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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netic levitation force at liquid nitrogen temperature has been measured for cylindertype and ring-type YBa2 Cu3 O7−z bulk samples with different thicknesses. For both cylinder-type
and ring-type samples, the measured levitation force density increases as the sample thickness
decreases. However, the levitation force density for the cylinder-type sample tends to saturate as
the sample thickness is increased above about 5 mm whereas for the ring-type sample, it shows a
nearly linear decrease with increasing sample thickness. The levitation force density of the ring-type
sample is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cylinder-type sample with the same sample thickness.
The presented results are thought to have utilization potential for optimization to improve the
superconductng levitation force.
PACS numbers: 74.72.-h, 74.62.Yb, 75.8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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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모양과 크기가 벌크 YBa2 Cu3 O7−z 계의 자기 부상력에 미치는 효과
김가원 · 이호근∗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춘천 24341, 대한민국
(2017년 7월 31일 받음, 2017년 8월 2일 수정본 받음, 2017년 8월 3일 게재 확정)

실린더 형태 및 링 형태 벌크 YBa2 Cu3 O7−z 시편에 대해 시편의 두께 변화에 따른 액체 질소 온도에서의
자기 부상력 특성을 조사했다. 실린더 및 링 형태 시편 모두 각 시편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자기 부상력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린더 형태 시편의 경우 시편의 두께가 약 5 mm 이상일 때 자기 부상력
밀도가 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링 형태 시편의 경우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자기 부상력 밀도가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했다. 같은 두께의 시편의 경우 자기 부상력 밀도는 링 형태 시편이 실린더 형태
시편에 비해 높게 관측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전도 자기 부상력을 최적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CS numbers: 74.72.Bk, 75.80.+q, 74.62.Yb
Keywords: YBa2 Cu3 O7−z , 자기부상력 밀도, 시편의 모양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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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벌크 초전도체는 영구 자석 위에 안정적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 특성은 액체 질소 온도 이상의 임계온도를 갖는
고온 초전도체의 발견으로 자기부상 베어링, 에너지 저장용
플라이휠, 자기부상 수송장치 등에의 실용적인 활용이 기대
되어 관련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1,2]. 초전도체의 자
기부상 특성은 초전도체의 반자성 특성으로 외부 자기장에
의해 초전도체 내부에 유도되는 유도 전류와 영구 자석에
의해 발생되는 비균질 자기장 간의 상호 작용에 기인한다
[3,4]. 자기 부상력의 크기에 대한 여러 이론적 모형은 외
부 자기장이 고정되면 자기 부상력이 초전도체의 특성과
초전도체의 크기에 영향을 받음을 제시했다 [5–9]. 특히
실린더 형 시편의 경우 자기 부상력은 시편의 두께가 증가
하면 선형적으로 증가하다 일정 두께 이상에서는 포화됨이
제시되었다 [6–9]. 실제 여러 실험들에 의해 이러한 특성이
관측됨이 보고되어 있다 [10–12]. 한편 Algadi 등 [9]은 시
편의 단위부피당 자기 부상력은 시편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지수적으로 증가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들은 자기 부상
력이 자석의 형태에도 영향을 받으나 자석의 형태에 관계
없이 초전도체의 두께에 따른 자기 부상력의 변화 양상은
거의 유사함도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편의 형태에
따른 자기 부상력 밀도나 자기 부상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실린더 형태 시편과 링 형태
YBa2 Cu3 O7−z 시편을 준비하고 시편의 두께를 변화시켜
자기 부상력과 자기 부상력 밀도를 조사하여 시편의 형태가
초전도 부상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다.

II. 실험 방법
YBa2 Cu3 O7−z 시편은 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Y2 O3 ,
BaCO3 및 CuO 이용하여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했다. 시편
은 튜브형 전기로를 이용해 12 h 동안 900 ◦ C에서 하소 후
다시 930 ◦ C에서 12 h 동안 2회 산소 분위기에서 열처리
했다. 매 열처리 후 시편은 곱게 갈고 약 4 t/cm2 의 압력
으로 성형했으며, 최종 열처리에서 시편은 200 ◦ C 이하로
전기로에서 서냉되었다. 시편은 실린더 (디스크) 형태 및 링
형태 시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실린더형 시편의 경우 지름
11.0 mm, 높이 10.4 mm 였으며, 링형 시편의 경우 내경이
4.6 mm, 외경 8 mm, 높이 8.5 mm 크기로 준비했으며,
벌크 시편의 밀도는 실린더형 및 링형 시편의 경우 각각
6.0 g/cm3 및 5.7 g/cm3 였다. 두께를 달리한 시편의 특성
실험에서는 시편의 특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같은
시편을 이용했으며, 매 실험 때 마다 시편의 표면을 약 1

