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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dBa2Cu3O7-y(Gd123) powders were synthesized by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using Gd2O3 (99.9% purity),

BaCO3 (99.75%) and CuO (99.9%) powders. The synthesized Gd123 powder and the Gd123 powder with Gd2O3 addition

(Gd1.5Ba2Cu3O7-y(Gd1.5)) were used as raw powders for the fabrication of Gd123 bulk superconductors. The Gd123 and Gd1.5

bulk superconductors were fabricated by sintering or a top-seeded melt growth (TSMG) process. The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 (Tc,onset) of the sintered Gd123 was 93 K and the transition width was as large as 20 K. The Tc,onset of the TSMG

processed Gd123 was 82 K and the transition width was also as large as 12 K.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c) at 77 K and

0 T of the sintered Gd123 and TSMG processed Gd123 were as low as a few hundreds A/cm2. The addition of 0.25 mole

Gd2O3 and 1 wt.% CeO2 to Gd123 enhanced the Tc, Jc and magnetic flux density (H) of the TSMG processed Gd123 sample

owing to the formation of the superconducting phase with high flux pinning capability. The Tc of the TSMG processed Gd1.5

was 92 K and the transition width was 1 K. The Jcs at 77 K (0 T and 2 T) were 3.2 × 104 A/cm2 and 2.5 × 104 A/cm2,

respectively. The H at 77 K of the TSMG-processed Gd1.5 was 1.96 kG, which is 54% of the applied magnetic field (3.4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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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희토류계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는 초전도 온도가 액체

질소 온도(77 K)보다 높기 때문에1) 냉매로 고가의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산화물 초전도체는 저항

제로를 이용하는 고효율 전력응용, 영구자석과 초전도체

간의 마이스너 반발력을 이용한 플라이휠 무접점 베어

링, 자기부상 운송과 같은 자기부상 응용, 초전도체 내

부에 자력을 포획시켜 영구자석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초

전도 벌크자석과 자기분리기 등에 활용된다.2-4)

희토류 산화물 초전도체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물

질은 이트륨을 원료로 사용하는 YBa2Cu3O7-y이다.1) 이트

륨 산화물 초전도체는 초전도 온도가 91 K이고, 전류밀

도가 높고, 합성이 쉽다. 산화물 초전도체를 구성하는 원

소 중에 이트륨과 같은 희토류 원소는 초전도 전류 흐

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구리와 산소 결합에서

초전도 전류가 흐르고 희토류는 결정구조를 만들어 주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희토류 원소인 이트륨을 네오

디뮴(Nd)이나 사마륨(Sm), 가돌리늄(Gd)과 같은 다른 희

토류 원소로 대체할 수 있다.5) 특히 가돌리늄계 초전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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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전도 온도(93 K)가 이트륨계 초전도체 보다 높고, 자

기장에 대한 플럭스 피닝(Flux pinning) 특성이 탁월하

기 때문에 고자장에서의 응용에 유리하다.6)

초전도체는 전자가 쌍을 이루어 움직이는 간섭길이

(Coherency length; 전자들이 쿠퍼(Cooper)쌍을 이룰 수

있는 길이)가 길어야 전류를 많이 운송할 수 있는데, 불

행하게도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는 이 거리가 짧다.7) 또

한 산화물 초전도체는 결정입계들이 약하게 결합하고 있

어 결정입계에 비초전도 게재물들이 위치하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8) 

고온 산화물 벌크 초전도체는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상소결이나 용융 열처리 공정으로 제조된다. 분말을 가

압 성형하여 일정 온도에서 열처리하는 소결공정으로 제

조된 초전도체는 판상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성장한 미세

구조를 가진다.9,10)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의 임계전류밀

도를 높이려면 결정입계를 없애거나 결정들을 일방향으

로 배열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전도 분말을 부

분적으로 녹여서 서서히 냉각시키거나, 열처리 전이나 중

간에 초전도 분말 성형체위에 종자를 올려 놓고 열처리

하는 공정들이 개발되었다.11,12) 자기장하에서의 전류밀도

를 높이려면 초전도 결정내부에 나노 크기의 결함이나

게재물을 인위적으로 주입시켜 주어야 하며, 이는 원료

분말의 조성을 제어하거나 초전도체 내부에 미세한 비

초전도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13,14) 

