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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푼

초전도선재를 초전도자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초전도 선재간의 접

합기술 개발이 필수척이다. 초전도자석 제작시 선재간의 접합은 자석젤

계치률 만족시킬 수 있는 기계적， 전기적， 열적 요구조건에 부웅하여야

한다. 초전도선재의 종류 및 형상 그리고 전기적인 설계 시방치의 요구

수준에 따라 적절한 접합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접합부의 특성은 전체

자석시스템의 안정성을 펑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정밀한 측정기

법이 요구된다· MRI용 자석파 같이 10-14.Q이하의 매우낮윤 접합저향

측정에는 자장감쇠 측정기술 (field decay measuring te야mique)이 이용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당 연구팀에서 조사분석한 접합방법과 특

성명가 기술을 기술하였다. 이들 기술들은 향후 초전도자석 제작시 설

계수준에 적합한 접합방법 및 성능펑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당 연구팀이 개발중인 정밀 자장용 초전도At

석 제작에 적용하기 위해 수행한 선재접합 실험 및 자장감쇠 측정기술을

어용하여 접합된 선재의 전기저항을 측정한 결과룰 수룩하였다. 실험결

과 초전도자석의 실제 운전조건보다 가혹한 죠건인 1 Tesla의 자장하 에

서 10-14 .Q 이하의 자석설계치를 만족시키는 전기저항치률 얻을 수 있었

다. 이러한 결파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파이프 가압 방법 (pipe pressing

method)에서 구리슬라이브 대신에 선재와 동일한 초전도 NbTi 슬리이브

를 사용함으로써， 세섬 필라멘트블파 슬리이브간의 접합을 초전도체와

초전도체로 하여 전류의 흐름을 좋게 하였고， 또한 2차의 가압과정을 통

하여 각 세심 펼라멘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접합을 보다 충

분한 접합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명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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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joint 않:hniques for superconducting wires is

essential to fabricate the high quality superconducting magnet. ’The

sup앙conductor joints must satisfy mech때cal， electrical and th얹nal

requirements of the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magnet. A proper

joining method can be chosen by consid얹ng the types and sha않s of

superconduc피ng wires and the charac않istics of magnet system.

Because the quality of joints greatly affects the stablity and 갑Ie

homogeneity of field gem효ated by magnet, the precise meas따뇨19

techniques and equipement 따e needed to check the charact앉istics of

joining part The field decay measuring technique is m머띠y used to

measure the extremely low contact resistance of the order of 10-14
요

or below, which is required for fabricating v많y precise magnets such

as MRI.

In this report, the various joining methods and their measuring

techniques were reviewed.. It is ex뿜다eel that these data can be used

to design and fabricate the superconducting magnets successfully. In

강lis study, the contact resistance of coupled specimens with joint was

measured as 3xl0-15Q at 1 Tesla which is lower than that of the

real operating condition of MRI magnet. The joint samples were

prepared by using mαlifiOO pipe pressing method which use 암Ie

NbTi sleeve instead of the conventionally used eu sleeve. It is

considered that the transport current increased due to the change in

the sleeve material and the repetition of pres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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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 론

1911년 네탤란드의 물리학자 K없ner.파19h Onnes 가 수은(Hg)의 전

기져항이 4K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이후， 최근 24

종의 원소와 수백종류의 화합물이 초전도 상태가 되는 것으로 찰려져 있

다. 이들 초전도재료의 주된 웅용분야는 자석코일의 권선용 선채이며，

초전도 자석은 상전도 자석으로 얻을 수 없는 높은 자계(1....17 Tesla)를

매우 작은 전력 소비량으로 효율좋게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초전도

쇼위치흘 사용하면 영구전류 모드(p앉sistent mode)로 운전 가능한 시스

템을 만들수 았으며， 한번 전류를 여기시키는 경우 그후 전원이 펼요 없

으며 안정한 자계(l시간당 자계 변화율 0.0001% 이하)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았다. 현재 초전도 자석은 MRI (magne피c resonance

imaging), 핵 융합장치， 자기 부상열차， lMHD 발전장치둥에 웅용하기 위

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중이다. 최근 초전도 기기는 실생활 주변기기

로의 웅용 가능이 예상되며， 특히 초전도 l\ffiI는 X선 CT이후의 차세대

진단장치로 질용화되고 양산이 진행중어다. 또한 전동기나 변압기와

같은 에너지 변환 쪽으로 초전도 웅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같이 초전도선재를 초전도 자석에 웅용하기 위해서는 선재간의

