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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Reactive Co-Evaporation Deposition and Reaction (RCE-DR) 공정을 

통한 2세대 고온 초전도체 REBa2Cu3O7-δ (REBCO) 선재 제조에 

적용될 수 있는 Y:Ba:Cu=1:1:2.5 조성의 YBCO 상 안정성 연구는 

RCE-DR을 통한 YBCO 선재 제조 공정 최적화에 필수불가결하다. 

본 연구는 Y:Ba:Cu=1:1:2.5 조성의 Y-Ba-Cu-O 비정질 전구체 막을 

이용하여 1 – 150 mTorr 의 낮은 산소 분압 하에서 해당 조성에 

대해 YBa2Cu3O7-δ (YBCO) 화합물의 상안정성을 실험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Pulsed Laser Deposition (PLD) 증착법을 통해 

Y:Ba:Cu=1:1:2.5 조성의 YBCO 비정질 전구체 막을 LaAlO3 (001) 

기판에 증착하였고, 증착된 전구체 막은 reel-to-reel 튜브 

퍼니스안에서 낮은 산소 분압,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상을 

형성시켰으며, 상온으로 급냉한 시편의 상과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YBCO 상의 상 안정 경계선 (phase boundary)과 각 상 

영역에서의 평형상을 규명하였다.  

실험 결과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a2Cu3O7-δ (YBCO)의 

Y123 상 경계는 Y:Ba:Cu=1:2:3 조성의 YBCO와 비교해 30 – 150 

mTorr 영역에서 약 70°C 낮은 온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1 – 30 mTorr 

영역에서는 산소 분압이 낮아질수록 온도차가 줄어들어 1 

mTorr에서 Y123 상 경계는 Y:Ba:Cu=1:2:3 조성의 YBCO에 비해 

약 25°C 낮은 온도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설정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하고 산소 분압을 조절하는 경로로 

열처리할 경우 Y211 + Y132 + L 또는 Y2O3 + Y132 + L에서 ter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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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tectic reaction을 통해 Y123 상이 형성되는 Y:Ba:Cu=1:2:3 조성의 

YBCO와 달리 Y2O3 + L에서 pseudobinary peritectic reaction을 통해 

빠르게 Y123 상이 형성된다.  

설정된 산소 분압 하에서 승온시에는 Y123 안정 영역의 

안정상인 Y123 + Y2Cu2O5 + CuO 상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100 mTorr 이상의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승온시 저온 구간에서 

Y123와 CuO가 반응하여 Y211 + L 상이 생성되었고, 이 반응에 

의해 상 분리 (phase segregation) 현상이 일어나 안정상이 생성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한 Y:Ba:Cu=1:1:2.5 조성의 YBCO 

상 안정 경계선 위에 Y2O3 + L 평형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YBCO 선재도 RCE-DR 공정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향후 제조 공정의 최적화에 본 연구 결과가 매우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YBa2Cu3O7-δ (YBCO), Phase Stability, Low Oxygen Pressure 

 

학번: 2016-20809 

  



iii 

 

목차 

 

I 서론 ................................................................................... 1 

II 문헌연구 ........................................................................... 5 

II.1 YBCO 의 구조 및 초전도 특성........................................... 5 

II.2 YBCO 관련 상 안정도 선행 보고....................................... 8 

II.3 RCE-DR 공정으로 증착한 GdBCO CC.............................. 12 

II.4 Gd:Ba:Cu=1:1:2.5 조성의 GdBCO 상 안정성 .................... 15 

III 실험방법 ......................................................................... 17 

III.1 시편준비 .................................................................................. 17 

III.1.1 타겟 제조 ...................................................................................... 17 

III.1.2 비정질 YBCO 전구체 막 제조 ................................................. 20 

III.1.3 저 산소 분압 하 시편 열처리 공정......................................... 22 

III.2 시편의 상 및 미세구조 분석 .............................................. 25 

IV 실험 결과 및 고찰 ....................................................... 26 

IV.1 예비 실험 결과 ...................................................................... 26 

IV.2 산소 분압 1 – 150 mTorr 영역 YBCO 상 경계점 ............ 28 

IV.3 산소 분압 1 – 150 mTorr 영역 안정상 ............................... 45 

IV.4 YBCO 상 안정도................................................................... 53 



iv 

 

V 결론 ................................................................................. 57 

VI 참고문헌 ......................................................................... 59 

VII Abstract ........................................................................ 63 



 

 

 

 

1 

I 서론 

초전도 현상은 1911년 H. K. Onnes [1]에 의해 발견된 현상으로, 

임계온도 (Tc) 이하의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고, 자기적으로 

Meissner 효과로 불리는 완전 반자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한다. 1986년 J. G. Bednorz와 K. A. Muller 

[2]에 의해 최초의 구리 산화물계 초전도체가 발견 된 후, 1987년 

M. K. Wu 등 [3]에 의해 액체질소의 비등점 (77 K) 이상의 Tc를 

가지는 물질인 YBa2Cu3O7-δ (YBCO) 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고온 

초전도체의 발견으로 매우 경제적인 액체 질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초전도체 응용이 가능하게 되어, YBCO 및 REBa2Cu3O7-δ (REBCO, 

RE:Y and rare earth elements – La, Nd, Sm, Eu, Gd, Dy, etc.) 초전도체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88년 H. Maeda 

등 [4]에 의해 비스무스 (bismuth) 구리 산화물계 초전도체 Bi-Sr-

Ca-Cu-O (BSCCO) 가 발견되었고, 탈륨 (thalium) 구리 산화물계 

초전도체 Tl-Ba-Cu-O [5], 수은 (mercury) 구리 산화물계 초전도체 

Hg-Ba-Ca-Cu-O [6]에 이어 MgB2 초전도체 [7]와 철 (iron)계 

초전도체 [8]까지 발견되어 왔으나, 초전도체 상용화를 위한 

연구는 YBCO 및 REBCO, BSCCO 그리고 MgB2 초전도체에 

집중되어 왔다.  

가장 먼저 상용화된 고온 초전도체는 BSCCO 초전도체로, 

Powder-In-Tube 공법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선재 제작이 

가능해 YBCO 보다 먼저 상용화되어 1세대 고온 초전도체로 

불리게 되었다. 뒤이어 Pulsed Laser Deposition (PLD) [9],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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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10], Metal-Organic 

Deposition (MOD) [11], Co-evaporation [12, 13] 등의 박막 제조 공정의 

발달과 함께, 은 (silver) 튜브를 사용해 제작되는 BSCCO 선재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재 제작이 가능하고, 자장 하에서 높은 임계 

전류 밀도 (Jc)를 가지는, Figure I.1에 도식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은 

Coated Conductor (CC)형 REBCO 초전도체인 2세대 고온 초전도체 

선재가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그 중, SuNAM Co., Ltd의 Reactive 

Co-Evaporation by Deposition and Reaction (RCE-DR) [14] 공정은 

빠르게 고성능의 REBCO 초전도 선재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매우 경제성이 우수한 2세대 초전도 장선재 제조 공정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Figure I.2 참조). 

이러한 박막 성장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산소 분압 하에서의 REBCO 상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데, REBCO 상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YBCO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R. Bormann과 J. Nölting [15], R. H. 

Hammond와 R. Bormann [16], K. W. Lay와 G. M. Renlund [17], B. T. Ahn 

등 [18, 19], T. B. Lindemer 등 [20], J. S. Kim 과 D. R. Gaskell [21], J. L. 

