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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Ⅰ. 제목: 고 류 특성 MgB2 도 선재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MgB2 도체는 도 임계온도 (Tc)가 39 K, 상부임계자기장 (Hc2)가 16 T, 

구성원소가 2개인 2원계 속형태이기 때문에 가공성, 응용  생산 단가 측면에서 

기존의 온  고온 도 선재에 비해 우 를 할 수 있다. 한 온 도

체에 비해 Tc가 높기 때문에 고가인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고 냉동기를 이용하여 

각종 력기기에 응용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이론 으로도 Hc2가 50 T 이상

이 될 수 있다는 측이 있었고, 호주 Wollongong 학 S. X. Dou 그룹에 의하여 

탄화규소 (SiC) 나노 분말의 첨가로 MgB2의 Hc2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재료를 이용하여 도 선재를 만들 경우 일반 산업용 DC 기기 응용과 력 

기기용 AC 응용 등 보다 범 한 산업  력기기에 용될 수 있다. 

MgB2 선재를 이용한 도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한 의료산업에 필

수 인 도 단층촬 기인 MRI에 우선 으로 용이 될 정이며 국가 에 지 

련 기간산업인 도 가속기용 고자장 자석과 차세  에 지원인 핵융합로 고자

장 자석 등에 용이 가능하다. 한 장기 으로는 국가 력계통의 안 과 효율을 

증 시킬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도기기인 한류기, 변압기, 모터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고 임계 류 도를 갖는 도 선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도 임계 온도가 39 K로 다른 온 도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탄소 도핑된 선

재의 류 도는 선재로 사용하기에 당하다. 이 정도의 온도에서는 고가인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고 냉동기를 사용하여 선재를 냉각할 수 있다. 따라서 MgB2 

도 선재가 개발되면 재 사용 인 Nb-Ti과 Nb3Sn 도를 체할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 재료의 가격도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 단계 

3년의 연구개발 목표는 도 선재의 제조 기술 확립이다. 도 선재 기술을 확

립하려면 몇 가지 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 자장에서 도 특성을 

높일 수 있는 럭스 피닝 기술과 도 선재 가공 기술이 그것이다. 고 자장 flux 

pinning용 물질 개발에서는 나노 분말 제조와 불순물로서 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 물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보론 나노분말은 mechanical ball 

milling 는 attrition milling 으로 제조하 다. 탄소 도핑에 의한 럭스 피닝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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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임계 류 도가 높아지며 이에 여러가지 탄소 재료를 도핑하는 연구를 수행

하 다. 임계 류 도를 향상시키고 최 화하는 열처리 공정 변수 연구  링된 

보론 분말과 탄소 도핑이 되지 않은 순수 MgB2 선재를 사용하여 650℃ 이하의 

온 공정에 따른 임계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도 선재를 고자장에서 사용하려

면 자장하에서의 도 선재 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에 자기장 변화와 온도에 

따른 임계 류 도를 측정하 다. 한 통  임계특성을 한 로  제작, 통  

류 측정  다심 선재 제조를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본 도 선재는 AC 

력 기기에도 응용이 가능하여 AC 손실을 평가하는 기  기술을 연구하 다. 

한 솔 노이드 형태의 도 코일을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최종목표:

MgB2 도 선재 제조기술 확립

1차년도

- 선재용 MgB2 도 분말합성기술

- 분말의 반응기구, 미세조직 연구: 럭스 피닝 재료 연구

- 단선재 제작 기  실험

- 자장해석기술/ 자기  특성

 

2차년도

- 도 단선재 제조 조건 확립

- 럭스 피닝 재료 역할 규명

- 도 특성 평가용 장치제작

- 열해석기술/ 합부 특성평가

3차년도

- 속 시스(sheath)용 재료 개발

- 단심선재 자기  특성 연구

- 다심선재 기 연구

- AC 손실평가 기  실험

- 선재 권선, 열처리 함침, 냉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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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구개발결과

- 원료 분말의 향과 열처리 온도에 따른 도 변화; Mg  B 분말의 입자 크

기, 순도등의 한 향과 기 물성 평가로 열처리 후의 도변화를 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산 Tangshan Weihao Magnesium Co.의 Mg (99%, 4-6 

㎛)와 B (95-97%, < 1 ㎛)의 분말을 사용하 다. 

- 탄소 재료 도핑에 따른 MgB2 도 특성: 탄소 도핑 재료로서 말릭에시드, 목

탄, 종이재, 액체 리세린등의 여러 가지 소스에 하여 MgB2 벌크  선재를 

제조, 여러 공정 변수에 따른 자장하에서 임계특성 변화를 찰하 다. 탄소 도핑

에 의해 임계 류특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이  액체 리세린을 이용한 

MgB2 도체의 제조에 하여 국내특허를 출원하 다. 

- B 분말의 기계  볼 링 공정에 따른 도 특성: B 분말의 볼 링 시간에 

따른 MgB2 도 특성을 알아보았다. 특히 결합된 공정인 링과 리세린 처리

된 B 분말을 이용한 MgB2 도 임계 특성이 결정립 정련 (grain refinement)과 

활발한 C 도핑에 의하여 크게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 온 열처리 공정에 의한 MgB2 선재 임계 특성: 링된 B 분말을 사용하고 Mg

의 용융  (650℃) 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행되는 고상–고상 확산 반응된 MgB2는 

작은 결정립에 의한 결정립계 피닝이 향상되고 결정성을 하시켜 상부임계자기

장  비가역자기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임계 류 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국내특허 출원)

- MgB2 도 선재 통  임계 류 특성 평가: 5개의 시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통  임계 류 특성 측정용 로  설계  개발을 완료하 고 실제 MgB2 

선재의 공정 변수별 통  임계 류를 측정, 평가하 다.

- MgB2 다심선재 제조를 한 기 공정 연구: 7심  19심 MgB2/Fe/CuNi 다심 

선재 제조를 한 기 공정을 수행하 다. 

- MgB2 도 선재를 이용하여 권선 열처리 함침 합 등을 공정을 통하여 

도 코일을 제작하 으며 이를 도 냉각을 통해서 냉각하 다. 한 MgB2 도 

선재의 AC loss 분석 방법을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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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도 선재 기술은 다양한 기기에 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 (cross-cutting 

technology)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MgB2 도 선재가 성공 으로 개발된다면 

도 자석, 자기 공명 상 장치 (MRI), 핵자기 공명 장치 (NMR), 에 지 장 

장치 (SMES), 한류기, 송 선, 자기분리기, 단결정 성장장치 등에 바로 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선재제조 기술은 속/세라믹 복합재료분야, 정  가공 분야, 박막 

 진공기술 분야, 상변태 분야, 미세조직 분석분야 등의 학문 인 분야와도 

하게 연 되므로 산업 , 학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도체의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 도 선재의 산업에 활용되는 계획에 따라 

도 선재 재료의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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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synthesize MgB2 superconductors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ir superconducting properties under high magnetic 

fields through doping with various forms of carbon such as SiC, carbon (C), 

hydrocarbon and carbohydrat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an 

MgB2 superconductor is a lack of weak links between the grain boundaries in 

contrast to high-critical temperature (Tc) superconductors. In particular, the MgB2 

superconductor with smaller grain size could improve its critical properties by 

providing flux pinning centers with high grain boundary density. 

The quality of precursor powders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and performance of in situ powder-in-tube (PIT) 

processed MgB2 wire.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magnesium and boron 

precursor powders and annealing temperatures on the transition temperatures 

(Tc) and critical current densities (Jc) of in situ MgB2/Fe wires was investigated. 

Jc enhancement was observed in MgB2/Fe wires when using a smaller particle 

size of the precursor powders.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increases with 

decreasing annealing temperatures.

MgB2 bulks were prepared by an in situ process which utilizes the reaction 

between Mg and B powder. The reaction time was fixed at 0.5 h and the 

temperature was changed from 600℃ to 1000℃. The density decrease due to 

pore formation and mass (mainly Mg) loss during the formation reaction of 

MgB2 was observed in all samples. In addition to the pore formation, a pellet 

expansion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outgrowth of MgB2 grains was also 

observed. Two different mechanisms were adopted to explain the pore formation; 

Kirkendall pores formed at a temperature below the melting point (m.p.) of Mg 

by a difference in the diffusivity between Mg and B, and the pores formed at a 

temperature above the m.p. by melting of Mg and a capillary movement. The 

density, Tc and Jc results suggest that the current carrying capacity can be 

improved by a careful control of the process parameters regarding a pore 

evolution.