접합(joint) 이 요구되며， 더우기 큰 자석의 경우 많은 접합부위가 필요하

다. 이들 접합은 자석 설계치를 만족 시킬 수 었는 기계적， 전기적， 열적

제한조건에 부웅하여야 한다‘ 접합부의 전기척 저항윤 전력손실을 가능

한 한 줄일 수 있어야 하고， 여러 온도에서의 열하중에서도 충분한 기계

적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셜계전류에서 접합저항으로 인하여

발생된 높은 열하중은 과도환 냉각올 요구하거나 혹은 상전도 상태로 전

--



이하눈 시발점이 되어 결국 자석전체에 랜칭 (quenching)을 일으킬 수 있

다. 또한 초전도 접합부위는 원래 초전도체 만큼의 충분한 기계적 강도

륭 가져야 하는데， 만약 접합부에서 기계적 손상이 밥생한다면 자석코일

에 심각한 결파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초전도 접합의 셜계와 방

법은 자석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전기적저항 수준파 초전도 선재의 종류

빛 형태둥에 벌접하게 의존된다[1，2，3].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초전도 선재중에서 현재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NbTi 및 Nb3Sn 초전도 선재를 소개하고， 초전도 선재의

접합방법파 그 특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당연구팀에서 러시아 Kurchatov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정빌자기장용 초전도자석 제작에 사용될 접

합방법을 설명하고， 시편을 제작한 후 접합부의 저항치를 측정하여 접합

기솔을 명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접합부의 특성명가 방법올 서술

함으로써， 초전도자석 제작시 셜계수준에 적합한 접합방법을 선돼활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초전도 선째

가. 져온 초전도 전째의 분류

저온 초전도 선재 채료는 합금계 초전도 재료와 A15 결정구조를 갖

는 화합물 초전도 재료로 대별된다. 합금계 초전도 채료는 좋은 기계적

성질을 보유하여 가공이 편리하나 초전도 특성면에서 A15 화합물 초전

도 재료보다 좋지않다. 반면 A15 화합물의 초전도 특성은 합금계 초전

도체 보다 양호하나 경도가 높고 취성 (brit피eness) 이 크기 때문에 가공이

어렵다.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초전도 선재 중에서 합금계 초전도 재

료로는 NbTi 합금 초전도션이 있으며， 화합물 재료로는 A15 결정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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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Nb3Sn 선재가 사용 신뢰도가 높아 공엽적 규모로 제조되고 있다.

::I 립 l에 NbTi 와 NbsSn 선채의 극셰 다심션의 단면모양을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처렴 사용용도에 따라 여러단면 형태로 제조되고 있다.

그림 2는 여러 초전도선재에 대한 다섬션의 자계에 대한 임계전류밀도

(Jc)를 나타낸 것이다. 자계가 증가하면 ]c가 감소하게 되는데 실제 사용

샤 Jc가 고자계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NbTi에 비해 화합물언 Nb3Sn의

초전도 특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Nb3Sn에 미량의 Ti를 첨가하면 고At

계에서의 특성여 향상되어 현재 고자계 용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NbTi 합금 초전도선

초전도 선채중 기계적 강도기- 높고， 웅력 빛 구부려짐에 대하여 특

성파 신뢰도가 좋고 lOT 까지의 자장에서는 높은 임계전류밀도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NbTi 합금 초전도션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화고 있는

대표적 초전도선이다. 표 l에 합급 초전도 재료의 임계온도(Tc) 및 HC2

(실용상의 임계자계에 상당)를 표시하였다. NbTi 션의 대표적 제조 프

로세스 및 구조상 톡정을 설명하면， {3상의 NbTi 봉을 동관에 넣은 복

합체률 압출하고 인발가공으로 단섬션을 만든다. 단심선올 묶어 다시

롱관에 넣어 진공봉 벌렛을 만들어 압출하고 인발가공을 반복하면 동의

모재에 NbTi 세심이 l~lO，OOO 정도 들어있는 극세 다섬선채를 얻을 수

있다. 그후 300띤OO°C에서 열처리하여 a상을 발생시키고， NbTi의 금속

격자 내에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 5T의 자계중섬

에서 2000 Almm2, 8T의 자계중에서 IOC애 Almm2 의 높은 Jc를 얻을 수

있다. 또 전류를 통할때 내부에 발생하는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심선채 선경의 10배 정도의 펴치 (pitch)

로 트위스토(twist) 가공한다. 더우기 상용 주파수에서 운전되는 특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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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1amentary N10blUm-Tm

그림 1 NbTi및 Nb3Sn초전도선채의 단면 사전
(a) : 고자장(1 1T)용 NbTi다싱섬

(b) : Dipole용 NbTi 다심선
(c) : MRI용 Nb3Sn극세다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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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요 합곰초펀도 재료의 Tc 뭘 HC2 [4. 2KJ

초전도재료 Tc [K] Hcz [T]
Bi-Pb 8.8 1.5
Cr-Ti-V 5.6 8.44
Hf-Nb 10 11
Hf-Ta 6
Hf-Nb-Ti 9.5 11.5
In-Pb 7 0.4
Mo-Re 11.1 -2.1

Mo-Ti 4.18
Nb-Ta-Ti 10 12.5
Nb-Ti 10 12
Nb-Zr 11 10.5
Tc-V 11.3
Tc-W -8 -4.4

Ta-Ti 8.8
Ti-V 8 8
Ti-V-Ta 8 9.5
Pb-Te 6.5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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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에서는 동에 발생하는 교류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높은 저항 배려

어 (b없rier) 충을 배치시킨 3충 구조로 하고J NbTi의 자화 이력손실을 줄

이기 위해서 NbTi 필라멘트의 직경을 1때 야하로 하는 예도 있다.