Fig. 1. (Color online) Sample-magnet-balance system for
measuring the magnetic levitation force.
mm정도 갈아 높이를 줄이면서 실험되었다. 한편 시편의
크기가 일정하고 형태가 다를 때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외경과 두께가 유사한 디스크형 및 링형 시편을 추가적으로
합성한 후 자기부상 특성을 조사했다. 시편의 상형성 특성
은 Cu K�선을 이용한 X-선 회절기 (X’pert-pro MPD) 로
분석되었으며 단일상의 특성을 보임을 확인했으며, 초전도
특성은 4단자 비저항 특성 측정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시편의 자기 부상 특성 측정은 Fig. 1의 장치가 이용되
었다. 액체 질소에 잠긴 시편이 초전도 상태에 도달하면
영구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반자성 특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초전도체는 자석에 의해 부상력을 받게된다. 이 때
초전도체를 고정시키면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초전도가
부상력과 같은 힘을 자석에 미치며 이 힘이 저울의 무게로
측정되어 자기 부상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치의
작동 원리는 영구 자석과 고온 초전도체의 상호 작용을 이
용한 초전도 전이 온도 측정 연구 [13]에 활용된 바 있으며,
장시간 실험의 경우 액체 질소와 근접한 자석의 온도가 변
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기 부상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온도 조절기를 이용해 자석의 온도를 상온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실험은 처음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편을 액체 질소 온도로 냉각시킨 후 (zero-field-cooling)
자기 부상력을 측정했다. Fig. 1에서 처럼 초전도 시편과
영구 자석 (Nd-B-Fe) 이 동축 (z 축) 상에 놓이고, 시편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기울기가 일정할 경우 초전도체의 자기
부상력 F 는
F =

µ0 V
∂Hz
Mz
(1 − N )
∂z

(1)

로 표시된다 [4]. 식에서 µ0 는 진공 중 자기 투자율, V 는
초전도체의 부피, N 은 초전도체의 자기소거인자, Mz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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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for the bulk YBa2 Cu3 O7−z sample.

Fig. 3. Magnetic levitation force versus sample thickness
for ring-type and cylinder-type samples.

초전도체의 z 방향 자화도, Hz 는 z 축 방향 자기 강도, 그리

전도체 시편의 경우 일정 두께 (약 4∼11 mm) 이상이 되면

고

∂Hz
∂z

는 z 축 방향 자기 강도 기울기이다. 따라서 시편의

자기 부상력이 포화될 수 있음이 이론적 [6–9] 및 실험적

형태와 크기는 자기 부상력의 여러 인자들에 복합적으로

[10–12]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기 부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력이 포화되는 이유는 실린더형 시편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유한한 자기장내에서는 자기선속이 완전히 침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며 이로 인해 초전도체의 유도 전류가 감

III. 실험 결과

소하여 초전도체의 일정 두께 이상의 부분은 자기 부상력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되며 또한 시편

Fig. 2는 합성된 YBa2 Cu3 O7−z 벌크 시편의 비저항 특

의 두께가 증가하면 자기 소거 인자 N 값이 변화됨 [14]도

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된

자기 부상력의 포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11].

초전도체의 초전도 전이 시작온도와 비저항이 0 이 되는 온

Fig. 3의 결과는 시편의 두께가 5.5 mm∼7.4 mm 영역에서

도는 각각 96 K 및 90 K이며, 전이 시작온도에서의 비저항

링형 초전도체의 부상력이 실린더형 초전도체의 부상력과

값이 1 mΩ·cm로서 이 계에서 대표적으로 관측되는 결과를

거의 비슷하거나 증가된 자기 부상력을 보여준다. 본 연구

얻었으며 시편의 특성이 양호함을 보여준다.