The effects of the heat-treatment temperature on the carbon (C) substitution 

amount, full width at half-maximum (FWHM) value, Tc, Jc, irreversibilit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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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r) and upper critical field (Hc2) have been investigated for 10 wt% malic 

acid-doped MgB2/Fe wires using high purity amorphous B powder. All the 

samples were fabricated by the in situ powder-in-tube (PIT) method and 

heat-treated within a temperature range of 650 - 1000 ℃. As the heat-treatment 

temperature increased, it seemed that the lattice distortion was increased by a 

more active C substitution into the B sites from the malic acid addition. These 

increased electron scattering defects seemed to enhance the Jc-H properties in 

spite of an improvement in the crystallinity, such as a decrease of the FWHM 

value and an increase of the Tc. Compared to the un-doped wire heat-treated at 

650℃ for 30 min, the Jc, Hc2 and Hirr were enhanced by the C doping in a 

high-field regime. The wire heat-treated at 900℃ resulted in a higher magnetic Jc 

of approximately 10
4
 A cm

-2
 at 5 K and 8 T, and it showed a Hirr value of 11 T 

at 20 K from the resistance (R) versus temperature (T) curves.

The effect of charcoal doping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was 

investigated for in situ processed MgB2 bulk samples using low purity 

semi-crystalline B powder. To understand the size effect of the dopant the 

charcoal powder was attrition milled for 1 h, 3 h and 6 h using ZrO2 balls. The 

milled charcoal powders were mixed with Mg and B powders to a nominal 

composition of Mg(B0.975C0.025)2. The Mg(B0.975C0.025)2 compacts were heat-treated at 

900℃ for 0.5 h in flowing Ar atmosphere. Magnetic susceptibility for the 

samples showed that the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 decreased as the 

size of the charcoal powder decreased. The Jc of Mg(B0.975C0.025)2 prepared using 

large size charcoal powder was lower than that of the un-doped MgB2. 

However, a crossover of Jc value was observed at high magnetic fields of about 

4 T in Mg(B0.975C0.025)2 prepared using small size charcoal powder. C diffusion 

into the B site was easier and gave the Jc increase effect when the small size 

charcoal was used as a dopant.

Paper ash, a source of C and CaCO3, was used for the first time as a cheap 

form of sub-micron particles for doping. 0–10 wt% of the ash was added to 

Mg + 2B and in situ reacted at 850 ℃ for 30 min in flowing Ar atmosphere. 

The CaCO3 decomposed and reacted with B to form CaB6 as an impurity phase. 

Also, the Tc and the a-axis lattice parameter decreased with increasing ash 

content, which suggests that C substitution at boron sites occurred.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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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igh-field Jc(H), Hc2(T) and Hirr(T) was observed with an optimum level of 

about 5 wt% ash addition.

Chemical doping has been proven to be an effective method to enhance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In recent research activities, liquid based C 

compounds are becoming more popular for doping with an objective to achieve 

a homogeneous mixing. In this work, glycerin (C3H8O3) was attempted to be 

used as a liquid dopant and was pre-treated with the B powder before reacting 

with Mg through an in situ process. Heat treatments were performed at 650℃ or 

900℃ for 30 min in flowing Ar gas. The results show a slight decrease in Tc 

and an enhancement of Jc at high fields for the glycerin-doped samples as 

compared to the un-doped samples. The FWHM results also show an 

improvement of the crystallinity which corresponds well with the Tc increased 

for the samples annealed at a higher temperature.

Mechanical milling is known to be an effective technique for reducing 

particle size and refining starting materials, resulting in a smaller grain size, a 

better reactivity and an enhancement of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Previous ball milling studies reported the effects of ball-milled Mg and Mg + B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However, the Mg powder could be easily 

oxidized during the milling because of its activity properties. Recently, it was 

reported that a ball milling of only B powder is a very effective method for 

improving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c) of MgB2.

A combined process of a mechanical ball milling and liquid glycerin 

(C3H8O3) treatment of B powder has been conducted to enhance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The individual aims of the mechanical 

milling and the glycerin treatment were to reduce the grain size of the MgB2 

and to achieve homogeneous C incorporation into the MgB2, respectively. Four 

kinds of B powders of as-received, glycerin treated, 2 h milled and 2 h milled + 

glycerin treated were prepared. MgB2 bulks were fabricated by an in situ process 

using the prepared B powders. According to our experimental results, the 

mechanical ball milling was effective for grain refinement, and a lattice disorder 

was easily achieved by glycer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Jc values were 

enhanced in the samples with milled B or glycerin-treated B only. In the MgB2 

bulk prepared with both milled and glycerin-treated B, the Jc was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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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to 1.27 × 10
4
 A cm

−2
 at 5 K and 8 T due to a higher grain boundary 

density and a greater C substitution. The upper critical field and irreversibility 

field were also further enhanced by a combined treatment process of the B 

powder.

To get fine grain structure of MgB2 with high critical current properties, 

mechanical milling for as-received B powder and low temperature solid-state 

reaction of 550 or 600℃ were attempted to in situ powder-in-tube processed 

MgB2/Fe wires. The comparisons for the phase formation, crystallinity, grain size 

and superconducting properties were performed for the wires using un-milled B 

powder or high temperature heat-treatment of 800℃. It was found that the MgB2 

phase formation in the wires using the milled B powder was more activated 

compared to the wires using the un-milled B powder under the same 

heat-treatment conditions, because of the improved reactivity of the B powder 

after milling. The upper critical fields and critical current densities of the MgB2 

wires using the milled B powder were also enhanced due to a smaller grain 

size and an increased volume of the superconducting phase. In addition, the low 

temperature heat-treatment of 550 and 600℃ also contributed to the enhanced 

superconducting properties by minimizing the grain growth for an increased 

grain boundary pinning when compared to a conventional high temperature 

heat-treatment of 800℃. The solid-state reaction of a low temperature process for 

the samples using the milled B powder resulted in a poorer crystallinity with a 

smaller grain size, which improved superconducting properties.

Finally, we established the system to measure the transport current 

properties of the MgB2 wires. The field dependence of the transport Jc was 

evaluated for the MgB2 wires heat-treated at different heat treatment conditions 

using ball-milled and glycerin-treated B powder.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and holding time were changed for the MgB2 samples 

prepared with the pre-treated B powder. In particular, the low temperature heat 

treatments below 650℃ were also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both 

slow grain growth and C substitu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transport critical 

current density for the milled and C doped MgB2 wire heat-treated at a low 

temperature of 600℃ was comparable to that heat-treated at a high temperature 

of 900℃ and was much higher than a pure reference wire over the entir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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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 This indicates that both increased grain boundary density and the 

defects by C substitution can act as a strong flux pinning center. 

Duksung company developed an MgB2 magnet. Duksung has also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AC loss and splice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the MgB2 wires with ferromagnetic matrices (Ni, Fe) or nonmagnetic matrix such 

as MgB2/Ni tape, MgB2/Fe wire, and MgB2/Cu wire. A conduction cooling 

device to cool the MgB2 coil down to 4 K has been fabricated and the coil was 

tested up to 100 A. 

The new powder synthesis technique (by using high-electric current through 

powder) developed in the Ceracomp company's investigation has several 

advantages over the conventional powder synthesis technique. By using the new 

powder synthesis technique (by using high-electric current through powder), it 

was possible to decrease temperature of powder synthesis, reduce particle size, 

and depress formation of undesired second phase. It was also suitable to 

produce MgB2/flux-pinning phase composite powders.

Sungkyunkwan university has fabricated superconducting wires by PIT 

process using either in situ or ex situ route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core density and the degree of C-doping for B sites on critical properties. On 

the other hand, the flux pinning mechanism in MgB2 was examined from the 

films which were synthesized by HPCVD method. In the fabrication of the MgB2 

wires, various processes were applied to improve the critical properties as 

follows: (1) applying mechanical alloying process for the mixture of MgB2 

powder and C powder in order to activate doping effect in the ex situ method 

and (2) using various C sources such as nano-carbon, carbon nanotube, C60 in the 

in situ method. In addition, to take advantages from both the in situ and ex situ 

routes, (3) applying pre-reacted C-doped MgB2 powders by in situ method, 

followed by packing in tube for the PIT process. (4) pure and SiC-doped MgB2 

films was deposited on Al2O3 substrate by HPCVD method. For the C-doped 

wires, the critical temperature was measured to be 35.1 K and critical current 

density was as high as 3.4x10
5
 A/cm

2
 (1 T) and 5.8x10

3
 A/cm

2
 (6.4 T) at 5 K 

which was 2-3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un-doped wire (2.6x10
3
 A/cm

2
, 6.4 

T). For the MgB2 films, the critical temperature and critical current den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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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were measured to be as high as 40.5 K and 1x10
7
 A/cm

2
 (5 K, 0 T), 

respectively. In addition, we observed that the c-axis of MgB2 grains were 

aligned and epitaxially grown and that the grain size decreased as the 

deposition temperature reduced. It is noted that the films with smaller grains 

showed superior Jc(B) behavior and higher flux pinning force, indicating that 

flux pinning effect was significantly dependent on grain boundary of MgB2. 