본 연구에서는 원료조성에 대한 초전도 특성을 알고자

고상반응법으로 GdB2Cu3O7-y(Gd123) 초전도 분말을 제조

하였다. 제조된 Gd123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소결법과

종자결정성장법(Top-seeded melt growth process, TSMG)

으로 다결정 또는 일방향 성장형 초전도 벌크시편을 제

작하였다. 두 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에 대해 미제조직, 초

전도 온도, 전류밀도와 자기 포획자력을 측정하였다. 또

한 초전도체의 플럭스 피닝 특성을 높이고자 Gd123분

말에 Gd2O3을 첨가하여 초전도 벌크체를 만들어 초전도

특성에 미치는 첨가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Gd123 분말을 제조하고자 원료분말로 Gd2O3 (99.9 %

순도)와 BaCO3 (99.75 % 순도), CuO 분말(99.9 % 순도)

을 사용하였다. 화학조성이 양이온 비로 Gd:Ba:Cu = 1:2:3

이 되도록 1/2 몰의 Gd2O3, 2몰의 BaCO3과 3 몰의 CuO

분말을 칭량한 다음, 건식 혼합기를 사용하여 1 시간 동

안 혼합하였다. 혼합한 분말을 알루미나(Al2O3) 도가니에

넣어 박스형 열처리로의 중앙에 위치시킨 후, 공기 중

880 oC - 930 oC 에서 하소하였다. 고온에서는 상 생성이

쉽지만 조성 불균일에 의해 시료의 일부에서 원치 않는

액상생성과 이로 인한 과도한 입자성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부터 온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하

소를 실시하였다. 단일상의 Gd123가 합성될 때까지 4 차

례 분쇄와 하소를 반복하였으며, 각 하소 단계에서 생성

된 상을 확인하고자 분말을 채취하여 X-선 회절검사를

실시하였다. 초전도 벌크체의 제조에는 두 종류의 분말

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하소공정으로 합성된Gd123 분

말이고, 다른 하나는 종자결정성장 Gd123 시편내부에

Gd2BaCuO5(Gd211) 입자들이 생성되도록 Gd123 (1 몰)

분말에 Gd2O3 (0.25 몰)를 첨가한 분말이었다. 후자의 경

우 Gd211 입자를 미세화하고자 Gd211 성장 억제물질인

CeO2
15)를 1 wt.% 첨가하였다. Gd2O3이 첨가된 분말의 최

종 조성은(GdBa2Cu3O7-y + 0.25 Gd2O3 (Gd1.5Ba2Cu3O7-y,

이하 Gd1.5))이다. 

Gd123이나 Gd1.5 분말을 직경 20 mm 또는 30 mm

실린더형 몰드에 넣고 일축 가압법으로 압력을 가하여

성형체를 만들었다. 일축 가압한 성형체의 밀도를 높이

고자 성형체를 비닐로 코팅한 다음, 수조에서 냉간 정수

압으로 가압하였다. 고상소결을 위해 성형체를 알루미나

판 위에 올려 놓고, 공기 중에서 200 oC/h 속도로 900
oC - 950 oC까지 가열한 후 10 시간 유지한 후 냉각하였

다. 일방향 성장된 초전도 벌크시편을 제조하고자 Gd123

와 결정구조는 동일하고 용융점이 높은 Nd123 단결정 종

자를 성형체의 상부면 중앙에 올려 놓고 열처리하였다.