MacManus-Driscoll 등 [22]의 많은 연구자들이 YBCO의 상 

안정성을 규명하려고 하였지만, 낮은 산소 분압 (PO2), 고온 

조건에서는 YBCO 분말의 산소 방출 문제 가 있어 정확한 YBCO 

상 안정성 규명이 어렵고 [20], 낮은 산소 분압 조건에서는 YBCO 

분해 과정에서 상 분리 (phase segregation)가 발생하여 평형상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 [22] 등으로 보고된 YBCO 상 안정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실의 이정우 [23], 석태현 [24]은 비정질 박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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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낮은 산소 분압 하에서 GdBCO와 

YBCO의 상 안정성과 분해 생성물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실의 박인성[25]은 SuNAM Co., Ltd 의 RCE-DR 

공정에서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조성인 Gd:Ba:Cu=1:1:2.5 

조성 [14]의 GdBCO의 상 안정도를 규명하여, RCE-DR 공정 

최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Y:Ba:Cu=1:1:2.5 

조성의 비정질 YBCO 박막을 시편으로 사용하여 낮은 산소 분압 

하에서 YBCO 상 안정성을 실험적으로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RCE-DR 공정을 통한 YBCO 선재 제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Figure I.1 A schematic of the architecture for REBCO CC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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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2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long length CCs. Ic (total critical 

current) × L (conductor length) values for a CC 1cm width are indicated 

versus the year where they were achieve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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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연구 

II.1 YBCO 의 구조 및 초전도 특성 

YBCO는 perovskite 결정 구조를 3층으로 적층한 것과 같은 단위 

격자를 가지고 있다 [27]. 먼저 3층의 perovskite 구조 (ABO3) 중 

위, 아래에는 A 자리에 Ba 원자를, B 자리에 Cu 원자를 

위치시키고, 가운데에는 A 자리에 Y 원자를, B 자리에 Cu 원자를 

위치시킨다. 구성된 단위 격자에서 δ 값에 따라 산소 원자가 2개 

혹은 3개 빠지면 Figure II.1.1과 같이 YBCO 의 결정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단위 격자에서 중심쪽의 Cu-O 결합은 Cu-O 면을 

이루게 되며, 이 Cu-O 면을 따라 쿠퍼 쌍 (cooper pair)을 이루는 

전자들이 이동해 초전도 전류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양 끝 단의 

Cu-O 결합은 Cu-O chain을 이루고 이 chain을 이루는 산소 

원자들이 vacancy가 되어 YBa2Cu3O7-δ의 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 이에 따라 결정구조가 정방정 (tetragonal)에서 사방정 

(orthorhombic)으로 변화하게 된다.  

YBCO는 액체질소의 비등점 (77 K)보다 높은 92 K 의 Tc 를 

가지고 있어 매우 경제적으로 냉각이 가능하고 77 K 에서 6.6 

MA/cm2의 높은 Jc 값을 가지고 있으며 [28], 비가역 자장 

(irreversibility field) 또한 77 K 에서 7 T, 4 K 에서 100 T 이상으로 

매우 높은 값을 가진다 [29]. Figure II.1.2에 YBCO와 기타 

초전도체의 상부 임계 자장 (Hc2) (검은 선)과 비가역 자장 (빨간 

선)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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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1.1 The crystal structure of YBa2Cu3O7-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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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1.2 Magnetic field-temperature diagram for Nb-Ti (47wt%), 

Nb3Sn, MgB2, (Bi, Pb)2Sr2Ca2Cu3Ox (Bi-2223) (BSCCO) and YBCO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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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YBCO 관련 상 안정도 선행 보고 

YBCO의 상 연구는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R. Bormann과 J. 

Nölting [15], R. H. Hammond와 R. Bormann [16], K. W. Lay와 G. M. 

Renlund [17], B. T. Ahn 등 [18, 19], T. B. Lindemer 등 [20], J. S. Kim과 

D. R. Gaskell [21], J. L. MacManus-Driscoll 등 [22]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R. Bormann과 J. Nölting [15]은 0.03 – 30 Pa (0.23 – 230 mTorr)사이의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 YBa2Cu3O7-δ (Y123)가 Y2BaCuO5 (Y211), Cu2O 

(002) 와 BaCuO2 (011)로 분해되는 상 경계에 대해  보고하였고, R. 

H. Hammond와 R. Bormann [16]은 Y123 상 경계를 기반으로 각 

공정별 최적의 공정 조건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후 산소 분압 1 

Torr 이하의 분위기에서 Y123의 상 안정성에 대해 여러 보고가 

있었지만, 상 경계 위치와 분해 생성물이 일치하지 않았다. K. W. 

Lay와 G. M. Renlund [17]는 20 Pa (0.15 Torr)의 산소 분압까지 Y123 

↔ Y211 + Liquid (L)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고, B. T. Ahn 

등 [18, 19], T. B. Lindemer 등 [20]은 Y123 ↔ Y211 + Liquid (L) 분해 

반응은 100 Pa (750 mTorr) 이상의 산소 분압에서 일어나고, 100 Pa 

이하의 산소 분압에서는 Y123 ↔ Y211 + YBa3Cu2Oy (Y132) + 

BaCu2O2 (012)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으나 상 경계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J. S. Kim과 D. R. Gaskell [21]은 Y123 

↔ Y211 + 011 + 002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상 경계는 B. T. Ahn 등 

[18, 19]과 일치하고, Y211 + 011 + 012 안정 영역과 Y211 + Y132 + 012 

안정 영역 사이의 경계는 T. B. Lindemer 등 [20]의 상 경계와 매우 

가깝다고 보고하였다.  



 

 

 

 

9 

이에 J. L. MacManus-Driscoll 등 [22]은 모든 보고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연구결과와 함께 air (산소 분압 0.2 atm = 152 Torr) 부터 10-4 

atm (76 mTorr) 이하까지의 상 안정도와 분해 생성물을 정리, 

발표하였으며, 이를 Figure II.2.1에 나타내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Y123는 산소 분압 76 mTorr 이하 영역에서 Y211 + Y132 + 012 (solid), 

76 mTorr 부터 약 500 mTorr까지의 영역에서는 Y211 + Y132 + 012 

(liquid), 500 mTorr 부터 air 분위기까지의 영역에서는 Y211 + L 의 

분해 생성물을 가진다.  

그러나 J. L. MacManus-Driscoll 등 [22]은 낮은 산소 분압에서는 

Y123의 분해 과정에서 상 분리 현상이 발생하여 평형상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T. B. Lindemer 등 [20]은 낮은 산소 분압, 

고온 조건에서 YBCO 분말에서 산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산소 

분압의 제어가 어려워 상 안정성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T. Ohnishi 등 [30]은 액상 내에서 Y123가 성장할 때 

Y - rich 상에서 Y211이 아닌 Y2O3 석출물이 생성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다. 따라서 YBCO 분말을 이용하는 경우 상 

안정성과 분해 생성물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실의 석태현 [24]은 

Pulsed Laser Deposition (PLD) 법을 이용해 증착한 비정질 YBCO 

박막을 전구체로 이용해 시편의 산소 분압을 주변 산소 분압과 

평형하게 제어하는 방법울 도입해 낮은 산소 분압 하에서 

YBCO의 상 안정성과 분해 생성물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었으며, 

이를 Figure II.2.2에 나타내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Y123는 3원계 포정 반응 (ternary peripe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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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을 하여 산소 분압 1 – 250 mTorr 영역에서 Y2O3, Y132와 

액상으로 분해되고, 산소 분압 250 – 900 mTorr 영역에서는 Y211, 

Y132와 액상으로 분해된다.  

