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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rtificial holes on the cooling

efficiency of single grain YBCO bulk

superconductors were studied. Single grain YBCO

bulk superconductors without artificial holes, with

six 2.4 mm holes and six holes filled with

Bi-Pb-Cd-Sn metal solder were fabricated by a

top-seeded melt growth process for powder

compacts with/without holes. Simulation for the

cooling rate to a liquid nitrogen temperature (77 K)

of YBCO samples was carried out using a finite

element method (FEM)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actual cooling rates of samples in liquid

nitrogen. The simulated cooling times for the YBCO

sample without holes, with six holes and with six

holes filled with the metal solder were 80, 47 and 75

sec. respectively, which are similar to the actual

cooling times of 84, 52 and 78 sec. estimated for the

same samples cooled in liquid nitrogen. The shorter

cooling time of the sample with artificial holes are

attributed to the increased surface areas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artificial holes. The metal

filling into the holes did not give any remarkable

effect on the cooling efficiency.

Key Words: YBCO, bulk superconductor, Artificial

holes, Cooling rate to 77 K, FEM simulation.

1. 서 론

차폐전류루프(Shielding current loop)의 크기가

크고 자장에서의 임계전류밀도가 높을수록 초전도체의

마이스너(Meissner) 자기 부상력이 크다. 종자결정성

장법으로 제조된 REBCO (RE : rare-earth

element) 초전도체는 결정크기가 크고 결정내부에 자

장(Flux)를 속박하는 고정점이 많아서 임계전류밀도

가 크다. 종자 결정법으로 REBCO 벌크 초전도체를

제조할 경우 단결정 영역의 크기를 수 cm 이상으로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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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 REBCO 벌크 초전도체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용 베어링, 고자장용 초전도 벌크 영구자석,

높은 전류 통전 능력을 이용한 전류 도입선에 사용된

다[1-3].

REBCO 초전도체는 초전도 임계온도가 약 90 K

으로 액체질소 온도(77K)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초전

도체를 응용한 장비의 작동을 위해서는 냉동기나 액체

질소와 같은 냉매를 이용한 냉각이 필수적이다. 산화물

인 REBCO 초전도체는 금속 초전도체에 비해 열전도

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초전도체의 냉각효율은 초전도

체를 이용한 장비 작동비용의 절감을 위해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냉각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기기의 가동

과 부품의 사용 효율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벌크 초전도체의 냉각속도를 높이고

자 구멍이 있는(표면적을 큰) 단결정 초전도체를 종자

결정성장법으로 제조하였다. 구멍이 없는 시편과 6개

의 구멍이 있는 시편, 구멍을 금속 매질로 채운 시편

에 대하여 액체질소 온도까지의 냉각속도를 FEM 법

으로 시뮬레이션 하였고,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결과를

실제의 냉각속도와 비교하였다.

2. 실험방법

2.1. 단결정 YBCO 벌크 초전도시편

구멍이 있는 시편을 만들고자 특별히 제작된 다이

(Die)를 사용하여 분말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YBa2Cu3O7-y(Y123)의 자기 포획특성을 높이기 위해

Y123에 0.5 몰의 Y2O3를 첨가한 분말(화학조성:

Y1.5Ba2Cu3O7-y)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제조한 분말 성

형체에 대해 종자결정성장법[4]을 적용하여 단결정 시

편들을 제조하였다(그림 1 참조). 동일한 중량의 분말

을 몰드에 넣어 일축가압으로 성형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형체의 직경은 같았으나 성형체 높이는 구멍이 있는

성형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말 성형체에 대해 다

이 프레싱으로 만든 구멍의 크기는 3 mm이었으나 결

정성장 열처리 중의 부피수축으로 인해 구멍 크기는

2.4 mm로 축소되었다.

구멍이 초전도체의 냉각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자 구멍이 없는 시편, 2.4 mm 크기의 구멍이 시편에

여섯 개가 있는 시편, 여섯 개의 구멍을 금속으로 채운

시편을 준비하였다. 열전달에 대한 금속의 효과를 관찰

하고자 용융온도가 100℃ 미만인 Bi-Pb-Sn-Cd 솔더

를 사용하여 구멍을 채웠다. 초전도체와 솔더 간의 젖

음(Wetting)이 좋아 구멍에 솔더 물질이 잘 채워졌

다. 각 시편의 실제 냉각시간은 초전도시편을 액체질소

에 담근 후 냉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가 완전히 사

라지는 시간을 77 K까지의 냉각시간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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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p surface view of single grain YBCO

samples (a) without artificial holes, with (b)

six 2.4 mm holes, (c) six 2.4 mm holes filled

with metal solder.

