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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G High-Tc superconductor-coated conductors (2G HTS CC) with large aspect ratios
have large AC losses for a perpendicular external magnetic field. A reduction of the AC loss is
an important issue in 2G HTS CC applications. In a previous study, stacking of HTS CC was
found to increase the full penetration field Hp and to decrease the AC loss. The AC loss for the
maximum applied magnetic field Hm below Hp was affected by the interval D and the staking
number n. In this study, to reduce the AC loss, we stacked GdBCO-coated conductors with the
same geometries and with regular D, and we measured the magnetization curves of the stacked
samples at a temperature of 83 K (t = T /Tc = 0.88). The AC losses were calculated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AC losses of the stacked samples were compared with phose for the
single-layer sample. We investigated the dependences on D and n of the AC losses of the stacked
GdBCO CCs. As the interval decreases, the volume normalized AC loss decreased. In the case of
D = 0.10 mm, the AC loss was decreased by 16% and 37% in the 2-layer structure and the 3-layer
structure,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1-lay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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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축으로 쌓은 GdBCO 초전도 선재의 교류 손실의 간격 및 쌓은 횟수 의존성
김찬 · 김영경 · 전성민 · 이형철∗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대구 41566, 대한민국
(2020년 12월 7일 받음, 2021년 1월 4일 수정본 받음, 2021년 1월 5일 게재 확정)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는 종횡비가 크기 때문에 수직한 외부 자기장에 대한 교류 손실이 크다. 이러한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를 응용하기 위해서는 교류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온 초전도 선재를 쌓으면 완전 침투장 (full penetration field, Hp ) 이 증가하고 교류
손실이 감소한다. 최대 인가 자기장 (maximum applied magnetic field, Hm )이 Hp 보다 작은 경우 교류
손실은 초전도 선재간 간격 D 와 쌓은 횟수 n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 손실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면적의 GdBCO 초전도 선재를 D 만큼의 일정한 간격으로 쌓고 83 K (t = T /Tc = 0.88)
에서 시료의 자화 곡선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자화 곡선 결과로부터 교류 손실을 계산하고 쌓은 구조에
따른 시료의 교류 손실을 단일 시료의 교류 손실과 비교하였다. 특히 교류 손실에 대한 선재 사이의 간격과
쌓은 횟수의 의존성을 조사하였다. 선재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 단위 부피로 규격화한 교류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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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D = 0.10 mm 일때 교류 손실이 1-layer 일때에 비해 2-layer 구조와 3-layer
구조에서 각각 16%와 37% 감소하였다.
Keywords: 고온 초전도체, 초전도 선재, 교류 손실, 쌓은 구조

I. 서 론

Table 1. Area of GdBCO coated conductors.

2 세 대 고 온 초 전 도 선 재 (2G High Tc Superconductor

Coated

Conductor,

ReBCO(ReBa2 Cu3 O7−n , Re:

2G

HTS

#1
#2
#3
#1+#2 #1+#2+#3
Area of GdBCO
11.698 11.524 11.687 23.222
34.909
(nm2 )