종자를 올린 Gd123나 Gd1.5 성형체를 박스로의 중앙에

위치시킨 후, 공기 중에서 Fig. 1 의 열처리 조건에 따

라서 초전도상이 부분 용융되는 온도로 올린 다음, 다

시 포정반응온도 이하로 서서히 냉각시켜 종자 위치에

서 초전도 결정이 성장하도록 하였다. 열처리가 종료된

다음, 초전도 상인 사방정 구조로의 상전이16)를 위해 제

조된 시편들을 관상로에 넣어 산소를 흘려 주면서 400
oC - 500 oC 온도에서 50-200시간 유지하였다. 

시편의 초전도 온도(Tc)와 임계전류밀도(Jc)를 알고자

SQUID magnetometer를 사용하여 온도에 따른 자화율과

77 K에서의 인가자장에 대한 자화율을 측정하였다. Tc는

자화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온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Jc

Fig. 1. Heating profiles for a top-seeded melt growt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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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가자장 5 T까지 측정된 M-H곡선에 대해 Bean 모

델17)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초전도체의 자기부상력과 포

획자력은 자력냉각법이나 무자력냉각법으로 77 K까지 냉

각시킨 시편에 대해 Nd-B-Fe영구자석(직경 30 mm, 표면

자력 3.45 kG)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하소 온도에 대한 X-선 회절패턴이다. 각 하

소온도에 대한 Gd123 상의 생성은 2θ = 32o 부근에서 관

찰되는 Gd123 상의 주 회절선의 증가와 24o 부근에서 관

찰되는 BaCO3 회절상 회절강도의 감소로 알 수 있다. 하

소 온도를 880 oC에서 930 oC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Gd123 상 생성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4-5 차례의 하

소와 분쇄 과정 후에 단상의 Gd123 분말을 얻을 수 있

었다. 

Fig. 3은 (a) 합성한 Gd123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성형체를 950 oC에서 10 시간 소결한 시편, (b) 같

은 원료를 사용하여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23와

(c) 합성한 원료에 Gd2O3를 첨가하여 TSMG 공정으로 제

조한 Gd1.5의 사진이다.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편 (a)는 소결 열처리에 의한 치밀화로 인해 성형체의

직경이 소결 전 20 mm에서 소결 후에 18.4 mm로 줄었

다. 시편 (b)는 시편 상부 중앙부 종자가 위치한 지역이

움푹 꺼져 있으며 하부직경(19 mm)이 상부직경(18 mm)

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b) 시편의 경우 부분 용

융상태에서 시편의 구조를 이루는 고상 Gd211 입자의 부

피분율이 작아서 시편의 부분 용융 시 중력에 의해 액

상이 하부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반면, 시편 (c)는

Gd2O3 첨가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Gd211 고상 입자

들이 생성되어 성형체의 골격(Skeleton)이 견고해졌기 때

문에 상부직경과 하부직경간의 차이가 적다(평균 17.4 mm,

편차 5 %).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23에서는 결정

이 자라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결정이 성장하

더라도 시편의 일부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Fig. 3(d) 참

조). 이는 초전도 결정의 핵 생성/성장에 필요한 물질(Gd)

함량이 적어 핵 생성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에, 시편 (c)에서는 Nd123 종자에서 수 mm 크기의 결

정과 다른 위치에서 성장한 결정들이 시편 전 영역에서

관찰된다(Fig. 3(c)). 

TSMG 공정 시 Gd123와 Gd1.5 조성의 시편에서 일

어나는 상의 분해와 결정성장반응은 식 (1)과 식 (2)로

설명이 가능하다.