Kyeongsang university has fabricated the powder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nd attrition ball milling system and the thin film, fiber by 

co-evaporation system. The particles prepared by spray pyrolysis showed 

spherical morphology and uniform distribution with the average size of 1 μm. 

The highest Tc was observed at ~38 K in the sample with the temperature ~75

0℃, Ar/H2(4%) atmosphere. Especially, superconducting MgB2 thin films on the 

r-Al2O3 substrates have been grown by the combination of radio 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 of B and thermal evaporation of Mg, followed by in situ 

and ex situ annealing. To ensure the relatively high vapor pressure of Mg at the 

growth region and the subsequent phase stability of MgB2 at the deposition 

temperature, inverted funnel-like guide made of Mg-foil was employed while 

one side of the guide were open for sputtered boron flux. The MgB2 layers had 

200~400nm in thickness and exhibited non-stoichiometry in Mg content. The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 was around ~ 38.6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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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MgB2 도체는 Nb-Ti 는 Nb3Sn과 비교해 보았을 때 39 K의 높은 임계온

도를 갖고 있으며 고온 도체와 비교시 긴 coherence length를 보여 으로써 

력  의료 기기 산업으로의 응용이 기 되는 재료이다. MgB2는 two gap 도체

이며 산화물 고온 도와는 달리 강한 이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1,2]. MgB2 재료를 이용하여 도 선재를 만들 경우 일반 산업용 DC 기기 응용

과 력 기기용 AC 응용 등 보다 범 한 산업  력기기에 용될 수 있을 것

이다. MgB2 선재를 이용한 도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한 의료산업에 

필수 인 도 단층촬 기인 MRI에 우선 으로 용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에

지 련 기간산업인 도 가속기용 고자장 자석과 차세  에 지원인 핵융합로 

고자장 자석 등에 용이 가능하리라 상된다. 한 장기 으로는 국가 력 계통

의 안 과 효율을 증 시킬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도 기기인 한류기, 변압기, 

모터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39 K의 높은 임계온도를 보이는 MgB2 도체는 20 K 근방에서 작동하는 냉

동기를 사용하여 쉽게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MgB2 기 원료 분말의 가격도 

Nb-Ti, Nb3Sn에 비하여 싸다. 그러므로 20 ~ 25 K에서 작동하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마그네트와 같은 실질 인 응용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 으로 작은 upper critical field (Hc2)와 약한 flux pinning strength로 

인하여 낮은 임계 류 도 (critical current density, Jc)를 보이는 단 이 있다. 이러

한 단 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탄소 (Carbon, C) 형태의 도핑을 통한 임

계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를 들면, SiC [3-5], carbon 

[6,7], carbon nanotube (CNT) [8] 그리고 carbohydrate [9] 내의 탄소가 MgB2의 

Jc-H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MgB2 도체는 값싼 철

(Fe)이나 구리(Cu)  니 (Ni)을 튜 의 시스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물론 제조 공정상으로도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소스 개발의 일환으로 목탄 (charcoal), 종이 재 (paper 

ash), 말릭에시드 (malic acid), 액체 리세린　 (C3H8O3)등과 같은 탄소 재료를 사

용한 MgB2 도체의 도핑 연구를 수행하 다. C 소스로 사용한 리세린은 음식

물이나 의약품에 범용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독성이 없는 sugar alcohol 이다. 액

체형태의 C 소스로서 약 40도의 낮은 온도에서 B 분말과 wettability가 좋다. 탄소 

도핑으로 인하여 MgB2내 B 자리를 C이 치환하여 들어가 격자상수가 뒤틀리는 결

함을 만들게 되고 이는 럭스 피닝 사이트로 작용하여 임계 류 도가 향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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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C 도핑으로 인하여 결정립 성장에 방해를 하여 결정립 

크기가 상 으로 작아져 결정립계 피닝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나노 분

말 형태의 탄소 도핑은 나노 입자들 사이의 뭉침 (agglomeration) 으로 인하여 방해

를 받으며 반응 분말 사이에 탄소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액체상인 리세린을 사용할 경우 부분의 고체 형태의 C 화합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노 입자들의 agglomeration 거동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탄소 도핑 재료로서 glycerin (C3H8O3)의 액체 용액을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 으며 원천 특허를 확보하 다. 

산화물 고온 도체와는 달리 MgB2 도체의 요한 특성 의 하나는 결

정립계 (grain boundaries) 간에 weak links가 없다는 것이다 [10]. 특히, 작은 결정

립 (grain)을 갖는 MgB2 도는 높은 결정립계 도의 flux pinning center를 갖

게되어 임계 특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11]. 기계  링은 기 원료 물질을 

정련 (refine)하여 작은 결정립, 반응성 향상 그리고 도 특성을 향상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 이  링 연구는 마그네슘 (Mg)와 Mg + 보론 (B)의 링형태로서 

[12-14] Mg은 링 과정  쉽게 산화된다는 단 을 갖고 있다. 최근 B 분말의 볼 

링이 MgB2의 임계 류 도 (Jc)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보고하 다 [15]. 

본 연구에서는 MgB2 도 특성에 한 반결정성을 갖는 B 분말의 기계  볼 

링 시간에 따른 도 특성 변화를 연구하 으며 한 B 분말의 볼 링 공정  

리세린 처리의 결합된 공정에 의한 향을 알아보았다. MgB2 도 특성을 향

상시키는 요한 방법 의 하나는 높은 반응성을 갖는 C 소스 도펀트의 개발이다. 

한, 링되어 표면 이 넓어진 B 분말의 C에 의한 pre-coating은 더욱 효과 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gB2의 microstrain, 결정립 크기, Tc, Jc 에 한 기

계  링  리세린으로 함께 처리된 B 분말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일반 으로 원료분말인 Mg과 B은 Mg의 용융 (melting point)인 650℃ 이하의 

온 열처리는 650
o
C 이상의 고온 열처리와 비교하여 상 으로 작은 결정립  

(grain)을 얻을 수 있다. MgB2 도체는 결정립의 크기가 임계값 이하인 경우 결

정립계 (grain boundary)가 상 도 상태로 이될 때 발생하는 볼텍스 (vortex)의 

이동 상을 방해하는 고정  (pinning center)로 작용하여 임계 류 도를 향상 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온 열처리에서는 MgB2 상형성을 시키는데 장시간이 요구된

다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열처리를 통해서 결정립 성장을 억제시켜 결

정립 크기 감소에 의한 임계 류특성 향상을 해 500
o
C, 550

o
C, 600

o
C의 3가지 

온 열처리 온도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MgB2의 임계특성 변화를 분석하 다. 

온열처리 조건에서 상형성과 임계특성에 미치는 향을 고온열처리 조건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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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 고, 온열처리와 고온열처리 후의 미세조직 차이를 임계특성과 연  

지어 분석하 다. 한, 온열처리의 원료분말인 B 분말을 링 (milling)하여 결정

립 크기를 더욱 감소시켜 빠른 상형성과 임계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일본 

Abe 연구 그룹은 Mg+B 동시 링을 이용한 온 열처리 공정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16]. 그들은 MgB2 상형성에 한 보고를 하 으며 임계 류특성에 한 언

은 없었다. Mg와 B을 동시에 링시키는 방법의 경우 Mg의 강한 산화력으로 인하

여 MgB2 도 특성이 하될 우려가 많다. Boron 분말의 링 여부에 따른 

MgB2 온열처리 특성을 비교하여 최  조건을 확립하고, 각각의 조건에서 미세조

직과 임계특성을 연 시켜 분석하 다. 본 과제에서는 온공정을 이용한 MgB2 

도 제조로 국내 특허를 출원하 다. 

선재로서의 실제 응용을 하여 요한 포인트인 통  류 측정을 행하 다. 

먼  4.2 K에서 5개의 시편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로 를 설계, 제작하 다. 