C.C) 는

Y, Gd, Sm, etc.) 를

II. 실험과정

기판 위에 박막 형태로 증착하여 제작한 선재로 성형하기
어려운 기존의 ReBCO 고온 초전도체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형화하여 여러 분야에 높은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 또한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는 높은 외부 자기장이나
온도 하에서 높은 임계 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액체 질소 환경에서 대 전류
수송용 선재나 고 자기장이 필요한 초전도 자석에 활용할
수 있다 [2–5].
하지만 박막 형태의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는 종횡비
(w/d, w 는 선재의 반폭, d는 초전도 층의 두께)가 매우 크
기 때문에 초전도 선재의 면에 수직한 외부 자기장에 대해
교류 손실이 크다. [6] 교류 손실은 초전도 선재의 열 부하
(thermal load)를 주어 선재의 특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
라 초전도 자석 시스템의 온도 제어를 제한 한다 [7]. 이러한
교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재를 다중 필라멘트 구조로 만
드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 중이다. [8] 특히 z 축 (z//c) 으로
수직하게 쌓은 구조를 만들 경우 종횡비가 줄어들고 수직한
외부 자기장에 의한 소거장 효과 (demagnetizing effect) 가
감소하여 교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9–11].
본 연구에서는 (주) 서남에서 제작한 GdBCO 초전도 선
재를 이용하여 z 축으로 쌓은 구조를 만들고 자성 측정 시스
템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MPMS) 를
이용하여 임계 온도 (Tc = 94 K) 이하의 온도인 83 K에서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주) 서남에서 시판중인 GdBCO
초전도 선재 (모델명 SAN 12500) 이다. SAN 12500 모
델의 Tc 는 약 94 K이고 초전도층은 1 µm이고 비자성 기
판의 두께는 0.1 mm이며 선재 보호를 위해 은 (Ag) 으로
코팅되어 있다 [12]. 본 실험에서는 은 보호층을 제거하고
MPMS를 이용하여 시료의 자기모멘트를 측정하였다. 은
보호층이 제거된 GdBCO 선재를 약 3.5 mm × 3.5 mm
크기로 재단하여 3개의 시료로 만들고 시료들을 GdBCO
선재의 c축으로 수직하게 쌓아 MPMS에 설치할 샘플 로더
에 장착했다. 각 시료를 맨 위에서 부터 차례로 #1, #2, #3
이라 하고 시료들의 면적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a)는 수직하게 쌓은 구조로 만든 시료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며 Fig. 1(b) 는 시료의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시료 사이의 간격은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조정하였고
시료간 간격 D는 GdBCO 선재의 기판 두께와 플라스틱
빨대의 길이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준비된 시료를 MPMS에 설치하고 자기장을 인가하지 않
고 온도를 Tc 아래로 내리는 Zero Field cooled (ZFC) 과정
을 거쳤다. 온도를 83 K (t = T /Tc = 0.88)으로 고정한 뒤
자기장을 변화시켜가며 시료의 자기 모멘트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자기 모멘트를 GdBCO 선재의 초전도층의 부피로
나누어 자화를 계산하고 인가한 자기장의 그래프로 나타
내어 시료들의 자화 곡선을 분석하고 자화 곡선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피당 교류 손실 (AC loss) 을 조사하였다.

외부 자기장에 대한 시료의 자화 곡선을 측정하였다. 수직
하게 쌓은 선재 사이의 거리 D 와 쌓은 횟수 n 을 바꿔가며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각 조건에 대한 자화 곡선을 측정하고 초기 곡선의 형태
변화와 전체 곡선의 크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화
곡선의 면적으로부터 교류 손실을 계산하여 교류 손실에
대한 D 와 n 의 의존성을 조사하였다.
∗ E-mail:

hcri@knu.ac.kr

먼저 GdBCO 시료 #1, #2, #3의 외부 자기장에 대한
자기 모멘트 곡선을 측정하여 각 시료의 자기 모멘트 값이
비슷한 값을 가지는지 확인했다. 자기장의 방향은 GdBCO
선재의 c축으로 인가하였고 자기장의 세기는 0 T에서 50
mT로 증가, 50 mT 에서 – 50 mT로 감소, – 50 mT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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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he measured magnetic moment
curve of individual square samples at 83 K.