다. Nb3Sn 화합물 초전도선

화합물 초전도션은 합금 초전도선에 비해 고자계(lOT이상)에서 높은

임계전휴멀도를 나타내고 임계온도도 높으므로 높은 자계 발생용 초전

도 자석에 이용된다. 그러나 화합불야므로 기계적인 특성이 취약하여

자석의 설계 제작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NbJSn 초전도션은 화합물

초전도선 중에서 제일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좋은 초전도 특성

을 얻을 수 있는 선재이다.

표 2 에 주요 화합물 초전도재료의 Tc 및 HC2 를 나타낸다. Nb:iSn

초전도선의 제조 방법에는 화학중착법， 표면확산법， 브론즈법Cbronze)， 내

부확산법， 외부확산법，Nb튜브법，첼리롤법 둥이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되

었다. 이방법들의 원리는 Nb와 CuSn 또는 Cu 및 Sn 단체를 다충화한

빌레트를 세선화한 복합체로 만들고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열처리하여，

Sn올 Nb중에 확산사켜 Nb3Sn을 형성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Cu는 열처

리중에 Sn의 확산을 촉진하고， 전자력 상태에서나 혹은 권선시의 웅력，

구부러짐으로 부터 Nb:iSn올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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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주요 화합물 초전도째료의 Tc 및 HC2 [4.2Kl

컬정구조 재료명 Tc[K] HC2

Nb3Sn 18.3 21.5

V3Ga 15.4 22

NbJGe 23 37

A-15 Nb:i(Al,Ge) 21 40

N며AI 18.9 30

Nb3Ga 20.3 32

V3Si 17.1 21.5

B-1
NbN 16 23
NbC 11.7

(NaCl형)
NbNC 17.9 26

C-15 V2(IIf,Zr) 10.1 23
(Laves명) (V，Ta)강If 10.3 26

Gdo.zPbMo6S8 14 53

Chevrel형 PbMo6SS 12.6 46

LaMosSes 10.9 38
SnMOsS8 11.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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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첩합빵법의 종류 및 특쟁

까. 납햄 (soldering)

납햄접합윤 햄납(solder)를 녹여 금속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져온에

서 용융이 되므로 작업이 용이하고 선재의 강도가 크지않는 곳에 사용된

다. 선재의 접합방법중 제일 간단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선재를 주로 겹쳐서 접합하는 lap join파19을 사용하며， 선재를 맞댄 후

구리동의 보강재를 받쳐서 사용하기도 한다. 납햄접합은 접합저항이 10-8

Ohm 이상으로서 비교척 높으므로 접합길이가 수 미터에 이르기도 한다.

나. 봐이프 가압 방법(pipe pressing method)

초전도 선재의 필라멘트를 나타내게 한 후 동 솔리어브{sleeve}로 선

재의 양 끝단을 연결하는 방법파 셰섬 필라멘트를 겹쳐 냉깐 또는 가열

압접하는 방법이 었다. Pipe pressing method는 냉칸가압 접합의 일총

으로써 접합 후 선재의 전기적 특성아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선재의 양

끝단을 질산(nitric acid)으로 에청(etching)하여 외피의 안정화 구리를 녹

여내어 초전도 필라멘트를 나타나게 한 후 동슬리브(cop뿜r sleeve)로 양

끝단을 겹쳐 냉간 압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핵 융합로에 웅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방법으로써 펼라멘트들이 직접 접촉하게 된다.

그림 3에 pipe pressing method 의 접합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처럼 초전도 필라멘트들이 구리 파이프로 압축되므로써 직접

접촉하게 되어 접합부에서 초전도성이 잘 유지되며 접합저항이 낮은 방

법으로 펑가되고 있다. 이 방법은 상온에서 실시되므로 스포트 용접

(spot welding)에서 처렵 고온의 과열로 인한 초전도체의 손상을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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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작업이 간단하고 큰 초전도 코얼 시스탬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립 3 (e) 에서 L은 초전도 훨라멘트의 겹칩길이(lap length)로서

접합시 6-9 nun정도로 한다.6 mm이상에서는 겹침길이가 증가하여도

엄계전류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립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러가지 접합 방법중에서 pipe pressing method 가 전기적으로 가

장 우수한 특성올 보이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6T의 자장하에서도

lOOOA의 전류를 전압 증가없이 안정하게 훌릴 수 았으며， 냉각에 따른

전력손설을 줄일 수 있는 것요로 보고되고 있다[5].