순수 MgB2 선재와 링  리세린 처리된 B 분말을 이용하여 MgB2 선재를 제조

하고 여러 열처리 조건으로 열처리 후 4.2 K에서 통  류 측정을 실시하 다. 

한 실제 응용을 한 다심 선재로의 제조 가능성을 알아보기 하여 7심  19심 

다심 선재 제조를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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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국외 기술개발 황

MgB2 도 선재 제조공정에 한 연구는 일본에서는 NIMS (National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의 Kumakura 박사 그룹을 심으로 선재 특성 향상

을 한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 호주 University of Wollongong, 유럽 등에서도 

임계 물성 향상을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MIT를 심으로 력 응

용 기기에로의 용을 한 연구가 진행 이다. 

MgB2 도 선재는 일반 으로 분말충진법 (PIT:Powder-in-tube)  in situ 

는 ex situ 법에 의해 제조되고 있으며, 재 MgB2 도 선재를 생산하고 있는 

Hyper Tech Inc. 사에서는 PIT 공정과 기본 인 개념은 같으나 분말을 연속 으로 

속 에 공 하고 이 을 말아서 튜 형태로 만드는 CTFF (Continuous Tube 

Forming and Filling) 공정으로 MgB2 도 선재를 제조하고 있다 (그림 2-1). 하

지만 이 공정이 기존의 PIT 공정보다 생산성이 높고 선재 가공에 유리한지에 해

서는 확실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른 기 에서는 보편 이고 활용

성이 높은 PIT 공정으로 선재를 제조하고 있다. MgB2 도 선재는 기존의 고온 

도 선재와 달리 피복 속 시스재료 선택의 폭이 넓고, 선재 제작이 비교  용

이하고, 원료의 가격이 낮은 것 등 많은 이 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실용화가 가

능한 재료로 해외 여러 연구 기 에서 MgB2 도 선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Wollongong 학교의 Dou 교수는 ISS 2003  ICMC 2004 학회 등에서 

10% 나노 SiC 분말이 첨가된 경우 37 T의 Hc2 값을 얻었으며 Jc 값도 4.2 K에서 

10
5
 A/cm

2
이상을 얻었다고 발표하 는데, 이는 기존의 비가역자기장 (Hirr)값과 상

부임계자기장 (Hc2) 값의 2배 향상을 보인 결과로 나노 SiC 입자 첨가에 따라 유도

된 수 나노 의 결함들이 super current를 방해 받지 않고 흘릴 수 있는 coherence 

length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속 고정 특성의 향상을 보 다고 발표하 다. 한 최

근의 Magent Technology conference와 ISS에 보고된 일본 Kumakura 박사 그룹의 

결과를 보면 Mg 분말 신 나노 Mg 분말을 사용하여 MgB2 선재의 자장 하에서의 

특성을 실용화가 가능한 수 까지 근 시켰음을 알 수 있다. 

MgB2 선재를 이용한 력 응용 기기 개발 황을 언 하자면, 우주에서 사용하

기 한 MgB2 류 인입선 개발 로그램이 진행 에 있고 미국 MIT와 미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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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원을 심으로 개발국가, 소 도시 등에서 사용할 목 으로 MgB2 선재를 이

용하여 렴한 MRI를 제조하는 과제가 진행 이다. 20-30 K, 0.2 T 정도의 낮은 

자장 하에서 운 할 목 으로 MgB2 선재를 이용한 변압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로

그램, 20 K, 1-4 T 범 에서 사용할 MRI, 고자장 20 T 이상의 NMR 마그네트 그리

고 한류기 (FCL: Fault current limiter) 개발 로그램이 진행 에 있다. 

미국 물리학회에서 Paul Grant가 발표한 각각의 Cu를 포함한 도 재료로 

변압기를 제조하 을 때 드는 제조원가를 비교한 표 2-1을 보면 MgB2가 다른 

도 선재에 비해서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시스템의 상용화가 이루어진

다면 산업에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상된다. 재 개발 인 MgB2 

도 선재의 가격이 1 $/kAm 미만 (1.5 $/kAm at 20-30 K: USA Higher Tech, Inc.

의 측)이 될 것으로 상되며 이는 용 도 선재인 Nb-Ti 온 도체 비

해서 그 가격이 동등 수 이거나 1/3 수  이하로도 가능할 것이라는 측이 있다. 

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국내는 (주) LG, 한국기계연구원, 한국 기연구원 등에서 MgB2 선재 제조를 

한 분말제조 연구, 임계 류 도가 높은 MgB2 선재 제조를 한 기  공정 연구 

 자장 하에서의 특성 향상을 한 나노 MgB2 분말 제조의 기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포항공 에서는 세계 최 로 임계 특성이 우수한 MgB2 박막을 제조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기타 학에서도 기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투자 연구비가 미

약하기 때문에 박막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  수 의 결과를 발표한 기 은 없다. 

특히 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MgB2 선재를 이용한 력 응용기기 연구는 아

직 미미한 수 이다. 출연 연구소  학이 도 선재 제조의 고 자장용 선재 

제조의 핵심 기술인 럭스 피닝 기술을 선진국 수 으로 끌어 올리고 이 기술을 

선재에 용시키는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1단계 3년간의 MgB2 

도 선재 제조 기술 연구 과제를 통하여 선재내 MgB2 코어의 탄소 도핑  

온 공정을 이용한 고 임계 특성 결과를 제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선재 연구시 

용될 수 있으리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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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chematic view of CTFF wire fabrication process of Hyper Tech. 

Table 2-1. Fabrication unit price of Cu and superconductor 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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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원료 분말의 향과 열처리 온도에 따른 도 변화

1. MgB2 도체의 원료분말에 한 향

MgB2의 도체가 발견된 후에, 고 효율 이면서도 실용 인 선재의 생산을 

한 개발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가격화 그리고 더 높은 임계 온도

(Tc)와 도성을 향상 시키는 데 있어서 강한 결합을 가지는 물질의 개발이라 할 

것이다. PIT (powder in tube) 공법은 경제성 있는 MgB2 도체의 개발에 있어

서 장래성 있고 지 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  하나이며, PIT 공정에 쓰이

는 분말의 품질은 도성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  하나인데 입자 크기와 

결합력의 향 그리고 분말의 순도는, MgB2의 임계 류 도 (Jc)에 큰 향을 끼치

며, 소결온도와 이러한 열처리 시의 지속시간 한 Jc에 강한 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은 상형성 열처리 조건이 Jc의 향상을 한 미세구조의 발달에 큰 향을 다

는 Serquis 그룹의 연구결과가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에 필요한 분말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 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gB2/Fe 선재와 

벌크의 Tc와 Jc 에서의 열처리 온도와 Mg와 B 분말에 의한 향을 연구하 다.

가. Mg 분말의 향

본 연구에 사용된 분말은 44 ㎛, 12~17 ㎛, 4~6 ㎛ 크기의 3가지 Mg 분말과, 

95~97 %의 순도, <1 ㎛ 크기의 B 분말이 사용되었다. 각각 Mg 분말은 B 분말과 

함께 아래의 표 3-1과 같이 섞어 총 3가지의 MgB2 화합물을 비 하 다. 이 게 

비한 3가지의 MgB2 분말은 Fe 튜 에 넣어서 지름이 1.7 mm 까지 

powder-in-tube (PIT) 공법을 사용해서 그림 3-1과 같이 인발하 다. 비된 3가지 

튜 는 200℃/h 승온 속도로 600℃, 700℃, 850℃ 에서 30분간 열처리 하 다. 그림 

3-2와 그림 3-3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Mg 분말과 B 분말의 XRD 결과와, SEM 결

과를 나타내는데, Tangshan Weihao 회사의 Mg 분말은 SEM 결과에서 나타내듯이, 

둥근 입자 모양을 나타내는 반면에, Alfa Aesar 회사의 Mg 분말은 불규칙 인 입

자 모양을 나타내며, Tangshan Weihao 회사의 B 분말은 반 결정성을 나타낸다. 그

림 3-4는 앞에서 언 한 열처리 조건으로 열처리 후의 W5, W6, W7 에 해당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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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pecifications of precursor powders.