2GdBa2Cu3O7-y(s) →

Gd2BaCuO5(s) + Ba3Cu5O8(l) + xO2(g) →

2GdBa2Cu3O7-y (c)  (1)

Gd2BaCuO5(s) + Ba3Cu5O8(l) + 0.25Gd2O3(s) + xO2(g) →

2GdBa2Cu3O7-y(c) + 0.5Gd2BaCuO5(p) +

aBaCuO2(s) + bCuO(s) (2)

여기에서 s, l, g, c와 p는 각각 고체, 액체, 기체, 결

정과 입자를 의미한다. 고상소결의 과정은 원료분말인

Gd123 상의 상변화나 상분해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치

밀화만 일어난다. 반면에 TSMG 공정에는 식 (1)에서와

같이 원료분말인 Gd123 상의 액상과 고상인 Gd211으로

Fig. 2. XRD patterns for the powders synthesized using a powder

reaction method at various temperatures.

Fig. 3. Photos of (a) sintered Gd123, and TSMG processed (b)

Gd123 and (c) Gd1.5 using Nd123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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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해와 냉각과정 중 Gd123 결정성장을 포함된다.

Gd2O3가 첨가된 경우는 식 (2)과 같이 Gd123 상이 Gd211

과 액상으로 분해될 때 Gd2O3와 액상이 반응해서 Gd211

입자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Gd123 조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Gd211 입자를 포함하게 된다.

Fig. 4는 (a) 소결체 Gd123, TSMG 공정으로 제조한

(b) Gd123와 (c) Gd1.5 시편의 단면 미세조직 사진이다.

소결시편의 조직에서는 불규칙하게 성장한 판상의 초전

도 결정들과 기공들, 상전이 응력에 의해 생성된 균열

이 관찰된다. 초전도 결정은 크기가 수 십 µm 크기이

며 결정방위 중의 c 축이 얇은 형태로 다른 희토류 산

화물 초전도체의 미세조직9,10)과 유사하다. TSMG 공정으

로 제조한 Gd123 결정 내부에는 미처 분해되지 못한 채

결정내부에 포획된 수십 µm 크기의 Gd211 입자들과 고

온에서 미반응한 액상(Ba3Cu5O8)이 냉각 시에 고상으로

분해된 상들(주로 CuO와 BaCuO2)이 관찰된다(Fig. 4(b)).

또한 Gd123의 기지에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 시에 발

생하는 정방정-사방정 상전이 응력에 의한 쌍정들(Twins)

이 관찰된다. 이 쌍정들은 Gd123의 a-b 면에서의 산소

규칙배열(ordering)에 따른 응력을 해소하기 위해 {110}

의 결정면에서 발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가돌리늄

이 많은 조성인 Gd1.5에서는 Gd123 시편보다 상대적으

로 많은 Gd211 입자들이 관찰된다. 이 입자들은 Gd123

시편에서 관찰된 입자들보다 미세하다(Fig. 4(c)). 이는

Gd2O3 첨가로 인해 식 (2)에 의해 부가적인 Gd211 입자

들이 만들어지고, CeO2의 Gd211 입자성장 억제 효과15)

에 의해 Gd211 입자성장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Fig. 5는 소결체 Gd123,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23

와 Gd1.5의 온도에 대한 자화율 곡선이다. 소결체 Gd123

의 Tc는 93 K이고, 전위폭은 20 K로 매우 크다.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23의 Tc는 82 K이고, 전이폭은 12

K이다. 반면에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5의 경우 Tc

가 92 K이고 전이폭은 1 K로 매우 작다. Gd123의 초전

도 전이온도와 전이폭은 초전도체의 산소함량과 화학조

성에 의해 결정된다.16,19)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시편에 대

해 산소 분위기에서 충분히 열처리를 해 주었지만 소결

체와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23는 Tc가 낮고 전이

Fig. 5. Magnetic moment-temperature curves of the sintered

Gd123, TSMG processed Gd123 and Gd1.5.