다. 편 삽업 방법( pin ins많ting method)

이 방법은 쐐기 형태로 튀어나온 초전도체를 맞춤구멍(칩뼈ng hole)

를 갖는 다른 구리 소켓샤이로 멀어넣어 초전도체간의 밀착올 유도하여

끼워 맞춤하는 접합하는 방법으로써， 단심-핀 접합(single-pin joint)과

다섬-핀 접합(m'띠피-pin joint)방법이 있다. 핀 삽입방법을 보다 효율척으

로 큰 접촉압력을 주기 위해서 테이퍼 삽입 방법(taper ins앙파19

method)과 열수축 맞춤방법 (shrinkage fitting method)이 개발 되었다.

Taper ins앙ting method는 테이프 형태로 튀어나온 초전도체를 태어퍼로

된 구멍소켓 속으로 쐐기형태의 초전도체륜 삽입하여 접합하는 방법이

며， shrinkage fi띠ng method는 삽입단면파 소켓 단면사이의 열수축

(암1많mal contraction)을 이용하는 접합방법이다[6].

테이퍼 핀 삽입접합에서 각핀이 소켓속으로 작용된 접촉압력(contact

pressure, P)은

P = (F / S) . sin(8/2) -------------------- (1)

로 계산된다. 여기셔 F: 삽입하중， S : 접촉변적， 8: 테이퍼각 이다.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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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중은 load cell둥으로 측정하여 얻는다.

접촉저항(contact resistance，pc)은

pc = R . S CQ.m
2

) --------‘------------- (2)

로 구한다. R 은 접합저항(joint resistance)이다.

핀 삽입 방법은 Reliotron 융합로의 헬리칼 코일(helical coil)에 적용

하기 위해서 개발된 접합방법이다. 헬리칼 코일은 Reliotron 융합로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연속적인 코얼을 만들어 불규칙한 자가장

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립 5에서 처럽 1/2 피치 마다

다심-핀 접합(m띠ti-pin joint)률 하여 연속코일로 만들고， 분해 및 조립

올 쉽게 하기 위해서 접합부 단면은 직선으로 설계한다. 그렴 6어~ pin

illS많ting method에 의한 접합단면의 상세를 보인다. 이 방법의 잇점은

각 단면 자석의 단위 길이당 길이를 짧게 하므로써 부분적으로 분해 및

조립이 쉬우며， 자기장의 불안효파를 최소화하고， 제작단가를 줄이고， 유

지보수가 가능하다[7]. 그립 7에 taper inserting method의 접합방법의 실

예를 보언다. 그립에서 처럼 그 접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초전도 (a)(b)는 Cu블록(A)에 soldering되 고， 초전도 (c)는 블록

(B)에 sold없ng 된다.

2) Cu블록 (A)를 갖는 초전도(b)는 블록(B)에 끼워 넣는다. 이때 접

촉압력이 작용된다. 삽입된 블록 (B)의 재료는 구려나 알루미늄이 사용

된다.

테이퍼로 된 초전도체를 끼워 넣을때 접촉면을 따라서 추력(단1TI1 sting

force)을 작용하묘로써 접촉압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접촉

져향을 줄일 수 있다.

그림 8은 illS않파19 method에 의한 여러가지 접촉표면의 재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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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접촉압력에 따른 접촉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처럼 접촉

압력의 중가에 따라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갑소경향은 구리

시편에서 잘 일치 되었으나 알루며늄 시편에서는 큰 압력 영역에서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됩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낮은 접합저항은 은-인륨 도

금된 시편이며， 인륨도금은 도금않된 사편에 비해 접합저항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다[6，7].

그림 9는 inserting method에서 단lrUsting force 에 따른 인장강도를

나타낸다. 그렴에서 처럽 실험에서 얻은 접합부의 최소 인장강도는

상llUsting force보다 크므로 저온에서 강uusting force를 이용할 수 있다.

Ins얹ting method에 의한 접합 인장강도는 강lfUsting force가 3000N이상

이았을때 인륨 sold앉lUg 보다 훨씬 큰 값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변형구속 2방향 가합방식에 의한 고상접합

변형구속 2 방향 가압방식에 의한 고상접합은 확산접합보다 낮은 온

도(500"C이하)에서 높은 압력을 가하여 접합면의 밀착을 유도하여 접합

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의 특정은 접합온도가 낮으므로 선재의 초전도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접합이 가능하며 접합후에 소채와 동퉁한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있다. 변형구속 2방향 가압방법의 접합 방법은 그렴 10

에 나타낸 것처럼 단면올 엽의 각도로 가공한 후 변형 구속 치구내에 장

착하고， 진공중에서 축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가압， 유지하여 접합사키

는 방법이다[3].

본 접합법의 이음매 강도 및 초전도 특성은 펼라멘트의 접합치수와

접합성에 지배된다. 그 접합성은 구리의 에청깊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다. 에청깊이는 접합전 처리로써 접합면의 필라멘트를 돌출시킬때， 접합

변을 연마 한 후 질산용액에 에청시킨 시간에 따른 필라멘트의 돌출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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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접합특성은 그립 11과 같다. 에칭깊이가 길게 되면 쉽게 모재

파단이 될 수 있다.