Fig. 1. (Color online) (a) Schematic diagram and (b)
side view of loaded GdBCO coated conductors.
50 mT로 증가하는 순으로 인가한 최대 자기장Hm 이 50
mT인 자기모멘트 곡선을 그리도록 인가하였다. Figrue 2
는 83 K에서 c축으로 걸어준 자기장에 대한 각 시료의 자기
모멘트 곡선이다. #2 시료의 자기 모멘트가 다른 두 시료의
자기 모멘트보다 조금 더 크게 측정되었지만 비슷한 수준의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시료 사이의 간격과 쌓은 횟수의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의 간격을 D = 0, 0.10, 0.45, 0.90, 1.80 mm 로 바꾸고,
쌓은 횟수를 n = 3개까지 늘려갔다. 각 조건에 대한 자기
모멘트 곡선을 측정하고 해당 조건에 사용된 시료의 전체
부피로 나누어 자화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Figure 3(a) 는
시료 #1과 #2를 z 축으로 쌓은 2-layer 구조의 간격을 증가
시켜가며 측정한 자화 곡선이다. D = 0 mm 일 때는 시료
사이의 간격을 주는 플라스틱 빨대 없이 GdBCO 선재의
초전도층이 서로 마주보도록 하여 붙인 경우에 해당한다.
시료간 간격이 무한대인 경우는 시료가 1개만 있는 1-layer
에 해당하며, 앞서 측정한 시료 #1의 결과 (Fig. 2) 를 가
져와 2-layer의 측정결과와 비교했다. Figure 3(a) 의 측정

Fig. 3. (Color online) The normalized magnetization
curves of (a) 2 and (b) 3 stacked sample with various
intervals at 83 K.
결과로 부터 자화 곡선은 시료간 간격을 줄일 수록 크기가
줄어들며 초기 곡선 (Initial curve)의 형태 또한 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료간 간격이 늘어날 수록 2-layer의 자화 곡
선이 1-layer의 결과와 유사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b) 는 3-layer 구조의 간격을 증가시켜가며 측정한 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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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he normalized magnetization
curves of stacked sample with various number of layers
at 83 K for D = 0.10 mm
곡선이다. 2-layer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료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록 자화 곡선의 크기가 줄어들고 초기 곡선의 형
태도 변함을 볼 수 있다. 2-layer와 3-layer의 자화 곡선을
비교하기 위해 시료 사이의 간격이 같은 D = 0.10 mm 일
때 2-layer와 3-layer의 자화 곡선과 1-layer의 자화 곡선을
비교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쌓은 횟수가
많을 수록 자화 곡선의 크기가 더 줄어들고 초기 곡선도 더
완만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Mawatari의 모델에 따르면 종횡비가 큰 (2w ≫ d, d 는
초전도층의 두께) 초전도층을 간격 D 만큼 벌려서 무한히
쌓으면 완전 침투장 (Full penetration field, Hp ) 가 커지고
자화는 slab 형태의 초전도체의 자화와 비슷한 형태가 된다
[13,14]. Slab 형태의 초전도체에서 걸어준 최대 자기장 Hm
이 Hp 보다 작은 경우 교류 손실 QBean 은 Bean의 임계 상태
모델 (Critical state model) [15,16]에 따라 Eq. (1)과 같이
Hp 에 반비례한다 [17,18].
QBean =

3
2Hm
3µ0 Hp

(1)

우리는 앞선 측정 결과에서 초기 곡선과 전체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Hp 를 찾을 수 있고 83 K에서 측정한 결과는 Hm 이
Hp 와 비슷한 수준에 있으므로 Eq. (1) 로 부터 2-layer와

Fig. 5. (Color online) Comparison of the full penetration
fields (Hp ) for (a), (b) various sample intervals and (c)
number of layers at 83 K.

3-layer의 교류 손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Figure 5는 Fig.
3과 Fig. 4의 일부를 확대한 그래프이고 화살표는 Hp 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5(a) 와 (b) 에서 1-layer와
비교했을 때 시료 사이의 간격이 감소할수록 Hp 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ig. 5(c) 에서 쌓은 횟수가 증가할
수록 Hp 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료 사이의
간격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쌓은 횟수가 증가할 수록 Hp 가
커지고 교류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19–22].