 

 

Figure II.2.1 The phase stability diagram of YBCO between 10-6 atm and 

0.2 atm oxygen atmosphe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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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2.2 Stability diagram of YBCO in the PO2 regime ranging from 1 

mTorr to 760 Tor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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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RCE-DR 공정으로 증착한 GdBCO CC 

SuNAM Co., Ltd의 J. H. Lee [14]에 의해 소개된 Reactive Co-

Evaporation by Deposition and Reaction (RCE-DR) 공정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LaMnO3가 완충층으로 사용된 IBAD-

MgO 기판 위에 e-beam evaporation으로 Gd, Ba, Cu와 같은 금속을 

저온, 저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 비정질 형태로 증착한다. 각 

물질의 증착률은 Quartz Crystal Microbalance (QCM)을 통해 

모니터링되고, 자동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조성이 제어된다. 

증착된 비정질 박막은 860°C, 산소 분압 10-5 mTorr 구간을 통과한 

후 150 mTorr의 높은 PO2에서 열처리를 통해 GdBCO 박막을 

형성하게 된다. RCE-DR 공정을 통한 GdBCO CC 제조 과정의 

개략도를 Figure II.3.1에 나타내었다.  

RCE-DR 공정으로 여러 조성에서 GdBCO CC를 제조해 임계 

전류 (Ic)를 측정했을 때 Gd:Ba:Cu=1:1:2.5 조성에서 가장 높은 Ic가 

나타났으며, 각 조성별 Ic 측정 결과를 Figure II.3.2에 나타내었다. 

해당 조성으로 GdBCO CC 제조시 Gd2O3 2차상이 균일하게 

퍼져있는 것이 T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 

과포화된 Gd2O3는 Gd2O3 + L ↔ GdBCO의 포정 반응 (peritectic 

reaction)에 기초한 melt-growth process가 중심인 RCE-DR 공정에서 

GdBCO 박막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RCE-DR 공정으로 제조된 GdBCO CC는 94.5 K의 매우 높은 Tc와, 

77 K, self-field에서 794 A/cm-width의 높은 Ic를 갖는다 [14]. 또한 

120 m/h 의 빠른 속도로 선재를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RCE-DR 효율적인 2세대 초전도 장선재 제조 공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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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고 있다. 

 

 

 

 

 

 

Figure II.3.1 Schematic diagram of the RCE-DR process and the program 

of the automated deposition control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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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3.2 
1

2
 Gd2O3–BaO–CuOz ternary phase diagram (magnified). The 

nominal composition of Gd:Ba:Cu=1:1:2.5 is designated by the dashed 

circle (orange colo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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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 Gd:Ba:Cu=1:1:2.5 조성의 GdBCO 상 안정성 

RCE-DR을 통한 GdBCO CC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해, GdBCO 

박막 성장 조건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Gd:Ba:Cu=1:1:2.5 조성의 GdBCO 상 안정성의 정확한 규명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실의 박인성 [25]은 PLD 법을 이용해 LAO (001) 

기판 위에 증착한 GdBCO 박막을 전구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낮은 산소 분압 하에서 Gd:Ba:Cu=1:1:2.5 조성의 GdBCO 상 

안정도를 규명하였고, 이를 Figure II.4.1에 나타내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Gd:Ba:Cu=1:1:2.5 조성의 GdBCO는 

GdBa2Cu3O7-δ (Gd123)와 비교해 상 경계선이 저온 구간으로 

이동하였으며, RCE-DR 공정의 열처리 경로에서 Gd2O3 + L1 → 

Gd2CuO4 + L2 → Gd123 + Gd2CuO4 + Cu2O 의 반응으로 GdBCO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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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4.1 The stability phase diagram of GdBCO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Gd:Ba:Cu=1:1:2.5 in low oxygen pressure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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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방법 

III.1 시편준비 

III.1.1 타겟 제조 

본 실험에서는 Y2O3 (High Purity Co., 99.9%), BaCO3(Cerac., 99.9%), 

CuO(High Purity Co., 99.9%) 분말을 이용하여 YBCO를 제조하였다. 

각 분말은 화학 양론적 조성에 맞게 전자 저울을 이용하여 정량한 

후 지르코니아 볼을 이용해 24 시간동안 볼밀링 하였고, 유압기를 

이용해 주형 (mold) 안에 넣어 200 kgf/cm2의 유압으로 성형한 후 

880°C, air 분위기에서 12 시간 하소 하고, 유발을 이용해 다시 

분말 형태로 분쇄하였다. 만들어진 분말은 X-Ray Diffraction (XRD) 

분석시 BaCO3 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와 같은 하소 과정을 4회 

반복 실행 하였다. 하소한 분말은 같은 방법으로 920°C 에서 

가소결 하였고, 유압기를 이용해 200 kgf/cm2의 유압으로 성형 후 

Cold Isostatic Press (CIP)를 이용하여 200 MPa 로 압축하였다. 

만들어진 pellet을 마찬가지로 920°C, air 분위기에서 12시간 소결 

하여 직경 1 inch, 5 mm 타겟을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타겟의 XRD 

(θ-2θ) 패턴 분석 결과를 Figure III.1.1에 나타내었다. 타겟에서는 

YBa2Cu3O7-δ (Y123), Y211, CuO 상이 검출되어, Figure III.1.2에 나타낸 

M. Maeda [31]의 3성분계 상태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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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I.1.1 XRD patterns of YBCO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Y:Ba:Cu=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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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I.1.2 The phase equilibria relations at 900°C in air for the ternary 

system, YO1.5-BaO-CuO [31]. The composition of Y:Ba:Cu=1:1:2.5 is 

designated as the gray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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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2 비정질 YBCO 전구체 막 제조 

앞장에서 제조한 타겟을 사용하여 Pulsed Laser Deposition (PLD) 

공법으로 Nd:YAG (λ = 355 nm) Laser를 주사하여 plasma plume을 

형성하고 LaAlO3 (LAO) (001) 단결정 기판에 증착되었다. 증착 

조건으로 에너지 밀도, 레이저 주파수, 증착 온도, 산소 분압, 

타겟과 기판 사이의 거리를 각각 2 J/cm2, 5 Hz, 200°C, 200 mTorr, 4.5 

cm로 설정하였고, 위 조건으로 90분에 걸쳐 증착한 박막의 두께가 

약 0.9 μm 임을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

SEM)를 통해 확인하였다. 증착된 Y:Ba:Cu=1:1:2.5 조성의 YBCO 

비정질 박막의 표면과 단면 사진을 Figure III.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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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I.1.3 FE-SEM micrographs of amorphous YBCO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Y:Ba:Cu=1:1:2.5 for (a) surface morphology and (b) cross-

sectio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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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3 저 산소 분압 하 시편 열처리 공정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 상 안정도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III.1.2에서 제조한 비정질 YBCO 박막을 1 – 150 

mTorr의 산소 분압 하에서 reel-to-reel 방식의 쿼츠 튜브 

퍼니스에서 열처리 하였으며, 실험은 YBCO 상 경계 확인과 분해 

생성물 확인을 위해 두 가지 열처리 경로로 진행되었다.  

먼저 YBCO 상 경계와 분해 생성물을 확인하기 위해, YBCO 

박막을 Ni-W alloy 금속 테이프 위에 올려, 4.0 ×  10-5 Torr 이하의 

고진공을 유지한 튜브 퍼니스 내부로 이동시킨 후, 5 – 10분간 

유지해 시편이 설정된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하였다. 그 후 

시편을 1 – 150 mTorr 사이의 다양한 산소 분압으로 유지되는 다른 

쿼츠 튜브로 이동시켜 열처리 하였다. 저온, 저압 구간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낮아져, 열처리 시간을 길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열처리가 끝난 시편은 산소 분압을 유지시킨 채로 튜브 밖으로 

이동시켜 상온으로 급냉하였다.  