고상 접합법은 일반적으로 진공중에서 이루어진다. 그립 12에 표시

된 것처럽 진공 분위기에서 하는것이 가장 좋으나， 불활성 가스의 아르

곤 분위기에서나 대기중에서도 접합이 가능하다.

마. 초음파 접합(ultrasonic joint)

초움파 접합은 수십 뼈의 주확수의 진홍으로 접합표면의 산화피막

을 제거하고 접합면에 압력을 가해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본 방법의 특

정 은 션재의 형상을 손상시키지 않고 단시칸(수초간)에 접합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실용예는 매우 적으나 앞으로 상당환 웅용 가능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아다. 이 방법은 겹침<lap-type)조언트에 적합하며，

Argonne Na당anal Laboratory에서 MHD 발전용 초전도자석 제조에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접합조건은 초음파 진동파 작용된 압력의 상호 조

합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접합시간은 수초 정도의 짧은 시간내에

접합이 가능하다. 접합온도는 구리 71 A1 (copper rna떠x) 용융점의 50%

어내에서 접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접합두께의 제한을 받는다. 현재 상

업적으로는 구라에 대한 접합두께는 2.0 rnm 이상은 곤란하다. 접합부

의 물리척， 기계적성질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확산접 합(diffusion joint)

확산접합은 비교적 고온(600-900DC)에서 선재의 상호 확산율 이용한

접합 방법으로 접합후 시효처리를 실시하여 새로운 결정립에 초전도성을

갖게하는 것이다. 본 방법은 특히 긴 코일을 제조하는데 반제품의 접

속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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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포트 용첩 (spot welding)

스포트 용접윤 전기저항 용접법의 일종으로서 접합할 물체에 전류를

통하여 접촉부에 발생되는 전기저항 열로서 모재를 용융상태로 만들어

외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용접법이다. 스포트 용접에 의한 초전도선재의

접합방법은 그립 13에서 처럼 선재의 필라벤트률 보이도촉 한 후， 필라

멘트 뭉치를 합하여 스포트 용접을 실시하고， 그 후 다시 접촉부의 기계

척 강도를 높이기 위해 스테언레스 스틸(s없inless s않려) 박판으로 감싼

후 스포트 용접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의 특정은 간편하고 단시

간에 접속 가능하다는 것 이다[3，81

4. 첩합부 특생혐가

가. 기계척 특생평가

초전도자석은 권선(winding) , 냉각， 코얼의 여기시 상온이나 저온에

서 높은 인장웅력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초전도션의 접합부의 기

계척 륙성은 일반적으로 모재와 동둥한 기계척 강도가 되기를 바란다.

첩합부는 얼반척요로는 높은 접합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코얼의 종단

부에 접합부를 배치 시키는 경우가 많다. 높은 접합강도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접합부에 보강채를 납햄하여 고정하기도 한다.

접합부의 인장강도 평가는 접합재료와 모재의 동일한 조건하에서 인

장강도를 비교하여 인장강도의 감소를 계산한다. 통일한 온도조건하(t)

에서의 인장강도 감소율oCt)는

oCt) =
Ob1(t) - Ob2(t)

x 100 % --------- (3)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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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된다. 여기서 ObI • 접합부가 없는 원래 초전도 선재의 항복강도

(yield strength), 0b2: 접합부를 갖는 초전도 선재의 항복강도이다. 인

장시햄은 동일한 온도조건하에서 실시한다‘ 또한 냉간굽힘(cold-ben며ng)

시험을 실시하기도 하며 접합부에 대하여 부식처리로 구리기지률 제거

한 후 현미경둥으로 세심 필라멘트들의 접합상태을 관찰하여 명가하기도

한다[9].

냐. 전가척 특정명가

초전도선의 접합부에 요구되는 전기적 특성은 자계중에 선재의 엄계

전류 이하의 근접한 전류값이 되도록 직류저항이 낮아야 한다. 접합부

분을 포함하는 초전도자석 전체는 액체헬륨 온도인 4.2K 이하로 냉각된

다. 그 경우 접합부에 직류저항이 발생하고 그 열적 문제가 액체헬륨의

냉각능력보다 커지면 접합부분의 온도가 상숭하고， 초전도선이 상전도

상태로 전이되는 원인이 된다.

핵 융합 장치에 사용되는 초전도자석의 경우 접합부의 냉각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lOOOA의 통전전류에 대한 전압강하는 접속부 l개당 2싸

이하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었다. 그 경우의 저항치 2xlO-9Q 을 달성하가

위해서는 납햄의 경우 수 m의 중첩 부분이 필요하다. 또 특수한 용도로

영구전류 모드로 운전하는데 높은 자계안정성을 요구하는 lY.1RI용 초전도

자석에 대해서는 영구전류와 감쇠 (attenua피on)가 문제가 된다. 영구전류

의 감쇠는 자석에 축적된 자기에너지를 직류저항 손실 열로 변환되기 때

문에 발생한다. 그 감쇠 샤청수(time constant of a얀:enuation) ， r 는

r = L / R ----------------------- (4)

로 표시된다.L은 자석의 인덕턴스(inductance) ， R은 접합저항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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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에서 MRI용 초전도 자석에 요구되는 자계안정성 (l시간당의 자계

변환율이 0.0001%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합부의 저항치가 10-12g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10-I2g 의 저항치는 햄납접합에 의해 달성

하기는 어렵다. 이 접합부는 스포트 용접， pipe pressing method, 변형

구속 2방향 가압방식의 고상접합 방법파 같이 초전도 활라멘트 뭉치를

직접 접합시키는 방법이 채용되어야 한다.