Sample name Magnesium powder Boron powder

W5 44 ㎛ (Alfa)

95-97%, < 1 ㎛ (Tangshan)W6 12-17 ㎛ (Tangshan)

W7 4-6 ㎛ (Tangshan)

Figure 3-1. Schematic drawing of powder-in-tube (PI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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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SEM images of magnesium pre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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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X-ray diffraction pattern and SEM image of boron precurso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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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XRD results for samples W5, W6 and W7 with various hea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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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튜 의 XRD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에 따르면 600℃ 열처리 후의 튜 와 

700℃ 열처리 후의 튜 에서 MgO 와 반응하지 않은 Mg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3-5와 그림 3-6 그리고 그림 3-7은 W5, W6, W7의 시편을 600℃ 30 시간, 

850℃ 30분의 열처리 조건으로 열처리 후, 시편의 단면을 SEM으로 찰한 사진이

다.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작은 크기의 Mg 분말일수록, 그리고 낮은 열처리 

온도일수록 다공성이 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그림 3-9 그리고 그림 

3-10은 각각 600℃ 에서 30 시간, 700℃ 에서 30분 그리고 850℃ 에서 30분 동안 열

처리한 W5, W6, W7의 시편의 Tc, Jc 나타낸다. Tc의 경우, 열처리 온도에 따른 향

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같은 성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열처리 온도가 낮은 온도일수록 더 높은 Jc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앞의 SEM 이미지에서 열처리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좀 더 균일한 코어의 형상

을 찰할 수 있고, 기공 한 낮은 온도에서 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균

일성의 증가는 도체 역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상은 Jc가 높

아지게 된다. 한, 본 실험에서 사용된 Mg 분말의 크기가 작은 크기 일수록 높은 

Jc 값을 나타내었다.

나. B 분말의 향

각각 서로 다른 순도와, 서로 다른 입자 크기를 가지는 5가지 형태의 B을 비 

하 고, 각각의 B 분말은 한 가지 Mg 분말 (44 μm)과 함께 섞어서 벌크를 만든 후

에 진공 유리  안에서 700℃, 800℃에서 30분간 열처리 하 다. 아래의 표 3-2는 

이 게 만들어진 5가지 MgB2를 나열하 다. 

그림 3-11은 Alfa 회사의 B1, B2, B3 분말이 사용된 MgB2시편의 경우, 낮은 온

도(700℃)에서 열처리 한 경우가 높은 Jc 값을 가진다. 반면에, Tangshan 회사의 B

이 쓰인 B4, B5의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한 경우가 더 높은 Jc 값을 가진

다. 표 3-3 과 표 3-4는 그림 3-11 에서 보인 Jc 결과를 수치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상 으로 높은 순도와 작은 입자 크기의 B 분말이 MgB2 도

체의 임계특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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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SEM images of sample W5 heat-treated at (a) 600℃ for 30 hours 

and (b) 850℃ for 30 min.

(a) (b)

 

 

(a) (b)

Figure 3-6. SEM images of sample W6 heat-treated at (a) 600℃ for 30 hours 

and (b) 850℃ for 30 min.

 

  

(b)(a) 

Figure 3-7. SEM images of sample W7 heat-treated at (a) 600℃ for 30 hours 

and (b) 85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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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a) Magnetic moment measurement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b) critical current density, Jc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at 5 K and 20 K, 

for sample W5 annealed at 600℃ for 30 hours, 700℃ for 30 min and 850℃ for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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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a) Magnetic moment measurement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b) critical current density, Jc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at 5 K and 20 K, 

for sample W6 annealed at 600℃ for 30 hours, 700℃ for 30 min and 850℃ for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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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a) Magnetic moment measurement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b) critical current density, Jc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at 5 K and 20 

K, for sample W7 annealed at 600℃ for 30 hours, 700℃ for 30 min and 850℃ 

for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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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ame Boron powder Magnesium powder

B1 90%, 44 ㎛ (Alfa)

44 ㎛ (Alfa)

B2 95%, < 5 ㎛ (Alfa)

B3 99%, 44 ㎛ (Alfa)

B4 93-94%, < 1 ㎛ (Tangshan)

B5 95-97%, < 1 ㎛ (Tangshan)

Table 3-2. Specifications of precursor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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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Critical current density, Jc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at 5 K for 

samples B1-B5 annealed at (a) 700℃ and (b) 850℃ for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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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Summary of Jc values for samples heat treated at 700℃ for 30 min.

Sample

Jc (A/cm
2
) at 5 K Jc (A/cm

2
) at 20 K

2T (104) 5T (104) 2T (104) 4T

B1 5.45 0.57 1.79 438

B2 5.10 0.97 1.54 899

B3 5.76 0.90 2.17 970

B4 6.62 0.48 1.90 348

B5 6.06 0.51 1.54 216

Table 3-4. Summary of Jc values for samples heat treated at 850℃ for 30 min.

Sample

Jc (A/cm
2
) at 5 K Jc (A/cm

2
) at 20 K

2T (10
4
) 5T (10

4
) 2T (10

4
) 4T

B1 4.35 0.38 1.44 393

B2 4.38 0.40 1.41 376

B3 5.04 0.42 1.79 440

B4 9.55 1.43 2.82 1060

B5 8.16 1.27 2.08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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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처리 온도에 따른 pure MgB2 벌크의 도  임계특성

MgB2 벌크와 선재를 제조하는 방법은 이미 합성된 MgB2 분말을 사용하는 ex 

situ 공정과 마그네슘과 보론 분말의 혼합하여 반응시키는 in situ 공정 2가지가있

다. ex situ 공정으로 제조한 MgB2는 코어 부분의 도 도를 높이고 고온에서 

MgB2의 화학  안정성을 부여하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정립사이의 연결

성이 낮아 그에 상응하는 임계 류 도는 in situ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보다 훨씬 

낮다. 결정립 사이의 연결성, 격자 변형  작은 결정립의 크기 등은 in situ 공정으

로 제조한 MgB2의 높은 임계 류 도에 향을 주지만 열처리 후 도는 이론 도

인 2.6 g/cm
3
의 반 수 이다. 이와 같은 도의 감소는 MgB2 형성  마그네슘

과 보론의 반응으로 인한 기공의 형성 때문으로 높은 Jc 값을 얻기 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에서는 in situ 공정으로 MgB2 펠렛을 제조하여 열처리 온도에 

한 임계특성과 도와의 계를 기술하 다. 

실험에 사용된 마그네슘은 순도 99 %, 입자 크기 4~6 ㎛이고 보론의 경우 순도

는 95~97 %이며 크기는 1 ㎛ 이하로 모두 국 Tangshan Weihao 사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 다. 마그네슘과 보론을 화학 정량 으로 1:2의 몰 비율로 막자사발에 

넣고 혼합하여 고루 잘 섞이게 하 다. 그 후 혼합물을 0.3 g 씩 울로 재어 직경 

1 mm의 몰드에 넣고 일축 가압하여 MgB2 펠렛을 제조하 다. 제조된 펠렛은 열처

리  무게와 지름, 두께를 재고 난 후 열처리 시 일어나는 산화를 최소화하기 

해 티타늄 튜 에 넣었다. MgB2 펠렛이 들어있는 티타늄 튜 를 로에 장입하여 60

0℃, 700℃, 800℃, 900℃, 1000℃ 범 의 각 온도에서 0.5 h 동안 고순도 Ar 분 기

에서 열처리 하 다. 열처리 후 티타늄 튜 를 제거하고 무게와 지름, 두께를 측정

하여 열처리 과 후의 도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 다. X-ray 회  (XRD) 실험

을 통하여 열처리 후의 샘 에 형성되는 상 분석을 하 으며, 기공의 분포와 크기 

등을 찰하기 해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사용하 다. 한 

도의 임계 특성을 분석하고자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MPMS)을 

사용하여 임계온도를 측정하고 5 K과 20 K에서의 자화곡선을 얻어 Bean 모델로 임

계 류 도를 계산하 다. 