시편의 경우 같은 두께일 때 실린더형 시편의 질량이 링형

Fig. 3은 앞의 실험 방법으로 합성된 실린더형 및 링형

시편 보다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기 부상력 관점에서

시편에 대해 Fig. 1의 장치를 이용하여 시편의 두께에 따

링형 시편이 원기둥형 보다 효률적임을 알 수 있다. Fig. 4

른 자기부상력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사용된 영구

의 결과는 단위질량 당의 자기 부상력 (자기부상력 밀도로

자석의 지름과 높이는 각각 2.0 cm 및 0.5 cm였으며, 자석

지칭함) 을 보여주며, 원기둥형 시편의 경우 시편 두께가

표면에서의 자기장은 2000 G 였다. 자기 부상력 측정 때

5 mm 이하일 때 두께가 감소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며, 5

자석 표면과 초전도체 바닥 표면간의 거리는 0.5 cm였으며,

mm 이상으로 증가될 때는 포화되거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이 위치의 자기장은 800 G 였다. Fig. 3의 결과는 시편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Algadi 등 [9]이 시편의 두께

두께가 증가할수록 자기 부상력이 증가함을 보여주며 실린

가 감소할 때 자기 부상력 밀도가 지수적으로 증가된다고

더 형태 시편의 경우 8.4 cm, 링 형태 시편의 경우 7.4 cm

제시한 이론적 결과와 상응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Fig. 3

이상에서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원기둥형 초

에서 실린더형 시편의 경우 시편의 두께가 약 4∼6 mm일

1056

New Physics: Sae Mulli, Vol. 67, No. 9, September 2017

때 자기 부상력이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것은 Fig. 4에서
관측된 자기 부상력 밀도의 현저한 변화와도 연관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링 형 시편의 경우는 분석된 시편의
두께 영역에서 두께가 감소할수록 거의 선형적인 증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시편의 자기 부상력 밀도가 시편의 형
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시한다. 특히 링형 시편
의 자기 부상력 밀도가 실린더형 자기 부상력 밀도에 비해
같은 두께일 때 약 1.6∼3.2배 크게 관측되었다. Fig. 4의
경우 실린더형 시편과 링형 시편의 외경이 각각 10.44 mm
및 8.50 mm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 차이가
자기 부상력 밀도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토하기
위해 외경과 뚜께의 차이 적은 시편을 같은 실험 조건에서
준비하여 액체 질소 온도에서의 자기 부상력 밀도의 차이
를 조사했다. 측정 때 자석과 시편과의 거리를 6.5 mm로
고정시켰다 (자기장의 세기는 약 510 G 였음). 먼저 외경
14.83 mm, 내경 9.12 mm, 두께 1.12 mm 링형 시편과 외경
15.29 mm, 두께 1.14 mm 디스크형 시편을 비교한 결과
링 형태 시편의 자기 부상력 밀도가 디스크형 시편 보다
약 1.8배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외경 9.45 mm, 내경
5.54 mm, 두께 1.32 mm 링형 시편과 외경 9.72 mm, 두께
1.02 mm 디스크형 시편을 비교한 결과도 링형 시편의 자기
부상력 밀도가 약 2.6배 증가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Fig. 4
에서 관측된 시편의 형태에 따른 자기 부상력 밀도의 차이는
시편의 외경의 차이는 아님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Fig. 4의
결과는 본 연구의 대칭적 실험 조건에서 디스크형 보다는
링형 시편을 제작하는 것이 같은 질량일 때 자기 부상력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적화 및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연구도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IV. 결 론
실린더 (디스크) 형태 및 링 형태 벌크 YBa2 Cu3 O7−z
시편을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한 후 시편의 두께를 변화시켜
액체 질소 온도에서의 자기 부상력 특성 변화를 조사했다.
두 형태 시편 모두 시편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자기 부상력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린더 형태 시편의 경우
시편의 두께가 약 5 mm 이상일 때 자기 부상력 밀도가
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링 형태 시편의 경우는
자기 부상력 밀도가 두께가 증가할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같은 두께의 시편의 경우 자기 부상력
밀도는 링 형태 시편이 디스크 형태 시편에 비해 약 1.6∼3.2
배 높게 관측되었다. 자기 부상력 밀도가 두께 증가에 따라

Fig. 4. Magnetic levitation force density versus sample
thickness for ring-type and cylinder-type samples.
포화되는 경향은 계속 감소하는 것과 비교해 시편의 두께
를 증가 시켜 자기 부상력을 증가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부상력이 시편의 크기 뿐 아
니라 형태에도 크게 영향을 받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향후
초전도체의 자속 고정력을 포함한 여러 물성과 연계되어
자기 부상력 밀도 특성이 보다 광범하게 연구되면 시편의
형태 및 크기의 변화를 통해 주어진 자기적 환경에서 자기
부상력의 효률적 활용 및 응용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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