유도-전류 방법<induction-current meth여)에 의한 엄계전류의 감소

옳(.6.!c)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접합된 선재와 원래선채의 임계전류(Ie)를

측청하여 비교한다.

leI - Ie2
.6.Ic = x 100 % ------------ (5)

Ie2

여기서， leI: 접합부가 없는 원래 초전도 선재의 임계전류(따iti떠l

current) , Ie2: 접합부를 갖는 초전도 션재의 임계전류이다떠，10，111

접합부의 전기적인 특성 명가방법은 접합부의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다료며， 일반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종류의 명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단짜법

접합부를 갖는 초전도션의 짧은 시료(길이 5 - 5Ocm}를 액체헬륨으

로 냉각서키고 자계중에 선재의 임계전류이하로 전류를 통하면서 접합부

양단의 전위차를 1μV 청도의 청확도로 측정한다. 저항치는 10-Bg로 부

터 10-9입 정도를 얻는다. 납햄 접합에 의한 접합부의 저항치는 이 4단

자법으로 측정한다. 이방법은 10-lO g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저항치 측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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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계갑쇠 측정법

l0-l0g 이하의 저항치는 4단자법으로 측정이 곤란하므로 영구전류의

발생자계를 자계측정 소자둥으로 장시간 연속측정 한다. 측정에 의해

얻어진 자계의 감쇠 시정수 r 논 시료가 갖는 자기 인덕턴스 L로 부터

저항치를 계산하여 얻는 방법이 이용된다. 스포트 용접， piR pressing

method, 압착 같은 고상접합동으로 NbTi 필라멘트 뭉치를 접합시킨 사

편에서는 10-14
- 10-17Q의 저항치가 측정되고 있다. 이방법에 의하면

10-12
요 이하의 저항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높은 자계안정성을 요구하는

정멀 초전도자석이나 MRI용 자석의 저항측정에 접합한 방법이다. 측정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장의 접합실험에서 언급하였다.

5. 정빌자장용 자석개발을 위한 접합질험

가.재요

정밀자장용 자석개발을 위하여 당연구소와 러시아 Kurchatov 연구

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선재접합 방법에 관한 실험결파를 소개하고자 한

다. 선재접합에 사용된 방법은 파이프 프레싱 방법으로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구리 슬리이브 대신에 선재와 동일한 초전도 NbTi 슬라이브를 사

용하므로써， 선재 필라멘트들 사이에서 발생활 수있는 불확실한 접합을

초전도 슬라이브가 재차 보증하여 주는 방법이다. 프레싱 작업에서 2

차의 가압파정을 통하여 에칭시 질산용액속에 각 세심 필라멘트들의 표

면에 존재하는 Nb(h동의 산화물 피막을 제거하고 보다 충분한 접합을

유도할 수 있다. 본 방법에 의하면 10-14 입 이하의 접합저향을 얻을 수

있어 정밀자장용 자석접합에 적합한 방법으로 펑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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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합방법

1) NbTi 슬리이브 가공 및 측정 loop의 준비

접합부의 슬리이브(sleeve)로 사용하는 NbTi 초전도 육각 봉을

길이 20 mm로 자른 후 선재직경의 2배 크기로 드릴가공으로 구멍을 가

공한다. 그립 14에 접합에 사용훨 슬라이브의 단면을 나타낸다. 구명가

공이 끝난 육각 슬려야브는 드랄가공시 절삭유둥에 의한 오일을 제거하

기 위해 아세톤 용액에서 셰척하여 보관한다. 저항측정을 위한 시편 준

비는 측정 h려1 probe를 삽엽하기 위하여 원형 loop 직경 11.5 mIn, 길이

115 mm~ 시편을 만든다. NbTi 초천도 선재 외피안정화 구리를 원활

히 녹여내기 위해 선재 양글단(접합할 부분)의 약 30 mm에 대해 sand

paper로 선재외피의 코탱올 벗져낸다. 코팅을 벗겨낸 상부 5 mrn를

soldering하여 이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선재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Sold려ng 작업 후 알콜용액으로 깨끗히 딱아낸다. 접합실협에 사용된

선재직경은 1.0 mIll, 0.85 mm, 0.5 mIll 이었다.