그림 3-12는 600~1000℃에서 0.5 h 열처리한 샘 의 XRD 패턴을 나타낸 것으

로 다른 샘 과는 달리 마그네슘의 녹는  보다 낮은 600℃ 샘 에서는 MgB2 상 

뿐만 아니라 주된 상으로 Mg 한 찰되었다. 이와 같이 MgB2 부피 분율이 작게 



- 35 -

나타나게 된 이유는 MgB2 상 형성을 해 충분하지 못한 열에 지의 공 으로 고

상의 Mg와 B가 확산으로 반응해야하고 더불어 주어진 열처리 시간이 0.5시간으로 

상 형성 반응 시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반면 600℃의 샘 과는 조

으로 700℃에서의 Mg 상는 빠르게 사라지고 MgB2 상 분율이 차 높아졌다. 700℃

는 마그네슘의 녹는  이상의 온도로 액상의 마그네슘이 물질 이동 속도가 고상의 

마그네슘 보다 빠르게 되어 반응이 속히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800℃와 90

0℃에서의 X-ray 회  결과에서는 MgO 상을 제외하고 거의 단일 MgB2 상을 나타

내었지만 1000℃가 넘는 온도로 열처리하면 소량의 MgB4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이러한 in situ 공정으로 제조한 MgB2 샘 의 온도에 한 상형성 의존성은 다

른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은 열처리  후 측정한 무게와 지름, 두께를 토 로 그 변화량을 %

로 바꾸어 MgB2 펠렛의 열처리 온도에 한 함수로서 부피와 무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열처리 후 모든 펠렛의 부피는 6.6~10.1 % 범 로 증가하 으며 그 정도는 

열처리 온도에 의존하 다. 600~800℃의 열처리 온도에서 부피는 선형 으로 증가

하 지만 그 이후의 온도에서 열처리 한 샘 은 더 이상의 부피 팽창의 변화 없이 

포화되는 것과 같은 역을 보 다. 이러한 부피의 증가는 펠렛 치수 즉, 지름과 두

께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MgB2 반응 동안 형성된 MgB2 결정립의 outgrowth에 

한 직 인 결과이다. 이와 같은 펠렛 팽창은 Bi-plates의 outgrowth에 의한 

PbBiSrCaCuO 산화물에서도 찰되며 도의 감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 열처리 후 MgB2 펠렛의 부피 증가뿐만 아니라 상당한 무게 손실도 찰되었다. 

600℃에서 무게 손실은 0.37 %로 매우 작았으나 1000℃로 열처리 온도를 높임에 따

라 그 수치는 8.8 %로 격히 증가하 다. 열처리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무게 손실

의 변화량은 Mg loss 라고 불리는 Mg의 승화와 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마그

네슘의 녹는  보다 높은 고온에서 일어나는 열처리의 경우 마그네슘의 용융으로 

인하여 반응 시간 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승화로 무게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그림 3-13에서 보듯이 1000℃에서 무게 손실에 한 정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3에서 나타낸 부피와 무게 변화로부터 MgB2 펠렛의 도 변화를 계산

하고 이를 열처리 온도와의 함수로서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600℃에서 열처리한 

샘 의 도는 이론 도 2.6 g/cm
3
 의 약 58 %인 1.48 g/cm

3
 이었으며, 열처리 

후 700℃, 800℃, 900℃, 1000℃ 샘 의 도는 각각 1.45 g/cm
3
, 1.42 g/cm

3
, 1.39 

g/cm
3
, 1.30 g/cm

3
 으로 1000℃ 샘 의 도는 이론 도의 반 수 으로 감소하

여 600℃에서 열처리 한 샘 보다 더 낮았다.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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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Volume and mass change after a heat treatment as a fun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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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Density variation as a function of heat treatment temperature.



- 39 -

가 감소하는 경향은 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발하게 일어나

는 Mg loss에 의한 무게 손실과 MgB2 결정립의 outgrowth에 기인하는 펠렛 팽창

에 한 결과로부터 유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0℃~1000℃에서 0.5h 열처리한 MgB2 샘 의 미세조직사진을 그림 3-15 (a)-(e)

에 나타내었는데, 열처리 온도와 상 없이 모든 샘 에서 기공이 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기공에 한 정략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b)-(d)의 샘 과 비교하여 

(a) 샘 의 기공 도는 낮고 그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그림 

3-12의 X-ray 회 을 통한 상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샘  (a)에서 나타나는 작고 

은 수의 기공은 확산에 의한 B 격자 내 Mg의 침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반응하지 않고 남은 Mg의 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모든 샘 에서 많은 

구형의 기공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그네슘의 크기와 모양과 매우 비슷

하 다. 이로부터 마그네슘과 보론의 확산속도 차이로 인해 기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Kirkendall 기공이라고 한다. 마그네슘의 녹는 은 보론의 

녹는  보다 매우 낮으므로 마그네슘의 확산 속도는 상 으로 보론에 비해 빠르

다. 그리하여 열처리 시 마그네슘이 보론 격자 내로 빠르게 확산하여 들어간 후 마

그네슘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기공이 형성된다. 마그네슘의 녹는  이상의 온

도에서 용융된 마그네슘은 모세  상에 의해 주변의 좁은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

해 들어가 마그네슘이 있던 자리가 기공으로 남는다. 이로부터 기공과 마그네슘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 한 MgB2 펠렛의 임계온도 곡선과 5 K과 20 K에서의 

Jc-B 곡선을 각각 그림 3-16과 그림3-17에 나타내었다. 600℃, 700℃, 800℃, 900℃, 

1000℃에서 Tc는 각각 33 K, 34.5 K, 37 K, 37.5 K, 38 K로 열처리 온도에 의존하

다. 비록 600℃ 샘 에서 열처리 과 후에 한 도의 가장 작아 펠렛 팽창  

무게 손실이 었지만 Tc 는 가장 낮았다. 이는 X-ray 회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진 반응 시간이 짧아 MgB2 도상 형성 반응이 완 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상 으로 은 MgB2 도 상의 부피 분율과 낮은 결정화도를 나타내

어 낮은 Tc 값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700℃에서 900℃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ΔT 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결정화도가 차 높아지는 사실을 알 수 있

으며, 이를 반 하여 Tc 값 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1000℃ 샘 의 경우 

그림 3-14 로부터 열처리 과 비교하여 열처리 후의 도의 감소폭이 가장 높았다

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열처리 한 샘 들 보다 높은 Tc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높은 Tc 는 고상의 Mg보다 빠른 용융된 Mg의 확산속도로 인하여 단일 상에 가

까운 MgB2 상이 형성되고 이와 더불어 결정화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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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한편,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MgB2 펠렛의 도는 감소하 지만 (그림 

3-14) 이와는 달리 임계 류 도 값은 도에 의존하지 않고 700℃, 800℃, 900℃ 샘

에서 높은 Jc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높은 Jc 값은 MgB2 펠렛의 도 보다는 XRD

와 Tc 결과에서 나타나는 도 상의 부피 분율과 결정립 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특히 600℃ 샘 의 낮은 Jc 값은 주어진 짧은 반응 시간와 온도로 인한 낮

은 도 부피 분율 때문이며 1000℃ 샘 의 경우는 도 상이 아닌 MgO 상 

형성과 더불어 나타나는 MgB4 등의 제이상의 형성에 의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600℃ 의 온에서 MgB2 형성을 한 반응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MgB2 도 상의 부피 분율이 크게 증가하여 Jc 는 향상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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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SEM micrographs of the polished surfaces of MgB2 samples 

heat-treated at (a) 600℃, (b) 700℃, (c) 800℃ and (d) 1000℃ for 0.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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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Normalized magnetic moment curves for the MgB2 samples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 43 -

0 1 2 3 4 5 6 7
102

103

104

105

106

 

 
C

rit
ic

al
 c

ur
re

nt
 d

en
si

ty
 (A

/c
m

2 )

Applied magnetic field (T)

  5 K      20 K       
    600℃

    700℃

    800℃

    900℃

    1000℃

20 K

5 K

Figure 3-17. Jc-B curves at 5 K and 20 K of samples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 44 -

제 2  탄소 재료 도핑에 따른 MgB2 도 특성 

1. Malic acid-doped MgB2/Fe 선재의 도 특성에 한 열처리 온도의 향

MgB2 도체는 Nb-Ti 는 Nb3Sn 과 비교해 보았을 때 39 K의 높은 임계온

도를 갖고 있으며 고온 도체와 비교 시 긴 coherence length를 보여 으로써 

력  의료 기기 산업으로의 응용이 기 되는 재료이다. MgB2는 two gap 도체

이며 weak link 거동을 보이지 않는다. 한 고온 도와는 달리 강한 이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39 K의 높은 Tc를 보이는 MgB2 도체는 20 K 근방에서 작동하는 편리한 

냉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MgB2 기 분말 가격도 Nb3Sn 에 비하여 

렴하다. 그러므로 20-25 K에서 작동하는 MRI 마그네트와 같은 실질 인 

응용분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 으로 작은 upper critical field (Hc2)와 

약한 flux pinning 으로 인하여 낮은 임계 류 도 (critical current density, Jc)를 

보이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탄소 (Carbon, C) 

형태의 도핑을 통한 임계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를 들면, 

SiC, carbon, carbon nanotube (CNT) 그리고 carbohydrate 내의 탄소가 MgB2의 

Jc-H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탄소 도핑은 

나노 입자들 사이의 agglomeration 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으며 반응 분말 사이에 

탄소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탄소 도핑 

재료로서 DL-malic acid (C4H6O5)을 선택하여 화학용매에 녹여 분산시키는 공정을 

시도하 다. 용액상태에서는 고체상태보다 분산이 쉽게 이루어져 원활한 도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기 연구에서는 MgB2 벌크를 900℃의 열처리 온도에서 

malic acid 양을 변화시켜가며 임계특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10 wt% 

malic acid를 첨가한 MgB2/Fe 선재를 PIT 법으로 제작하여 650℃ ~ 1000℃의 

열처리 온도를 변화에 따라 상 분석, 임계온도 (critical temperature, Tc), 

임계 류 도 (critical current density, Jc), upper critical field (Hc2) and 

irreversibility field (Hirr)등의 임계특성을 알아보았다. 