2.2. FEM을 이용한 냉각 시뮬레이션

단결정 YBCO 벌크 초전도체 냉각효율을 알고자 유

한요소해석법(FEM : Finite Element Methods)

방식의 ANSY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전도체

의 냉각진행과정을 모델링 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는 구멍이 없는 YBCO 초전도체와 구멍이 있는 초전

도체, 구멍에 금속을 함침한 시편에 대해 액체질소 온

도인 77 K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하였다. 시뮬레이

션을 위해 YBCO 초전도체, 금속, 질소의 비열, 열전

도도, 밀도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1 참조, 재료

의 물성 값 [5]). 금속 솔더를 사용한 경우 솔더의 물

성 값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속 은(Ag)의 데

이터를 대신 사용하였다.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s.

YBCO Nitrogen gas Metal

Density(kg/m3) 5992 4.1614 10490

Specific heat

(J/kg·K)

80 K 188.2 90 K 1056

235
150 K 324.3 100 K 1054

200 K 396.4 150 K 1050

300 K 396.4 300 K 1043

Thermal

conductivity

(W/m·K)

* 결정방위는

a-b 면과 c-axis

80 K
a-b 14

90 K 0.0106

429

c 3

90 K
a-b 12

100 K 0.0120
c 2.6

200 K
a-b 10

150 K 0.0160
c 2.2

300 K
a-b 10

300 K 0.0270
c 2.2

표 1에 표시한 각 재료의 물성 값을 토대로 시뮬레이

션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진행하였다.

1. 지름 25 mm, 두께 10 mm 크기의 단결정

YBCO 벌크 초전도체에 직경 2.4 mm의 구멍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멍에 금속을 함침한 경우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모델링한다.

2. 초전도체와 가공된 구멍은 완벽한 원형을 유지한

다.

3. YBCO 초전도체와 금속, 질소는 모든 부위에서 균

일한 밀도를 갖는다.

4. 금속을 함침한 경우 초전도체와 금속은 맞닿는 모

든 부분에서 서로 완벽하게 접착되어 있다.

5. 각 물질의 열팽창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냉각은 완

전한 단열조건하에서 일어나며 열손실은 없다.

6. 시편의 정 중앙이 77K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계산하였다.

액체질소가 담긴 용기에 초전도 시편을 넣어 냉각할

경우 초전도체와 액체질소사이의 온도차이로 인해 냉

각과정에서 질소와 초전도체가 맞닿는 부분에서 질소

기포가 발생한다. 이 기포는 액체질소와 초전도체 사

이에서 질소 가스층을 형성하여 초전도체의 냉각을 방

해하게 된다. 따라서 초전도체의 냉각시뮬레이션에서

는 초전도체와 액체질소사이에서 얇은 질소 가스층이

생김을 고려하였다. 실제 YBCO 벌크형 초전도체를

액체질소에 넣어 초전도체의 냉각이 완료되어 질소 가

스의 발생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였고, 시물레이션에 적절한 질소 가스층의 두께를 결

정하여 냉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3. 실험결과

구멍 없는 경우와 직경 2.4 mm 크기의 구멍이 여섯

개 있는 경우, 여섯 개의 구멍을 금속으로 채운 경우

의 세 가지 시편을 준비하여 액체질소를 이용해 77 K

까지 냉각되는데 걸리는 실제 냉각시간을 측정하였다.

실제 냉각시간을 측정한 결과 구멍이 없는 시편은 77

K까지 냉각하는데 84 초가 소요되었으며 구멍에 금속

을 채운 시편의 냉각시간은 78 초로 구멍이 없는 경우

와 비슷했다. 반면 구멍이 있는 시편의 냉각시간은 52

초로 앞의 두 경우에 비해 냉각시간이 상대적으로 짧

았다(표 2). 초전도체에 구멍을 만들어 줌으로써 초전

도/액체질소의 접촉 면적의 증가로 냉각속도가 짧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초전도 시편에 비해 열전도도

가 우수한 금속을 함침한 경우 냉각속도가 그다지 빨

라지지 않았다.

실제 냉각시간을 토대로 초전도체가 액체질소 온도

인 77 K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델링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액체질소와 초전도체가 직접 맞닿지 않

고 액체질소와 초전도체 사이에 질소의 증발에 의한

Table 2. Cooling end time of YBCO samples.

Sample 냉각완료시간(Sec.)

Without holes 84

Six Φ 2.4 mm holes 52

Six Φ 2.4 mm holes filled
with metal solder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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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ickness of a nitrogen gas layer vs.

cooling time.