2) 구리기지의 에칭 (etc피ng)

NbTi 초전도 선재의 외피 구리기지를 녹여내기 위해 (6)식파 같은

용액비로 용액을 만든다음 시편을 질산용액에 약 20-30분간 담구어 구리

를 녹여내어 세심필라멘트들이 완전히 나타나도록 한다.

20 m1 lINOa + 10 m1 H20 ------------------ (6)

세섬 필라멘트들이 완전히 나타나면 증휴수(pure wa따)에 담구어 산

용액을 째긋이 씻어낸다. 이때 녹여낼 션채길이는 sold많mg 한 부분이

닿지않는 약 20 mm정도를 녹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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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14 접합때 사용된 슬리이브의 단면 재략도

그림 15 유압프래스 및 가압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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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_.16 접합저황，.측정용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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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iobium 슬리이브와 셰섬필라벤트툴의 de없따19

질산용액에서 녹여진 세심필라멘트와 구멍가공된 육각솔리이브에

대해 산화물(oxide)을 제거하기 위해 (7)식의 용액비로 준비된 용액속에

서 de없따19한다.

8 ml HN~(l，4) + 24 ml HF(40%) ------------- (7)

이때 즉시반웅(3-5초정도)이 일어나므로 바로 끄집어 내어 각 셰심펄라

멘트들이 밝은색을 띄는지 확인한 후， 종류수속에 즉시 담구어 산용액올

수초간에 컬쳐 세척한 다음 얄콜 용액속에 담구어 둔다.

4) I , 2차 프레성 (pressing)작업

깨끗히 세척된 각 세섬 필라멘트의 양끝단을 한두바퀴 청도 잡은

후 슬리이브 속으로 가볍게 멀어 넣은후 그립 15에 나타낸 유압프레스로

5톤의 가압력을 적용하여 niobium 슬리이브를 l차 프레싱 접합한다. 1차

프레싱작업 이후 선재끝단 부위에 그럽에 표시된 가압지그 (pressing jig)

를 사용하여 2톤의 가압력으로 2차 프레싱 작업을 실시한다. 2차프레싱

의 작업복적은 산용액에서 반웅된 각 셰심 필라멘트 표딴위의 NbCh동의

산화피막을 제거하고 선재간 충분한 접합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한다. 그

립 16에 접합된 최종시편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다. 측청장치 몇 원랴

프레싱 작업으로 최종 접합된 시편의 접합저항 측정장쳐는 그립 17

에 냐타내었다. 그렴에서 처렴 접합부를 갖는 시편 loop에 전류를 여기

사키는 l차코일(2번)과 자장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초전도코일 (8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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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unt, 2-SC σ'ansfonner p피nary win벼na. 3-samole bea야r

4,9-HaU probes, 5-samplc loop, 6-vol다gc leads, 7-SC joint
8-test field coil winding, lO-SC switch. ll-switch heater,
12-current leads

그렴 17 초전도 접합시편의 특성측정을 위한 찌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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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8 외부자째 초전도코열 및 초전도 스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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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쿄일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자장은 4 Tesla 까지이다. 초전도 스

위치(10번)는 8번의 초전도 쿄일을 영구전류 모드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다. 그림 18에 초전도로일 몇 초전도 스위치를 나타낸다. 코일의 유기된

자장측정은 hall probe sensor(9 번)로 한다. 또한 시편 loop를 정상상태

로 만들기위해 히타(hea따， 3번)가 있다. 시편 loop의 hall probe sensor

에 젤치는 우선 loop를 실로 조밀하게 감아서 loop에 전류의 여기시 선

재의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하며 hall probe sensor의 중심위치에 위치시

킨다. 또한 시편 loop를 히타(3번)에 접착시켜 열 효파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초전도 쿄일(8번)의 전류리드는 분리형으로 제작하여

코일에 필요환 자장율 유기시칸후 초전도스위치 (10번)에 의하여 쿄얼이

영구전류모드(persistent mode) 상태가 되도록 환 다음 분려한다. 8번

초전도 코얼에 대한 접합부의 자장방향은 최대 자계하에 위치시키기 위

해 코일의 자계 중심위치에서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져온조

몇 실험상황을 그립 19에 나타낸다.

측정원려는 그립 20에서 보는바와 같이 1~}코일(primary winding

coil) 전류를 discharge시키는 동안 원형 loop내의 전류거동을 Vhs(hal1

probe voltage sensor)로 전압변화흘 측정하여 초전도 접합특성을 조사하

는 것이다. 실험은 그립에서 처럽 우선 1차코일을 5.4 AJsec의 전류속도

로 셔서허 charge시켜 loop내에 전류를 여기시칸후， 히타를 작동시켜

loop출 상전도 상태로 만들어 여기된 전류를 짧O 로 만든다. 그 다음

히타를 끈후 1차코일을 셔서히 discharge시키면 처음과 반대방향의 전류

가 여기된다. 이렇게 1차코일이 discharge 된 상태에서 loop내에 여기된

전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참쇠하게 되는데， 그 감쇠정도를 hall probe

voltage sensor로 측정하여 초전도 접합저항을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초천도선재의 접합저항 측정은 물론， 1차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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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혜실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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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류를 변화시켜는 경우 loop내에 여기되는 전류의 크기 변화를 h와l

probe voltage sensor로 측정함으로써 접합에 의해 감소되는 초전도선재

의 임계전류값을 구할수도 았다.