마그네슘 (Mg, 99 %) 분말, 고순도 비정질 보론 (amorphous B, 99 %) 분말 

그리고 탄소 공 원으로 DL-malic acid (C4H6O5, 99 %) 분말이 기원료로 

사용되었다. 총 MgB2 분말양의 10 wt% malic acid를 톨루엔 (C7H8, 99.5 %) 안에 

보론 분말과 음 를 사용하여 혼합하 다. 진공 오 에서 건조시켜 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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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보론 분말을 얻었다. Malic acid는 용매 톨루엔과 비슷한 150℃의 낮은 

증발온도로 인하여 B2O3의 생성 확률이 낮다. Mg:B=1:2의 몰비에 맞춰 Mg 분말을 

혼합한다. MgB2 분말을 14 cm 길이, 10 mm 외경, 7 mm 내경의 Fe 튜 에 넣고 

알루미늄 호일로 끝단을 막는다. PIT 공정을 이용하여 순철 튜 를 외경 1.42  

mm가 될 때 까지 드로잉 (drawing) 하여 선재를 만들었다. 제작된 선재는 약 3 

cm로 자른 뒤 Ar 분 기, 650 ℃ ~ 1000 ℃의 온도 범 에서 30분간 열처리 

되었다. 이때 선재의 산화를 최소화시키기 하여 Zr 포일로 선재를 감싸 행하 다. 

승온 속도는 5 ℃/min 이었으며 로냉을 행하 다. 기  시편으로서 도핑이 되지 

않은 순수 MgB2 선재는 650 ℃, 30분간 열처리를 하 다. 순수 MgB2 선재의 경우 

650℃의 온에서 열처리 한 것의 임계성질이 입계 피닝 (grain boundary pinning) 

효과로 인하여 높은 열처리 온도의 임계성질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상, 결정 분석은 x-ray diffraction (XRD) 로 행하 다. a- and c- 격자상수는 

Rietveld refinement 법으로 구하 으며 이로부터 c/a 와 실제 탄소 함량 (actual 

carbon content)를 계산하 다. 선재의 자기  특성은 최  자기장 9 T 의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PPMS, Quantum Design)을 사용하여 실린더 바 

형태의 시편에 하여 행하여졌다. Fe sheath 속의 강한 자성으로 인한 부정확한 

측정을 피하기 하여 기계 으로 속을 제거한 뒤 실린더 바 형태의 MgB2 

코어만을 갖고 자기 임계 류 도 (Jc)와 여러 자장에 한 항-온도 측정을 

행하 다. 자기 임계 류 도 측정은 5 K과 20 K 의 온도에서 선재의 길이 방향에 

평행하게 자기장을 가하면서 측정하 다. 자기 임계 류 도는 Bean critical model: 

Jc = 3△M/2r (r은 도 코어의 반지름)을 사용하는 자화 루 의 높이 (△M) 

으로부터 계산되었다. 자기장을 8.5 T 까지 변화시키며 자기모멘트를 측정하 으며 

이로부터 임계 류 도로 환산하 다. 10 K 이하의 측정 온도에서는 낮은 

자기장하에서 flux jumping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하다. 임계온도는 외부자기장 

0.1 Oe, 117 Hz의 주 수에서 ac susceptibility의 실수부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되었다. Tc,onset 은 반자성이 측정되는 온도로 결정되었다. 여러 자기장하에서 

측정된 R-T 곡선으로 부터 Hc2 와 Hirr 값이 결정되었는데 각각 normal-state 

resistance의 90 %, 10 %가 되는 지 을 이용하 다.  

그림 3-18은 여러 온도에서 열처리된 malic acid가 첨가된 선재 샘 의 XRD 패

턴을 보여주고 있다. 650℃ ~ 900℃에서 열처리된 시편의 경우 소량의 MgO 상을 

포함하는 형 인 MgB2 다결정 상이 잘 발달하 다. 1000℃에서 열처리된 경우 

Fe2B와 MgB4와 같은 이차상이 찰되었다. Fe2B는 MgB2와 Fe sheath 사이의 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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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응으로 인하여 생성되며 MgB4는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 MgB2 상의 분해로 

인하여 생성된다. 결국 이들 이차상은 실질 인 MgB2 도 부피를 이게 되고 

임계 류 도의 감소를 야기 시키게 된다. MgO(220)/MgB2(102) 피크 분율은 열처

리 온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도핑하지 않은 샘 의 경우와 

비슷하 다. 이것은 선재 분말의 혼합 시 malic acid의 낮은 분해 온도 (150℃) 로 

인하여 malic acid에 포함된 산소는 MgO 생성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MgB2 (100)과 (110) 피크가 높은 2θ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B 자리로 C의 치환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크의 이동으로부터 a-축 격자상수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c/a 

비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림 3-19) 탄소 

도핑된 MgB2 도체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부터 탄소의 치환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축, c-축 격자상수의 변화에 근거하여 실질 인 C 

치환양을 계산하여 보았다. Avdeev et al에 따르면 C 치환량 Mg(B1-xCx)2 내 x 는 

다음과 같은 계식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즉, x = 7.5×△(c/a), 여기서 △(c/a)는 

도핑되지 않은 샘 과 도핑된 샘 의 c/a 차이를 의미한다. 그림 3-19에서와 같이 

실제로 650℃ 부터 1000℃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x는 0.0131에서 0.0247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650℃의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도 

B 자리에 C의 치환이 비교  잘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C 공 원으로서 

carbohydrate가 사용될 때 낮은 온도에서 C 도핑효과와 입계 피닝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110) 피크의 반가폭은 격자왜곡 (lattice distortion) 상에 기인하는 in-plane 

결정성과 련 있다. 열처리 온도가 650도에서 1000도로 증가함에 따라 (110) 

반가폭 값은 0.89 
o 

에서 0.49 
o
 로 감소하 다. 이는 그 인 크기가 증가함에 따른 

결정성의 향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성의 향상은 한 그 인들 간의 

연결력 (connectivity) 향상을 동반하게 되며 이는 MgB2의 도 증가와 기 항의 

감소로 연결된다. 반면 650℃에서 30분간 열처리된 순수 MgB2 선재의 경우 (110) 

피크의 반가폭은 0.47 
o 

이었다. 도핑된 선재의 반가폭이 더 큰데 이는 C 치환으로 

인한 그 인 크기의 감소로 해석된다. 한 이는 많은 그 인 입계를 생성시켜 

피닝 효과를 증 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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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H6O5 doped MgB2 wires prepared at various heat-treatm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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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에서 열처리된 순수 MgB2 의 경우 시작 임계 온도 (Tc,onset)는 37.2 K을 

나타내었다. 반면 상 으로 탄소가 도핑 된 시편들은 모두 임계 온도가 낮았다. 

열처리 온도가 650℃에서 900℃로 증가함에 따라 Tc,onset 는 35.7 K에서 36.7 K로 

증가하 다.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른 반가폭 감소와 임계온도 증가는 결정성의 

향상에 기인한다. 한편 1000℃에서 열처리된 선재의 임계온도는 이차상의 존재로 

인하여 약간 감소하 다.  