Fig. 4. Optical polarized micrographs of (a) sintered Gd123, and

TSMG processed (b) Gd123 and (c) Gd1.5. “P”, “C”, “Liq.” denote

a pore, crack and liquid phase, respectively. Th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s (c-axis and a/b axis) of samples (a) and (b) were

marked by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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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컸다. 초전도체의 초전도 온도에 미치는 인가인 산

소함량과 초전도체의 조성 두 가지 인자를 고려할 때, 다

결정 소결체는 결정입계가 많아 산소확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는 산소부족보다는 RE1+xBa2-x-

Cu3O7-y (RE: rare-earth elements)에서 자주 관찰되는 가

돌리륨의 일부가 바륨위치에 치환된 Gd1+xBa2-xCu3O7-y상

의 생성19,20)이 초전도 특성의 감소 원인으로 추정된다.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23 시편에는 수 mm 이상

의 거대 결정이 성장했고, 결정입계 거의 없기 때문에

시편내부로의 산소확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Gd2O3가 첨가된 Gd1.5는 초전도 온도가 92 K로 높았고,

전이폭이 1 K로 매우 작았다. 이는 Fig. 4(c)의 미세조

직에서 관찰한 된 바와 같이 Gd2O3 첨가에 의해 결정

내부에 미세한 Gd211 입자들이 다수 분포하고, 이에 따

른 Gd123/Gd211 계면의 존재가 산소확산을 촉진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Gd2O3 첨가로 인해 Gd211상 생

성과 이로 인한 부차적인 바륨을 포함한 Ba-Cu-O 액상

의 생성이 초전도 온도가 낮은 Gd1+xBa2-xCu3O7-y 상 생

성을 억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소결체 Gd123와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5의 자장-자화율 결과에 Bean 모델17)을 적용하여 얻

은 77 K에서 Jc-B 곡선이다. 소결체 Gd123의 77 K, 0

T에서의 Jc는 수백 A/cm2이고, 자장이 0.5 T가 되면 Jc은

제로가 된다. TSMG 공정 Gd1.5의 Jc는 0 T에서 3.2 ×

104 A/cm2로 매우 높고, 자장이 인가되면 자장 증가에 따

라 Jc 가 증가하는 비정상 거동인 피크효과(Peak effect)21)

가 관찰된다. 비정상 곡선에서 최대 Jc는 2 T에서 2.5 ×

104 A/cm2이다.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5의 전류밀

도가 높은 이유는 초전도결정이 전류밀도가 최대가 되

는 a-b 면으로 성장하였고, 초전도 온도가 높고, 시편의

미세조직이 매우 균질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전도 결정

내부에 미세한 분산된 Gd211 입자들의 자기장 속박효과

도 Jc 향상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Fig. 7은 (a) 무자력냉각과 (b) 자력냉각법으로 액체질

소온도로 냉각한 시편의 힘-거리(F-d) 곡선이다. 사용한

시편은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5(직경이 26 mm)이

었다. 무자력 냉각법으로 냉각시킨 시편에 영구자석을 접

근시켰을 거리에 따라 반발력(Frep.)이 증가한다. 영구자

석과 시편간의 거리 d = 1 mm에서 Frep. = 55 N이다. 이

반발력은 영구자석에 대한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반발력

에 기인한다. 다시 영구자석을 시편에서 멀리하면 히스

테리시스 특성을 보인다. d = 1-2 mm에서의 인력(FAttr. = 2-

3 N)은 초전도 내부로 들어가 포획된 영구자석의 자력에

기인한다. 초전도체 위에 영구자석을 올려 놓고 냉각시

킬 경우, 영구자석의 자력이 시편 내부에 포획된 상태

에서 시편이 냉각되기 때문에 이 때의 F-d 곡선은 Fig.

7(a)의 무자력냉각시편의 F-d 곡선과는 상이하다. 초전도

체 내에 포획된 자력과 영구자석의 자력이 반응하여 초

전도체와 영구자석이 밀착되어 있을 시 인력(FAttr.)은 5 N

Fig. 6. Critical current density-magnetic field (J
c
-B) curves at 77 K

of the sintered Gd123 and TSMG-processed G1.5. 