라. 실험결과

접합저항의 측정은 loop내에 유기된 전류에 대해 시깐의 경파에 따

라 h싫1 probe의 voltage 단자로 부터 voltme따로 전합변화를 측정하여

접합저향을 계산하여 구한다. 접합저항의 쩨산식은 아래와 같다.

감쇠 시정수 t = LIR » t 이면， loop 내에 유기된 전류(induced

current) 는

I(t) = 10 exp ( - t / t ) ::: 10 ( 1 - t / t ) ------- (8)

로 표시되며 [12] ， 10는 t = 0 에서의 전류이다. R은 접합부의 접합저항

이며， L은 loop의 자기인덕탠스(self inductance)이다. 8t 시간 동안의

hall probe voltage, vet)는

vet) = Vo ( 1 - t / t ) --------------------- (9)

!8VNo! = 8t / t 므로，

접합저행 R =18VNo I. L / llt --------------------- (10)

로 구활 수 있다. 여기서 Vo는 loop에 대한 h려1 probe voltage 의 초

기 전압값이다. L은 기하학적언 치수에 의해결정되는 상수로서 그 값의

측청은 접합부위가 없는 동일한 처수의 loop에 대해 측청장치로 측정되

며， 본 시편에서의 그 값온 2.0 X 10-7 Henry 이었다.

본 실험에서 선재직경 1.0 mm 에 대하여 1 Tesla의 자장하에서 접합

저항을 계산하기 위하여 측정된 결파들을 보면， L= 2.0 X 10-7
Her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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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 않iO sec. Vo = 3.48 mV. L\V = 5xl0-5 mV. L\VNo =1.43x10-5 로

측정되었다. 이들 결과로 부터 저항값을 계산하면 2.99x10-15 ,Q 야였다.

또한 직경 0.85 mm. 0.5 mm 선재에서도 동얼한 수준의 저항값을 얻올

수 있었다. 당실에서 재발하고자 하는 정밀자장용 자석의 경우 쿄일권

선에 사용된 선재직경은 1.0 mm로써. 4 Tesla9.1 자기장올 발생시키기

위한 선재의 운전전류 (opera파J.g current) 설계치는 130 Ampere이 며 , 접

합부위의 자계는 0.5 Tesla 이하의 자계상태에‘ 놓여게 된다. 따라서 본

실햄에 실시한 실험조건온 운전전휴 300 Am뿔re에서 실시되었으며， 접

합부위의 자기장은 보다 가혹한 1 Tesla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이러한 조건하에서 R<10-14 ，Q의 낮은 접합저항치를 얻었으므로 자석 껄

계치률 만족시키는 척용 가농한 접합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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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컬 혼

본 보고서에서는 초전도션재의 여러가지 접합방법과 특성명가 가술

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초전도자석 제작시 선재간의 접합은 필수적이며，

자석 셜계치를 만족 시킬수 있는 기계적， 전기적， 열적 요구조건에 부웅

하여야 한다‘ 초전도선재의 종류 및 형상 그리고 전기적언 셜계 사양치

의 요구수준에 따라 적합한 접합방법이 선택될 수 있으며， 접합부의 특

성평가는 전체 자석 시스탬의 안정성을 명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

로 정밀한 측정기법이 요구된다.

NbTi 합금선채에 대해서는 제품의 셜계 요구치를 만족하는 접합 수

준에 따라 접합이 가능하며， 그 접합부의 성능은 접합기술 수준에 따라

좌우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N뼈Sn 화합물계의 선재는 고자계 하에서

사용되므로 납햄과 같은 방법으로는 요구치룹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후 높은 셜계차에 대웅하가 위해서는 화합물계의 톡성언 취약한 가공성

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Kurchatov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정멀

자장용 초전도자석에 적용하기 위한 선재접합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자

장감쇠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접합된 션재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였다. 실

험결파 초전도 자석의 설제 운전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인 1 Tesla의 자기

장하에서 10-14 입 이하의 자석 셜계치를 만족시키는 전기저항쳐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파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파이프 가압 방법 (pipe

preSSll1g rned1od)에서 구리 슬리이브 대선에 선재와 통일한 초전도

NbTi 슬리이브를 사용함으로써， 세섬 필라멘트들과 슬리이브간의 접합을

초전도체와 초전도체로 하여 전류의 흐륨을 좋게 하였고， 또한 2차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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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파정을 통하여 각 세섬 필라멘트들 칸에 발쟁할 수 있는 불확실환 접

합을 보다 충분한 첩합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명가된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초전도선재의 여러가지 접합방법파 특성명가

기술올 조사하므로써 추후 초전도자석 제작시 설계수준에 적합한 접합방

법 및 생능평가룰 수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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