교류 손실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 초기 곡선을 제외한
자화 곡선의 면적을 계산하여 교류 손실을 구하고 각 경우에
대해 1-layer 시료의 교류 손실과 비교하였다. Figure 6(a)
는 시료간 간격에 대한 2-layer와 3-layer의 교류 손실이고
Fig. 6(b)는 쌓은 횟수에 대한 교류 손실을 시료간 간격별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6(a) 에서 교류 손실은 시료 사이의
간격을 감소시킴에 따라 줄어들고 2-layer 보다 3-lay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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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쌓은 횟수 n 에 대한 항을 ν 에 추가한 νn 을 Eq. (2)
의 ν 에 대입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교류 손실이 n 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23].
QBrandt =µ0 Jc wHc ×
(
(
) (
)
(
))
Hm
Hm
Hm
2 ln cosh
−
tanh
Hc
Hc
Hc
(4)
또한 Eq. (2)를 D ≫ w 인 경우에 대해 계산하면 Brandt의
single strip 모델인 Eq. (3) 과 같이 근사 된다. Equation
(4)에서 교류 손실은 쌓은 횟수나 시료 사이의 간격에 영향
을 받지 않게 된다. Figure 6(b) 에서 시료 사이의 간격이
커짐에 따라 2-layer와 3-layer의 교류 손실이 점점 1-layer
의 교류 손실과 비슷해 짐을 확인할 수 있다 [24].

IV. 결 론

Fig. 6. (Color online) The (a) sample interval and (b)
number of layer dependence of hysteresis loss at 83 K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 사이의 간격이 0.1 mm
인 경우 2-layer의 교류 손실은 1-layer의 교류 손실보다 약
16% 감소하였고 3-layer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약 37% 감
소하였다. 또한 Fig. 6(b) 에서 쌓은 횟수가 증가할 수록
교류 손실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Mawatari 모델에서 쌓은 횟수 n에 대한 항을 추가
한 계산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13].
QMawatari =µ0 Jc wHc ν 2 ×
∫ h
sinh2 (1/ν)
(Hm /Hc − 2ξ) ln (1 +
)dξ
cosh2 ξ
0
(2)
0.10

νn =

D
0.34 (D/πw)
+
πw n4.44(D/πw)+0.65 − 1

(3)

여기서 ν = D/πw, ξ = Ha /Hc , Hc = Jc d/π 이고 w 는 시
료의 반폭, d는 시료의 두께, D 는 시료간 간격이다. Equation (2) 로부터 z 축으로 쌓은 초전도 선재의 교류 손실은
시료간 간격 D 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Eq. (3) 과

본 연구에서는 (주) 서남에서 제작한 GdBCO 초전도 선
재를 같은 면적을 가지는 3개의 시료로 나누어 Z 축으로
쌓은 뒤 MPMS를 이용하여 자화 곡선을 측정하였다. 먼저
각각의 시료를 ZFC 조건으로 Tc 아래인 83 K까지 온도를
낮추어 자기 모멘트를 측정하여 비슷한 값을 가짐을 확인하
였다. 시료를 Z 축으로 쌓았을 때 쌓은 횟수가 자화 곡선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3개의 시료를 2-layer, 3-layer
로 쌓아 자기 모멘트 곡선을 측정하였고 시료 전체 부피로
나누어 자화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2-layer와 3-layer
구조에서 시료 사이의 간격을 바꿔가며 같은 측정을 반복
하여 시료 사이의 간격에 대한 자화 곡선의 변화를 조사하
였다. 측정 결과, 초전도 선재 면에 수직한 자기장 하에서 z
축으로 쌓은 구조의 자화 곡선은 쌓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시료 사이의 간격이 감소할수록 초기곡선이 완만 해지며
Hp 가 증가하고 자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또한 시료 사이의 간격과 쌓은 횟수가 교류 손실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측정된 자화 곡선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피당 교류 손실을 계산하고 1-layer 일 때의 교류 손실과
비교하였다. 2-layer 구조의 경우 시료 사이의 간격을 0.10
mm까지 줄였을 때 교류 손실이 1-layer 일 때에 비해 16%
감소하였고 3-layer 구조의 경우 같은 조건일때 37% 감소
하였다.
종횡비가 큰 2세대 초전도 선재를 여러 분야의 초전도
자석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교류 손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전도 선재를 z 축으로 쌓으면
쌓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선재 사이의 간격이 감소할수록
교류 손실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
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를 초전도 자석으로 설계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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