문에 기계 으로 취약하고, 게다가 내부에 미세균열이나 기공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한 보완

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기공과 균열이 억제된 완  치 체 제작, 제 2상 미세분산기술 등이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에 한 연구를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질  좋은 도 베어링

용 벌크를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균열없는 완 치 체 YBCO 벌크 제조를 최종목표

로 하여 종자결정법을 이용한 YBCO 벌크 내의 기공, 분산체 도  분포 제어기술, 제 2상 물

질의 도핑을 통한 기계  특성  도 특성 향상 연구, 자기부상력  포획자력 평가기술을 연

구주제로 수행되었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도 베어링, 도 벌크, YBCO 도체, 자기부상력, 포획

자력, 종자결정성장법, 용융침투법, 럭스 피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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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Current carrying capac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consideration 

of superconductor bulk material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There are numerous 

applications of Y-Ba-Cu-O (YBCO) bulk superconductors e.g. magnetic levitation train,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 levitation transportation, lunar telescope, centrifugal 

device, magnetic shielding materials, bulk magnets etc. Accordingly, to obtain YBCO 

materials in the form of large, single crystals without weak-link problem is necessary. 

A top seeded melt growth (TSMG) process was used to fabricate single crystal YBCO 

bulk superconductors. The seeded and infiltration growth (IG) technique was also 

very promising method for the synthesis of large, single-grain YBCO bulk 

superconductors with good superconducting properties. 5 wt.% Ag doped Y211 green 

compacts were sintered at 900oC~1200oC and then a single crystal YBCO was 

fabricated by an infiltration method. A refinement and uniform distribution of the 

Y211 particles in the Y123 matrix were achieved by sintering the Ag-doped samples. 

This enhancement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was ascribable to a fine dispersion of 

the Y211 particles, a low porosity and the presence of Ag particles. In addition, we 

have designed and manufactured large YBCO single domain with levitation force of 

10-13 kg/cm2 using TSMG processing technique.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superconductor bearing, YBCO superconductor, levitation force, 

top seeded melt growth, infiltration growth, flux 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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