상 경계 아래 영역 안정상 확인을 위한 실험은 기본적으로 위의 

실험 방법과 동일하지만, Ni-W alloy 금속 테이프 위에 올린 시편을 

고진공 상태의 튜브 퍼니스 내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산소 분압을 

먼저 유지시킨 후 설정된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하여 열처리하고 

급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YBCO 상 경계와 분해 생성물 확인을 위해 고진공 상태에서 

설정된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한 뒤 산소 분압을 맞춰 열처리하고 

급냉하는 경로를 열처리 경로 A로 명명하였고, 상 경계 아래 영역 

안정상을 확인하기 위해 산소 분압을 유지시킨 후 설정된 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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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을 이루게 하여 열처리하고 급냉하는 경로를 열처리 경로 

B로 명명하였다.  

Figure III.1.4 Schematic of reel-to-reel tube furnace [24].에 본 실험에 

사용된 reel-to-reel 방식의 쿼츠 튜브 퍼니스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검은 화살표로 표시된 경로가 열처리 경로 이며, 회색 

화살표의 열처리 경로 B는 튜브 퍼니스 우측의 reel box에 시편을 

두고 산소 분압을 유지시킨 후 zone 3로 이동시켜 설정된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하는 방식으로 열처리 후 급냉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Figure III.1.5에는 실험에 이용된 두 가지 열처리 경로를 

나타내었다.  

 

 

 

 

 

Figure III.1.4 Schematic of reel-to-reel tube furnac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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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I.1.5 (a) annealing path A and (b) annealing path B using YBCO 

amorphous film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Y:Ba:Cu=1: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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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시편의 상 및 미세구조 분석 

본 실험에서는 여러 조건에서 열처리 한 YBCO 박막의 상을 

분석하기 위해 Bruker 사의 D8-Advance 장비를 이용해 X-Ray 

Diffraction (XRD) 분석을 실행하였다. XRD 분석은 θ-2θ 분석을 

이용해 2θ 값을 5-70°사이로 변화시켜 실시하였다.  

또한, 열처리 전 YBCO 박막의 두께와 열처리 후의 표면 미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ZEISS 사의 MERLIN Compact, JEOL 사의 

JSM-7600F 장비를 이용하여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분석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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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결과 및 고찰 

IV.1 예비 실험 결과 

Y:Ba:Cu=1:1:2.5 조성의 YBCO 타겟은 Y123 single compound와 

달리 Y123, Y211, CuO의 3개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LD 

법을 이용해 비정질 박막 증착시 타겟의 조성을 그대로 

가져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산소 분압, 타겟과 기판 사이 거리 

(DTS)를 적절히 조절하여 여러 조건에서 비정질 박막 증착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분석을 통해 Y, Ba, Cu의 조성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PLD 법을 통해 초전도 박막을 증착할 때 기판이 

plume tip 근처에 있을 때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박막이 증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Nd:YAG Laser 구조상 

최소 DTS를 4 cm 미만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5 

cm에서 plume tip이 기판과 접하는 75 mTorr에서 4 – 5.5의 DTS 

범위에서 박막 증착 후 ICP 분석을 의뢰하였다. 분석 결과 타겟 

조성보다 Ba이 높은 비율로 증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0 mTorr와 300 mTorr에서 박막 증착 후 ICP 분석을 의뢰하였고, 

결과를 Table IV.1.1에 나타내었다.  

200 mTorr의 경우 plume tip은 DTS가 4 cm일 때 기판에 접하였고, 

300 mTorr의 경우엔 4 cm에서도 plume tip과 기판이 0.5 cm 가량 

떨어져 있었다. 본 연구실의 이전 실험들을 통해 박막 증착시 

산소 분압이 높아질수록 plume 크기가 작아지고 Cu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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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이 알려져있고, 또한 RCE-DR 공정으로 제조시 좋은 

특성의 CC 제조를 위해선 Ba 비율이 낮아야 하는 것이 

알려져있어, 20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 4.5 cm DTS 조건에서 

Y:Ba:Cu=1:1:2.5 조성의 YBCO 비정질 박막을 제조하였다. 

 

 

 

 

 

 

Table IV.1.1 Compositions of amorphous precursor films deposited at 

200°C by PLD using various various DTS and PO2 conditions.  

PO2 (mTorr) 

DTS (cm) 
75 200 300 

4 1:1.07:2.47 1:1.01:2.39 1:0.99:2.27 

4.5 1:1.08:2.42 1:1.02:2.50 1:0.98:2.28 

5 1:1.10:2.44 1:1.03:2.60 1:1.00:2.42 

5.5 1:1.08:2.45 1:1.03:2.66 1: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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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산소 분압 1 – 150 mTorr 영역 YBCO 상 경

계점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의 상 경계와 분해 

생성물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된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한 뒤 

산소 분압을 맞춰 열처리하는, 경로 A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LAO (001) 단결정 기판에 증착한 YBCO 전구체 박막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2.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LAO (001) 기판 이외의 peak이 발견되지 않아, PLD 법을 통해 

비정질 박막이 잘 증착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실의 석태현 [24], 박인성 [25]에 의해, Reel-to-reel 튜브 

퍼니스를 이용해 Y:Ba:Cu=1:2:3 조성의 Y123와 Gd:Ba:Cu=1:1:2.5 

조성의 GdBCO 비정질 박막을 경로 A로 열처리할 경우 포정 

반응이 일어나 매우 빠르게 REBCO 안정 영역에 도달하며, 낮은 

산소 분압과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 할 수록 느린 반응 속도에 

의해 상대적으로 긴 열처리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각 산소 분압과 온도에서의 열처리 시간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었다.  

1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612 – 628°C의 온도 구간에서 

2시간동안 열처리 하였으며, 시편들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2.2에 나타내었다. (a)에서는 Y123 peak이 발견되지 않고, 

(b)에서는 아주 작은 Y123 peak만 발견되는 반면, (c)와 (d)에서는 

a축, c축으로 성장한 Y123 peak들이 크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1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 Y123가 안정한 상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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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C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처리 경로 A로 

열처리할 경우 Y123 상 경계 위와 아래에서 Y2O3와 BaCu2O2 상이 

발견되었다.  

3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640 – 652°C의 온도 구간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 하였으며, 시편들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2.3에 나타내었다. (a)와 (b)에서 Y123 peak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c), (d)에서는 a축, c축으로 성장한 Y123 peak들이 크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3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 Y123가 

안정한 상 경계는 646±2°C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Y123 상 경계 위와 아래에서 마찬가지로 Y2O3와 BaCu2O2 상이 

발견되었다.  

1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656 – 668°C의 온도 구간에서 

30분간 열처리를 하였으며, 시편들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2.4에 나타내었다. (a), (b)에서 Y123 peak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c), (d), (e)에서는 a축, c축으로 성장한 Y123 peak들이 크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1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 Y123가 

안정한 상 경계는 666±2°C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Y123 상 경계 위와 아래에서 마찬가지로 Y2O3와 BaCu2O2 상이 

발견되었으며, BaCuO2 peak 또한 발견되었다.  

3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692 – 720°C의 온도 구간에서 

15분간 열처리를 하였으며, 시편들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2.5에 나타내었다. (a), (b), (c)에서 Y123 peak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d), (e)에서는 a축, c축으로 성장한 Y123 peak들이 크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3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 Y123가 

안정한 상 경계는 698±2°C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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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23 상 경계 위와 아래에서 Y2O3, BaCuO2, BaCu2O2 상이 

발견되었으며, 1 – 1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 비해 BaCuO2 peak의 

intensity가 상당히 커지고 BaCu2O2 peak의 intensity가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00 mTorr, 15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각각 740 – 772°C, 

752 – 768°C의 온도 구간에서 5분간 열처리를 하였으며, 시편들의 

XRD 분석 결과를 Figure IV.2.6에 나타내었다. 이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Y123 생성 반응의 속도가 매우 높아, Y123 상 경계 

위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편에서도 급냉시 Y123가 상당량 

생성되어, 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상 경계 

위와 아래에서의 Y123 peak의 intensity 차이를 크게 하기 위해 상 

경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도 근처 영역에서 열처리 

시간을 10분으로 늘려 다시 실험하였다.  