N2 layer 100 K 90 K 80 K 77 K

0.025 mm 31.6 s 37.1 s 49.2 s 118.1 s

0.02 mm 27.1 s 31.5 s 41.4 s 97.7 s

0.015 mm 22.7 s 26.2 s 34.1 s 79.9 s

0.01 mm 18.1 s 20.7 s 26.6 s 61.1 s

가스층이 존재하여 초전도체의 냉각을 방해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질소 가스층의 두께를 변화시켜 시뮬

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0.015 mm 두께의 질소 가스

층이 있는 경우 실제 측정한 냉각완료시간과 가장 비

슷했다(표 3).

그림 2와 3은 초전도체와 액체질소 사이에 0.015

mm 두께의 질소 가스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냉각

시작 1 초, 15 초, 30 초 후 냉각진행과정의 모델링

결과이다. 그림 2는 구멍이 없는 시편의 냉각과정으

로, 액체질소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초전도체의 중심으

로 냉각이 진행된다. 반면 구멍에 금속이 함침된 시편

은 그림 3(a)와 같이 초전도체보다 열전도도가 높은

금속을 통해 냉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초전도체

의 외부표면은 액체질소에 의해 냉각되고 금속이 채워

진 부분이 먼저 냉각되고 이 후 금속/초전도 계면을

통해 냉각이 진행된다.

(a) (b)

(c)

Fig. 2. Simulation result of a single grain

YBCO bulk sample without holes : (a) after 1

sec, (b) after 15 sec and (c) after 30 sec.

(a) (b)

(c)

Fig. 3. Simulation result of a single grain

YBCO bulk sample with 6 holes filled with

metal solder : (a) after 1 sec, (b) after 15

sec and (c) after 3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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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oling velocity vs. time of a single

grain YBCO sample without holes, with 6

holes and 6 holes filled with metal solder.

Table 4. Cooling time of a single grain YBCO

sample without holes, with holes and holes

filled with metal solder.

200K 150K 100K 90K 80K 77K

Without

holes
10 14.6 22.7 26.1 34.1 79.9

Six 2.4

mm holes
7.9 11.1 16.3 18.7 24.1 47.3

Six 2.4

mm holes

with

metal

solder

6.6 10.8 18.6 22 29.9 74.9

초전도 시편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곡선과 일정한

온도(77 K)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그림 4와

표 4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4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구멍이 있는 시편의 냉각 완료시간은 약 47

초, 구멍이 없는 시편은 80 초에 비해 거의 두 배이

다. 반면 구멍에 금속을 함침한 시편은 냉각 초반에는

냉각이 빠르지만, 100 K의 이하에서는 냉각이 천천

히 진행되어 냉각이 완료되는데 약 75 초가 소요된다.

구멍에 금속을 채운 경우와 구멍이 없는 시편과의 냉

각시간의 차이가 5 초 정도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구멍에 함침된 금속이 액체질소에 의해 직접 냉

각이 이루어지는 면적이 작아 냉각효율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크기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멍이 있는

경우 냉각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구멍에 의

한 액체질소와 초전도체가 접촉하는 표면적 증가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구멍에 금속을 채운 경우 냉각효

율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속함침을 통해 세

라믹-금속 복합체 형성으로 초전도체의 기계적 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초전도체의 냉각효율에 대한 구멍의 효과를 알고자

구멍이 없는 시편, 2.4 mm 구멍이 6 개 있는 시편과 6

개의 구멍을 금속 솔더(Bi-Pb-Cd-Sn)로 채운 시편에

대해 77 K(액체질소)까지의 실제 냉각속도를 측정하였

고, 이 결과를 유한요소해석법에 의한 냉각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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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에는 Bi-Pb-Cd-Sn

solder의 물성 값 대신 데이터가 많이 알려져 있는 금

속 은(Ag)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세 종류 시편의

77 K까지의 실제 냉각시간은 각각 84 초, 52 초와

78 초였다. 구멍이 있는 경우 시편의 표면적 증가에

따라 초전도 시편의 냉각속도가 증가되었으나 구멍을

금속으로 채운 경우에는 냉각속도에 대한 구멍의 효과

가 관찰되지 않았다. 세 종류 시편에 대해 유한요소법

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77 K까지의 냉각시간은

각각 80 초, 47 초와 75 초로 실제 측정한 결과와

잘 일치했다. 이 결과는 초전도체의 액체질소에서 냉

각효율을 높이려면 초전도체와 액체질소가 접촉하는

표면적을 높여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멍을 금속으

로 채워 주었을 경우에는 냉각효율이 향상되지 않았지

만 금속함침은 초전도(세라믹)-금속 복합물 형성을 통

해 초전도체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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