Fig. 7. Force-distance curves (F-d) of the TSMG-processed G1.5:

(a) zero-field cooled and (b) field-c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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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영구자석을 시편으로부터 멀리할 시 인력성분이 증

가하여 d = 5 mm에서 최대값 13 N이 된다. 영구자석을

d = 50 mm까지 한 후 다시 시편에 접근시키면 마이스너

효과에 의한 반발력이 증가하며 최대 반발력은 d = 1 mm

에서 22 N이 된다. 이 값은 무자력냉각시편의 최대 반

발력인 55 N의 50 %로, 이는 자력냉각한 시편 내부에 포

획된 인력성분의 자력이 반발력과 상쇄되기 때문이다. 영

구자석을 초전도체에 밀착시켰다 다시 멀리할 경우 처음

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F-d 곡선이 만들어 진다. 이

는 영구자석을 초전도체에 접근시키면 영구자석과의 인

가자력에 의해 초전도 내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 F-d 곡선에서 최대 FAttr.는 5 N

으로, 초기 자력냉각 시의 12 N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Fig. 8은 자력냉각법으로 액체질소 온도로 냉각한 TSMG

공정으로 제조한 Gd1.5의 자기밀도곡선이다. Fig. 8(a)는

자력냉각에 사용된 직경 26 mm 크기의 Gd1.5의 상부 표

면 사진으로, 종자위치에서 결정이 잘 성장된 모습을 보

여 준다. Fig. 8(b)는 직경 30 mm, 표면자력 3.45 kG인

Nd-B-Fe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77 K로 자력냉각한 시편의

자력밀도분포를 시편의 상부와 측면에서 본 그림이다.

Gd1.5 시편의 자기분포곡선은 동심형 형태의 자기밀도분

포를 보이며, 중앙에서 포획자력이 1.96 kG로 인가자장

의 54 %이다. 미세균열이나 약결합한 결정입계의 의해 나

타나는 자기분포의 불연속 곡선은 관찰되지 않는다. 동

심형 형의 자기분포곡선은 다 수의 결정입계를 포함하

는 다결정형 자기분포 곡선인 Fig. 8(c)와 비교된다.

4. 결  론

Gd123 분말을 분말합성법으로 제조하여 초전도 벌크

시편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Gd123 분말을 사용하여

소결법으로 다결정 시편을 제조한 경우 초전도 온도는

93 K으로 높았지만 전이폭은 20 K로 매우 컸다. 또한

Gd123 분말을 사용하여 TSMG 공정으로 Gd123 시편을

Fig. 8. (a) Top surface view and (b) trapped magnetic field (H) contour of the TSMG processed Gd1.5 field-cooled at 77 K and (c) H

contour of multi-grain sample containing weakly coupled grain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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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경우 초전도 온도는 82 K이고 전이폭은 12 K이

었다. 초전도 전이폭이 큰 이유는 생성된 초전도상이 균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시편의 경우 초전도 온도가

낮고 전이폭이 크기 때문에 전류밀도, 자기부상력, 자기

포획밀도가 매우 작았다. 반면 Gd123 분말에 Gd2O3 분

말을 첨가하여 Gd211 상이 초전도 결정에 포함되도록 하

고, CeO2 를 첨가하여 Gd211 입자를 미세하게 초전도 상

내부에 분산시킬 경우 초전도 온도는 92 K, 전이폭은 1 K,

임계전류밀도는 77 K, 0 T에서 3.2 × 104 A/cm2이었으며,

인가자장 1-2 T 구간에서 자장 증가 시에 전류밀도가 증

가하는 비정상 피크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 시편의 77 K

에서의 자기부상력과 포획자력을 측정할 결과 최대 부

상력 55 N(무자력냉각), 최대인력 15 N(자력냉각), 자기밀

도는 1.96 kG이었다. Gd2O3와 CeO2의 첨가로 초전도 특

성을 저하시키는 Gd1+xBa2-xCu3O7-y 상생성이 억제되고

Gd211 미세화에 따라 플럭스 피닝이 촉진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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