10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740 – 772°C 온도 구간에서 5 

– 10분간 열처리를 하였으며, 시편들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2.7에 나타내었다. (a), (b)에서 Y123 peak이 매우 작게 

발견되는 반면, (c) – (g)에서는 c축으로 성장한 Y123 peak들이 크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10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 Y123가 

안정한 상 경계는 758±2°C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Y123 상 경계 위와 아래에서 Y2O3, BaCuO2, BaCuO2.4, BaCu2O2 상이 

발견되었다. Y123 상 경계 바로 아래 온도인 756°C에서 29.2°의 

Y2O3, 43.7°의 BaCuO2 peak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Y123가 c축 

방향성을 크게 가지는 것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15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752 – 776°C 온도 구간에서 5 

– 10분간 열처리를 하였으며, 시편들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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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8에 나타내었다. (a), (b)에서 Y123 peak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c) – (f)에서는 c축으로 성장한 Y123 peak들이 크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15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 Y123가 안정한 상 

경계는 770±2°C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Y123 상 경계 

위와 아래에서 Y2O3, BaCuO2, BaCuO2.4, BaCu2O2 상이 발견되었으며, 

마찬가지로 Y123 상 경계 바로 아래 온도인 768°C에서 29.2°의 

Y2O3, 43.7°의 BaCuO2 peak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Y123가 c축 

방향성을 크게 가지는 것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Figure IV.2.9와 Figure IV.2.10에는 각각 1 – 10 mTorr, 30 – 15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의 Y123 상 경계 바로 위와 아래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FE-SEM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다. 비정질의 

YBCO에서 결정화가 진행되면서 crack들이 생성되었으며, 상 경계 

위와 아래의 미세구조에서 차이 확연히가 드러났던 Y:Ba:Cu=1:2:3 

조성의 YBCO [24]와는 달리,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는 상 경계 위와 아래에서 비슷한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처리 후의 시편에서는 비정질 전구체 박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물결무늬의 outgrowth가 관측되었으며, 각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 나타난 outgrowth의 FE-SEM 표면 사진을 Figure 

IV.2.11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outgrowth는 액상 형성의 근거로, 

Y2O3-BaO-CuO의 ternary phase diagram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31, 32], 열처리 경로 A에서 생성된 BaCuO2, BaCuO2.4, BaCu2O2 

상은 Y2O3 + L의 액상이 급냉하며 생성된 부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aCuO2와 BaCu2O2의 상 경계를 고려할 때 [33], 

액상이 급냉시 BaCu2O2 상이 먼저 생성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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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분압에서는 반응 속도가 높아 BaCu2O2 상의 일부가 BaCuO2 

상으로 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열처리 경로 A를 통해 규명한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 상 경계와 분해 생성물을 Y:Ba:Cu=1:2:3 조성의 Y123 [24], 

BaCu2O2 + 1
2⁄  O2 ↔ BaCuO2 + CuO [33] 상 경계와 함께 Figure 

IV.2.12에 나타내었다. Y:Ba:Cu=1:1:2.5 조성의 Y123 상 경계는 

Y:Ba:Cu=1:2:3 조성의 Y123 상 경계에 비해 저온 영역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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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1 The XRD pattern of as-deposited YBCO amorphous film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Y:Ba:Cu=1:1:2.5 on LaAlO3 (001)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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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2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a) 

628°C, (b) 624°C, (c) 620°C, (d) 612°C in the PO2 of 1 mTorr for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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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3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a) 

652°C, (b) 648°C, (c) 644°C, (d) 640°C in the PO2 of 3 mTorr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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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4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a) 

672°C (b) 668°C, (c) 664°C, (d) 660°C, (e) 656°C in the PO2 of 10 mTorr for 

30 min. 

  



 

 

 

 

37 

 

 

 

 

 

 

Figure IV.2.5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a) 

720°C, (b) 704°C, (c) 700°C, (d) 696°C, (e) 692°C in the PO2 of 30 mTorr 

for 1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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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6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in 100 

mTorr (A) at the temperature of (a) 772°C, (b) 756°C, (c) 748°C, (d) 740°C 

and 150 mTorr (B) at the temperature of (a) 768°C, (b) 760°C, (c) 752°C for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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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7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a) 

772°C, (e) 748°C, (g) 740°C for 5 min and (b) 760°C, (c) 756°C, (d) 752°C, 

(f) 744°C for 10 min, in the PO2 of 100 m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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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8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e) 

760°C, (f) 752°C for 5 min and (a) 776°C, (b) 772°C, (c) 768°C, (d) 764°C 

for 10 min, in the PO2 of 150 m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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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9 FE-SEM micrographs of surface morphologie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a), (b) 1 mTorr, (c), (d) 3 mTorr, and (e), (f) 10 mTorr, 

above (left) and below (right) the Y123 phase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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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10 FE-SEM micrographs of surface morphologies of as-

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a), (b) 30 mTorr, (c), (d) 100 mTorr, and 

(e), (f) 150 mTorr, above (left) and below (right) the Y123 phase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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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11 FE-SEM micrographs of wavy outgrowths from surface 

morphologie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a) 1 mTorr, (b) 3 mTorr, 

(c) 10 mTorr, (d) 30 mTorr, (e) 100 mTorr, and (f) 150 mTorr, above the Y123 

phase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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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2.12 Y123 phase boundary and decomposition phases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Y:Ba:Cu=1:1:2.5 in low oxygen pressures. Y123 

phase boundary for the composition of Y:Ba:Cu=1:2:3 [24] is represented in 

gray line for a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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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 산소 분압 1 – 150 mTorr 영역 안정상 

열처리 경로 A를 통해 실험한 시편에서는 먼저 생성된 Y2O3 + 

L가 상분리 현상으로 인해 상 경계 아래 영역에서 Y2O3가 전부 

안정상으로 변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상 경계 

아래 영역의 안정상을 정확히 판별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열처리 

경로 B를 이용하여 고온 분해상 존재 영역을 거치지 않고 비정질 

YBCO에서 Y123 상을 먼저 생성하는 실험을 통해,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의 상 경계 아래 영역에서 안정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열처리 경로 A를 통해 규명한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123의 상 경계와 함께, 분해상인 Y2O3가 Cu2O 

또는 CuO와 만나 Y2Cu2O5를 형성하는 반응인 Y2O3 + Cu2O + 1
2⁄ O2 

↔ Y2Cu2O5 와 Y2O3 + 2CuO ↔ Y2Cu2O5 [34], 그리고 Cu2O + 1
2⁄ O2 

↔ 2CuO [35]의 상 경계를 기준으로 상 안정도를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안정상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Figure IV.3.1에 

나타내었다. 그 후 열처리 경로 B를 통한 실험에서 관측된 상을 

예측한 안정상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열처리 경로 B로 10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 640 – 840°C의 

온도 구간에서 30분 - 5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3.2에 나타내었다. (a) – (e)의 열처리 시간은 

석태현 [24], 박인성 [25]의 선행 보고를 기반으로 30분으로 

설정하였으며, 반응 속도가 느린 저온 영역에서는 peak들의 

intensity를 크게 하기 위해 (f), (g)의 열처리 시간을 각각 3시간, 

5시간으로 설정하였다. Y123 안정 영역 내에서는 a-axis pea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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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났고, Y123의 main peak인 (103), (123) peak 또한 

관측되었다. 이는 LAO 기판 위에서 YBCO가 결정화할 때, 저온 

조건에서는 a축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 [36, 37], 승온 중 

Y123가 낮은 온도에서부터 결정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원인이다. 

또한 열처리 경로 A와는 다르게 모든 온도 구간에서 Y211 peak이 

관측되었고, Y211 이외에는 BaCuO2가 (b)에서, BaCu2O2가 (a), 

(b)에서, CuO가 (d) – (g)에서, Cu2O가 (a), (d)에서 관측되었다. 

(c)에서는 Y123 상 경계보다 높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a축으로 

자란 Y123 peak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이미 생성된 Y123 상이 

분해될 때 산소 가스가 방출되어, local PO2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24].  

열처리 경로 B로 3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 660 – 760°C의 온도 

구간에서 90분 – 15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3.3에 나타내었다. (a)에서는 Y211, BaCuO2, BaCu2O2, 

Cu2O 상이 관측되었고, (b) – (d)에서는 Y123 a-axis peak과 main 

peak들이 관측되었으며, Y2Cu2O5와 CuO peak 또한 관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Y2Cu2O5 main peak의 위치를 빨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열처리 경로 B로 1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 620 – 760°C의 온도 

구간에서 5시간 – 30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3.4에 나타내었다. (a)에서는 Y211, BaCu2O2, Cu2O 

상이 관측되었고, (b) – (f)에서는 Y123 a-axis peak과 main peak들이 

관측되었으며, Y2Cu2O5, Cu2O, CuO 상 또한 관측되었다. (c), (d)에서 

Y123 상과 Y2Cu2O5 상이 관측된 것은 Y123 상 분해에 의해 local 

PO2가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다.  

열처리 경로 B로 3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 630 – 800°C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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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15시간 – 30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XRD (θ-2θ) 분석 

결과를 Figure IV.3.5에 나타내었다. (a)에서는 Y2O3와 BaCu2O2 상이 

관측되었고, (b)와 (c)에서는 Y123 a-axis peak과 main peak들이 

관측되었으며, 또한 Cu2O 상이 관측되었다. 고상 안정 영역에서는 

깁스 상률 (Gibbs Phase Rule)에 의해 3가지 상이 공존해야 하는 

점에서 미루어보아, 이 조건에서는 높은 kinetic barrier에 의해 

안정상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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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3.1 Expected phases from 5 zones based on phase boundaries of 

Y123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Y:Ba:Cu=1:1:2.5, Y2O3 + Cu2O + 

1
2⁄ O2 ↔ Y2Cu2O5, Y2O3 + 2CuO ↔ Y2Cu2O5 [34], and Cu2O + 1

2⁄ O2 

↔ 2CuO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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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3.2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at (a) 

840°C, (b) 792°C, (c) 772°C, (d) 740°C, (e) 680°C for 30 min, (f) 680°C for 

3 h and (g) 640°C for 5 h in the PO2 of 100 mTorr by annealing pa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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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3.3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for (a) 

90 min at 760°C, and (b) 90 min, (c) 5 h, (d) 15 h at 660°C in the PO2 of 30 

mTorr by annealing pa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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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3.4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for (a) 

5 h at 760°C, (b) 5 h, (c) 10 h, (d) 20 h at 700°C, and (e) 15 h, (f) 30 h at 

620°C in the PO2 of 10 mTorr by annealing pa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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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3.5 The XRD patterns of as-quenched films after annealing for (a) 

20 h at 800°C, and (b) 15 h, (c) 30 h at 630°C in the PO2 of 3 mTorr by 

annealing pa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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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 YBCO 상 안정도 

먼저 두가지 열처리 경로를 통해 얻은 실험 결과 중, zone 1에 

해당하는 결과를 종합해보았다. 산소 분압 150 mTorr 영역까지 

Y2O3 + L의 고온 분해상이 관측된 열처리 경로 A의 결과와 달리, 

열처리 경로 B를 통한 실험에서는 10 mTorr 이상 영역에서 Y211 

상과 Y2Cu2O5 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Y123 분해시 방출된 산소 

가스에 의해 local PO2가 높아져 형성된 상이며, 석태현 [24]의 

결과와 종합해 보았을 때, Y211 상은 약 300 mTorr 이상의 산소 

분압에서의 안정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산소 가스 방출 

문제에 의해 낮은 산소 분압에서의 상 안정도를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낮은 산소 분압에서의 상 안정성 실험들의 

문제점 [20]을 잘 설명하는 결과이며, 따라서 비정질 박막을 

이용해 산소를 흡수하는 경로로 열처리하여 상 경계를 정확히 

규명한, 열처리 경로 A를 통한 본 실험의 상 경계 결정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가지 열처리 경로를 통해 얻은 실험 결과 중, zone 2 

– 4에 해당하는 결과를 종합해보았다. 100 mTorr 산소 분압 

영역에서 관측된 Y211 상은 열처리 경로 A를 통한 실험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안정상이 아니며, 저온 

영역에서 Y123 상과 CuO 상이 반응해 Y211 상과 액상이 생기는 

반응에 의해 생성되었고 [32], 상 분리 현상으로 인해 안정상이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10 mTorr 이상 영역에서는 

안정상으로 생각되는 Y123 + Y2Cu2O5 + CuO가 관측되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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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에서 CuO와 Cu2O는 Cu2O + 1
2⁄  O2 ↔ 2CuO [35]의 상 

경계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IV.4.1에 본 실험을 통해 규명한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의 낮은 산소 분압에서의 상 안정도를 

Y:Ba:Cu=1:2:3 조성의 YBCO [24]의 상 안정도와 함께 나타내었다. 

상 안정도의 회색 빗금 영역에 대해서는 안정상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통한 실험이 요구된다.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의 Y123 상 경계는 

Y:Ba:Cu=1:2:3 조성의 YBCO와 비교해 30 – 150 mTorr 영역에서 약 

70°C 낮은 온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1 – 30 mTorr 영역에서는 산소 

분압이 낮아질수록 온도차가 점점 줄어들어 1 mTorr에서는 

Y:Ba:Cu=1:2:3 조성의 YBCO에 비해 약 25°C 낮은 온도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경로 A를 통해 열처리할 경우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에서는 Y2O3 + L에서 pseudobinary peritectic 

reaction을 통해 Y123 상이 형성되므로, Y211 + Y132 + L 또는 Y2O3 

+ Y132 + L에서 ternary peritectic reaction을 통해 Y123 상이 형성되는 

Y:Ba:Cu=1:2:3 조성의 YBCO와는 달리 RCE-DR 공정의 장점인 fast 

conversion을 이용해 선재 제조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Figure II.4.1에 나타낸 것처럼, 초기조성이 

Gd:Ba:Cu=1:1:2.5인 GdBCO의 Gd123 상 경계는 Gd:Ba:Cu=1:2:3 

조성의 GdBCO와 비교해 100 mTorr에서는 약 110°C 낮은 온도에 

위치하며, 산소 분압이 낮아질수록 온도차가 줄어들지만 1 – 30 

mTorr 영역에서는 일정하게 약 70°C 낮은 온도에 상 경계가 

위치하여, YBCO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Gd2O3 + L1 → 

Gd2CuO4 + L2 → Gd123 + Gd2CuO4 + Cu2O 의 반응으로 Gd12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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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초기조성이 Gd:Ba:Cu=1:1:2.5인 GdBCO와는 달리,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는 Y2O3가 CuO 또는 Cu2O와 

반응해 Y2Cu2O5를 형성하는 상 경계가 Y123 상 경계보다 낮은 

온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Y2O3 + L에서 바로 Y123가 형성된다.  

RCE-DR 공정에의 적용을 생각하였을 때, 30 mTorr 이하의 산소 

분압에서는 Y123 상이 a축으로 성장해 특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양질의 선재 제조가 어렵고, 100 mTorr 이상의 산소 분압에서는 

열처리 경로 A를 통해 선재를 제조할 경우 먼저 생성된 Y2O3 + L 

상에서 pseudobinary peritectic reaction을 통해 빠르게 c축으로 

성장한 Y123 상이 형성되므로 성공적으로 RCE-DR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YBCO 선재는 GdBCO 선재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선재 제조가 가능하며, 이 때 낮은 growth rate에 

의해 2차상인 Y2O3가 비교적 작은 크기로 형성되어, 보다 

경제적으로 좋은 pinning 특성을 가지는 선재가 제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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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V.4.1 Phase stability diagram of YBCO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Y:Ba:Cu=1:1:2.5 in the PO2 regime of 1 – 150 m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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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낮은 산소 분압 하에서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 상 안정성을 실험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하였다. 분말을 이용한 기존의 상 안정성 연구와는 다르게 

PLD 법을 이용해 증착한 YBCO 비정질 박막을 사용해 시편의 

산소 분압과 주변 산소 분압을 평형하게 제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낮은 산소 분압에서도 정확하게 상 안정성 규명이 

가능하였다.  

Y:Ba:Cu=1:1:2.5 조성의 YBCO 비정질 박막은 reel-to-reel 튜브 

퍼니스를 이용하여 1 – 150 mTorr 사이의 산소 분압 하에서 열처리 

후 급냉하였으며, XRD와 FE-SEM을 이용해 열처리한 시편의 상과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의 Y123 상 경계는 

Y:Ba:Cu=1:2:3 조성의 YBCO와 비교해 30 – 150 mTorr 영역에서 약 

70°C 낮은 온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1 – 30 mTorr 영역에서는 산소 

분압이 낮아질수록 온도차가 점점 줄어들어 1 mTorr에서 Y123 상 

경계는 Y:Ba:Cu=1:2:3 조성의 YBCO에 비해 약 25°C 낮은 온도에 

위치하게 된다.  

설정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하고 산소 분압을 조절하는 열처리 

경로 A로 열처리할 경우 Y211 + Y132 + L 또는 Y2O3 + Y132 + L에서 

ternary peritectic reaction을 통해 Y123이 형성되는 Y:Ba:Cu=1:2:3 

조성의 YBCO와는 달리, Y:Ba:Cu=1:1:2.5인 YBCO는 Y2O3 + L에서 

pseudobinary peritectic reaction을 통해 빠르게 Y123 상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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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분압을 먼저 설정한 후 승온하는 열처리 경로 B로 Y123 

상을 생성시킬 경우 안정상인 Y123 + Y2Cu2O5 + CuO (Cu2O)가 

생성되며, 100 mTorr 산소 분압 분위기에서는 저온 영역에서 Y123 

상과 CuO 상이 반응해 Y211 + L 상이 생성되어 상 분리 현상에 

의해 안정상이 생성되지 않는다. 또한 열처리 경로 B를 통해 

생성된 Y123 상을 상 경계 위 온도에서 분해시키면 산소 가스 

방출 문제에 의해 보다 높은 산소 분압 영역 안정상으로 사료되는 

Y211이 발견되었다.  

RCE-DR을 통한 GdBCO 선재 제조 공정과 같이, 설정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하고 산소 분압을 높여 열처리 후 급냉하는 경로로 

초기조성이 Y:Ba:Cu=1:1:2.5인 YBCO 선재 제조시, 100 mTorr 

이상의 산소 분압에서는 Y2O3 + L에서 pseudobinary peritectic 

reaction을 통해 c축으로 성장한 YBCO가 빠르게 생성된다. 

GdBCO에 비해 보다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상이 형성되는 

YBCO를 이용하면, 보다 작은 크기의 2차상을 가져 우수한 

pinning 특성을 가지는 선재를 낮은 온도에서 경제적으로 제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9 

VI  참고문헌 

[1] H. K. Onnes, The resistance of pure mercury at helium temperatures, 

Commun. Phys. Lab. Univ. Leiden, 12 (1911) 1. 

[2] J. G. Bednorz and K. A. Müller, Possible high Tc superconductivity in the 

Ba−La−Cu−O system, Zeitschrift für Physik B Condensed Matter, 64 (1986) 

189. 

[3] M. K. Wu, J. R. Ashburn, C. J. Torng, P. H. Hor, R. L. Meng, L. Gao, Z. J. 

Huang, Y. Q. Wang and C. W. Chu, Superconductivity at 93 K in a new mixed-

phase Y-Ba-Cu-O compound system at ambient pressure, Physical Review 

Letters, 58 (1987) 908. 

[4] H. Maeda, Y. Tanaka, M. Fukutomi and T. Asano, A new high-Tc oxide 

superconductor without a rare earth element,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7 (1988) L209. 

[5] Z. Z. Sheng, A. M. Hermann, A. El Ali, C. Almasan, J. Estrada, T. Datta and 

R. J. Matson, Superconductivity at 90 K in the Tl-Ba-Cu-O system, Physical 

review letters, 60 (1988) 937. 

[6] A. Schilling, O. Jeandupeux, J. D. Guo and H. R. Ott, Magnetization and 

resistivity study on the 130 K superconductor in the Hg-Ba-Ca-Cu-O system, 

Physica C: Superconductivity, 216 (1993) 6. 

[7] J. Nagamatsu, N. Nakagawa, T. Muranaka, Y. Zenitani and J. Akimitsu, 

Superconductivity at 39 K in magnesium diboride, nature, 410 (2001) 63. 

[8] Y. Kamihara, T. Watanabe, M. Hirano and H. Hosono, Iron-based layered 

superconductor La[O1-xFx]FeAs (x = 0.05 − 0.12) with Tc = 26 K,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130 (2008) 3296. 

[9] H. Kutami, T. Hayashida, S. Hanyu, C. Tashita, M. Igarashi, H. Fuji, Y. 

Hanada, K. Kakimoto, Y. Iijima and T. Saitoh, Progres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n long length coated conductors in Fujikura, Physica C: 

Superconductivity, 469 (2009) 1290. 



 

 

 

 

60 

[10] V. Selvamanickam, Y. Chen, X. Xiong, Y. Y. Xie, M. Martchevski, A. Rar, 

Y. Qiao, R. M. Schmidt, A. Knoll and K. P. Lenseth, High performance 2G 

wires: From R&D to pilot-scale manufacturing, IEEE transactio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19 (2009) 3225. 

[11] M. W. Rupich, X. Li, C. Thieme, S. Sathyamurthy, S. Fleshler, D. Tucker, 

E. Thompson, J. Schreiber, J. Lynch and D. Buczek, Advances in second 

generation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wire manufacturing and R&D at 

American Superconductor Corporation, Super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 23 (2009) 014015. 

[12] S. H. Moon, Advanced fast RCE process for REBCO coated conductor, 

Invited talk in 2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perconductivity, DOI (2010). 

[13] H. S. Ha, H. S. Kim, J. S. Yang, Y. H. Jung, R. K. Ko, K. J. Song, D. W. 

Ha, S. S. Oh, H. K. Kim and K. K. Yoo, Critical current density of SmBCO 

coated conductor on IBAD-MgO substrate fabricated by co-evaporation, 

Physica C: Superconductivity and its applications, 463 (2007) 493. 

[14] J. H. Lee, H. Lee, J. W. Lee, S. M. Choi, S. I. Yoo and S. H. Moon, RCE-

DR, a novel process for coated conductor fabrication with high performance, 

Super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 27 (2014) 044018. 

[15] R. Bormann and J. Nölting, Stability limits of the perovskite structure in 

the Y‐Ba‐Cu‐O system, Applied Physics Letters, 54 (1989) 2148. 

[16] R. H. Hammond and R. Bormann, Correlation between the in situ growth 

conditions of YBCO thin films and the thermodynamic stability criteria, 

Physica C: Superconductivity, 162 (1989) 703. 

[17] K. W. Lay and G. M. Renlund, Oxygen pressure effect on the Y2O3—

BaO—CuO liquidus,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73 (1990) 1208. 

[18] B. T. Ahn, V. Y. Lee, R. Beyers, T. M. Gür and R. A. Huggins, Quaternary 

phase relations near YBa2Cu3O6+x at 850°C in reduced oxygen pressures, 

Physica C: Superconductivity, 167 (1990) 529. 

[19] R. Beyers and B. T. Ahn, Thermodynamic considerations in 

superconducting oxides, Annual Review of Materials Science, 21 (1991) 335. 



 

 

 

 

61 

[20] T. B. Lindemer, F. A. Washburn, C. S. MacDougall, R. Feenstra and O. B. 

Cavin, Decomposition of YBa2Cu3O7−x and YBa2Cu4O8 for po2≤ 0.1 MPa, 

Physica C: Superconductivity, 178 (1991) 93. 

[21] J. S. Kim and D. R. Gaskell, Stability Diagram for the system 

YBa2Cu3O7–x,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77 (1994) 753. 

[22] J. L. MacManus-Driscoll, J. C. Bravman and R. B. Beyers, Phase equilibria 

in the Y-B-Cu-O system and melt processing of Ag clad Y1Ba2Cu3O7−x tapes 

at reduced oxygen partial pressures, Physica C: Superconductivity, 241 (1995) 

401. 

[23] J. W. Lee, S. M. Choi, J. H. Song, J. H. Lee, S. H. Moon and S. I. Yoo, 

Stability phase diagram of GdBa2Cu3O7−δ in low oxygen pressures,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602 (2014) 78. 

[24] T. H. Seok, I. Park and S. I. Yoo, Stability Diagram of YBa2Cu3O7-δ in 

Low Oxygen Pressures, IEEE Transactions on Applied Superconductivity, 27 

(2017) 1. 

[25] I. S. Park, W. J. Oh, J. H. Lee, S. H. Moon and S. I. Yoo, Stability phase 

diagram of GdBa2Cu3O7-d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Gd:Ba:Cu=1:1:2.5 

in low oxygen pressures, Unpublished, DOI. 

[26] X. Obradors and T. Puig, Coated conductors for power applications: 

materials challenges, Super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 27 (2014) 

044003. 

[27] C. Park and R. L. Snyder, Structures of High‐Temperature Cuprate 

Superconductors,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78 (1995) 3171. 

[28] T. Aytug, M. Paranthaman, A. A. Gapud, S. Kang, H. M. Christen, K. J. 

Leonard, P. M. Martin, J. R. Thompson, D. K. Christen and R. Meng, 

Enhancement of flux pinning and critical currents in YBa2Cu3O7−δ films by 

nanoscale iridium pretreatment of substrate surfaces, Journal of applied physics, 

98 (2005) 114309. 

[29] D. Larbalestier, A. Gurevich, D. M. Feldmann and A. Polyanskii, High-Tc 

superconducting materials for electric power applications, Nature, 414 (2001) 



 

 

 

 

62 

368. 

[30] T. Ohnishi, J. U. Huh, R. H. Hammond and W. Jo, High rate in situ 

YBa2Cu3O7 film growth assisted by liquid phase,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19 (2004) 977. 

[31] M. Maeda, M. Kadoi and T. Ikeda, The Phase Diagram of the YO1.5–BaO–

CuO Ternary System and Growth of YBa2Cu3O7 Single Crystal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28 (1989) 1417. 

[32] T. Aselage and K. Keefer, Liquidus relations in Y–Ba–Cu oxides,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3 (1988) 1279. 

[33] T. B. Lindemer and E. D. Specht, The BaO-Cu-CuO system. Solid-liquid 

equilibria and thermodynamics of BaCuO2 and BaCu2O2, Physica C: 

Superconductivity, 255 (1995) 81. 

[34] R. O. Suzuki, S. Okada, T. Oishi and K. Ono, Thermodynamics of 

Y2Cu2O5 and YCuO2 and Phase Equilibria in the Ba–Y–Cu–O System, 

Materials Transactions, JIM, 31 (1990) 1078. 

[35] R. D. Schmidt-Whitley, M. Martinez-Clemente and A. Revcolevschi, 

Growth and microstructural control of single crystal cuprous oxide Cu2O, 

Journal of Crystal Growth, 23 (1974) 113. 

[36] X. Zhao, P. Zhang, Y. Wang, J. Xiong and B. Tao, Decomposition and 

Oriented Growth of Films Prepared with Low Fluorine TFA-MOD Approach, 

Advances in Condensed Matter Physics, 2013 (2013). 

[37] C. B. Eom, A. F. Marshall, S. S. Laderman, R. D. Jacowitz and T. H. 

Geballe, Epitaxial and smooth films of a-axis YBa2Cu3O7, Science, 249 (1990) 

1549. 

  



 

 

 

 

63 

VII  Abstract 

We have accurately investigated the phase stability of the YBa2Cu3O7-δ 

(YBCO) compound for the specimens with the nominal composition of 

Y:Ba:Cu=1:1:2.5 in low oxygen pressures (PO2) ranging from 1 – 150 mTorr. 

Since this nominal composition has been employed for the fabrication of 2nd 

generation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REBa2Cu3O7-δ (REBCO) 

Coated Conductors (CC) via the Reactive Co-Evaporation Deposition and 

Reaction (RCE-DR) process, an accurate information on the phase stability 

of YBCO for this nominal composition is prerequisite for the optimal 

processing of YBCO CCs via RCE-DR.  

In this study, Y-Ba-Cu-O amorphous precursor films were deposited on 

LaAlO3 (001) substrates by Pulsed Laser Deposition (PLD). As-deposited 

amorphous films were annealed at various high temperatures in low oxygen 

pressures and rapidly quenched to room temperature using the reel-to-reel 

tube furnace. YBCO phase boundary and equilibrium phases of each reg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phase and microstructure analysis of as-quenched 

film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hase boundary of Y123 for the 

nominal composition of Y:Ba:Cu=1:1:2.5 is located about 70°C below the 

Y123 phase boundary for the composition of Y:Ba:Cu=1:2:3, at the PO2 

regime of 30 – 150 mTorr. At the PO2 regime of 1 – 30 mTorr, temperature 

gap gets smaller as the PO2 gets lower, hence the Y123 phase boundary for 

this nominal composition is located about 25°C below tha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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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Y:Ba:Cu=1:2:3 at 1 mTorr.  

In the annealing path of controlling PO2 after heating sample in vacuum, 

Y123 is formed by fast conversion from pseudobinary peritectic reaction 

after passing through Y2O3 + L stable region, unlike Y123 for the 

composition of Y:Ba:Cu=1:2:3, which is formed by ternary peritectic reaction 

form Y211 + Y132 + L or Y2O3 + Y132 + L.  

In the annealing path of heating sample at given PO2, stable phases of 

Y123 + Y2Cu2O5 + CuO is formed. At the PO2 regime over 100 mTorr, Y211 

is formed by the reaction of Y123 + CuO → Y211 + L at low temperature 

region, which makes it hard to form stable phases.  

In conclusion, from the fact that Y2O3 + L equilibrium phases exist above 

the YBCO phase boundary, it has been revealed that YBCO CCs can be 

fabricated via RCE-DR process. Thus, our results are considered to provide 

prerequisite basic information for the optimal processing of RCE-D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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