그림 3-20은 순수 선재  malic acid 첨가된 선재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자기 

임계 류 도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5 K와 20 K에서 측정된 순수 MgB2 선재 

(650℃ 30분 열처리)의 Jc 값은 낮은 자장범 에서 C 도핑된 선재와 비교하 을 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자장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 선재와 도핑선재 사이의 교차  

(crossover)이 발생하고 높은 자장 지역에서는 도핑 선재의 Jc 값이 향상된 flux 

pinning strength으로 인하여 상 으로 높게 된다. 한편 도핑선재의 Jc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분분의 자장 역 하에서 800 ℃ 

과 900℃의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의 Jc는 많은 C 치환의 향으로 낮은 열처리 

온도의 Jc에 비하여 높은 값을 나타낸다. 순수 샘 의 경우 주된 자 산란 결함 

(electron scattering defect)은 입계 (grain boundary)이다. 반면 C 도핑된 샘 은 

주요 산란 결함으로서 B에 한 C 치환에 의한 격자 왜곡이다. 800℃와 900℃에서 

측정된 Jc 값은 5 K, 8 T에서 략 10
4
 A/cm

2
 을 나타내었다. 1000℃에서 열처리된 

시편의 Jc는 이차상의 존재와 많은 기공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된다. 

도핑된 선재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Hc2와 Hirr 의 변화를 그림 3-21에 나타내었

다. 비교를 하여 순수 MgB2의 데이터도 삽입하 다. Hc2-T 와 Hirr-T 의 기울기 

즉, dHc2/dT 와 dHirr/dT 를 찰해 볼 때 C이 들어간 선재의 기울기가 순수 선재와 

비교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Malic acid 가 첨가된 경우, 열처리 온도에 따른 

기울기의 변화는 거의 없이 일정함을 볼 수 있다. Hc2의 증가는 intraband 와 

interband scattering과 같은 intrinsic properties가 B 자리에 C 치환에 의하여 변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 치환과 같은 자 산란 결함들은 malic acid 의 첨가에 

의해 이미 생성되었고 coherence 길이는 비록 MgB2 의 결정성이 높은 열처리 온도

에서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큰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Hc2-T and Hirr-T curves에서 

순수와 C 도핑된 선재사이의 교차 이 찰된다. 비록 malic acid 첨가가 임계온도

의 감소를 야기 시키지만 도핑된 선재는 낮은 온도 역에서 더 높은 Hc2를 나타낸

다. Hirr에서의 향상도 도핑의 결과로서 증가된 flux pinning 으로 설명될 수 있다. 

900℃ 열처리된 샘 의 경우, 20 K에서 Hirr 가 11 T 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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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Magnetic field dependency of Jc at 5 K and 20 K in un-doped MgB2 

and MgB2+10 wt% C4H6O5 wires with different heat-treatm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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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Nb-Ti 선재의 4.2 K에서의 Hirr 값과 상응할 만한 값이다. 이 결과는 NbTi 선

재로 만들어진 MRI 자석은 5 K의 극 온에서 동작하는 반면 MgB2 선재를 사용할 

경우 20 K 근방에서 작동되는 편리하고 효율 높은 냉동기로 체될 수 있다. 650℃

에서 열처리된 샘 은 20 K에서 10 T 이상의 높은 Hirr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65

0℃의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도 자기 성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임을 의미한다. 

앞서 언 한 온 열처리에서도 어느 정도의 C 치환 함유량과 상 으로 많은 입

계의 존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2. Charcoal (목탄) 첨가에 따른 MgB2 벌크 물성

39 K에서 MgB2의 도성이 발견된 후에 비록 도성이라는 것이 이론 으

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물질에 해서 많은 심을 가지

고 있다. 속 간 도체인 MgB2는 온 도체와 고온 도체의 간 역

인 39K의 임계온도를 가진다는 것으로 많은 심과 이목을 받고 있다. MgB2의 특

징으로는 높은 임계온도 (Tc) 와 높은 임계 류 도 (Jc), 그리고 coherence length가 

크다는 것, 그리고 류가 흐르는데 있어서 grain boundary가 악 향을 끼치지 않

는 다는 것이다.

도체의 응용에서, 요한 은 고 류, 고 자장에서 높은 임계 류 도(Jc)

가 반드시 존재,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순수한 MgB2인 경우, 고 자장에서 Jc

가 속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 으로 

도핑에 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도핑에는 기본 으로 2가지 상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치환형 효과와 다른 하나는 첨가형 효과를 들 수 있겠다. 치환형 

효과에서 이 치환 물질은 B이나 Mg에 치환이 될 것이고, 이 치환되는 물질은 공

되는 캐리어의 불순물 산란이나 자 인 에 지 의 변화를 래할 것이고, 격

자 뒤틀림이나 결정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불순물은 HC2나 Hirr을 향상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목 은 고 류, 고 자장에서 높은 Jc를 얻기 한 것

이다. 본 에서는 charcoal (목탄, 숯)이라는 탄소계 물질을 이용하여 고 자장에서

의 임계 류 도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

Mg 분말 [Tangshan weihao - 입자 크기 : 4~6 μm, 순도 : 99.62%]과 순도의  결

정질 B 분말 [Tangshan weihao - 입자 크기 : <1 μm (~0.62 μm), 순도 : 95~97 %]을 

비하 고, 한 charcoal 분말의 분쇄시간에 따른 SEM 이미지를 그림 3-22에 나타

내었고 링 시간에 따라서 4 종류의 시편으로 구분하 다 (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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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22. SEM image of charcoal powder with milling time 

(a) 0h (b) 1h (c) 3h (c) 6h.

  

Table 3-5. Specifications of charcoal powder with milling time.

번호 사용된 Charcoal의 분류 조성

1 분쇄 공정을 하지 않은 Charcoal 분말

Mg(B1-xCx)2

2 1시간 분쇄 공정 후의 Charcoal 분말

3 3시간 분쇄 공정 후의 Charcoal 분말

4 6시간 분쇄 공정 후의 Charcoal 분말

5 Charcoal 분말이 첨가되지 않음 Mg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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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oal 분말과 Mg 과 B 분말을 섞어 제조한 샘 들을 표 3-5에 나타내었다. 1~4

번까지의 시편은 charcoal이 포함된 시편으로 Mg(B1-XCx)2인 조성을 이루며 5번에 

charcoal에 한 도핑 양은 5 at%로 하 다. 5번에 한 샘 은 도핑된 샘 과 비교

하기 한 charcoal이 들어가지 않은 시편으로써 순수한 MgB2의 조성을 이룬다. 열

처리 조건은 각각 5 ℃/min의 승온 속도로 650℃, 800℃, 1000℃까지 가열한 후 30

분간 유지하 다. 열처리 후, XRD 측정과 MPMS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를 사용하여 Tc와 Jc를 측정 하 다.

650℃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XRD (그림 3-23), Jc (그림 3-24), Tc (그림 3-25)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XRD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Mg과 MgO 에 한 피크가 찰

되었고, 이러한 Mg과 MgO 피크를 제외한 나머지 피크는 MgB2에 한 피크로써, 

650℃의 조건에서는 Mg이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찰되었다.

그림 3-24 에서 5 K과 20 K에서의 Jc 에 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인가된 자

장이 높은 자장으로 갈수록, Mg(B1-xCx)2 벌크에 첨가된 charcoal 분말의 크기가 작

을수록 높은 Jc 값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핑이 되지 않은 순수한 MgB2와 비

교해 보았을 때, milling 공정을 하지 않은 charcoal과 1시간 milling한 charcoal이 

쓰인 Mg(B1-xCx)2 벌크의 Jc 결과는 높은 자장에서도 도핑 되지 않은 순수한 MgB2 

에 비해 낮은 Jc 값을 가졌다. 그림 3-25 는 Tc에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Jc의 

결과와는 반 로 도핑 되는 charcoal의 크기가 작을수록 Tc 값이 작아짐을 보 다. 

하지만 도핑된 모든 시편에 한 Tc 값이 도핑되지 않은 순수한 MgB2에 비해서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0℃에서 열처리 한 시편의 XRD (그림 3-26)와 Jc, Tc (그림 3-27, 그림 3-28)를 

나타내었다. 800℃의 XRD 결과에서도 650℃의 XRD 결과에서 볼 수 있었던, Mg에 

한 피크와 MgO 에 한 피크를 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650℃의 XRD 결과처

럼 반응되지 않은 Mg이 많지는 않았으나, 여 히 반응하지 못한 Mg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림 3-27은 5 K과 20 K에서의 도핑의 재료로 쓰인 charcoal을 분쇄공정의 

시간에 따른 Jc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도핑되지 않은 물질

에서 가장 큰 Jc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상은 5 K과 20 K에서 같이 나타났다. 하

지만 인가되는 자장이 5 T 이상으로 가면서 도핑 되지 않은물질의 Jc가 표 3-5의 3

번 시편과 4번 시편의 Jc 값이 거의 비슷해짐으로써 도핑의 효과인 높은 자장에서의 

임계 류 도를 유지하는 성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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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3. XRD results of charcoal added samples with various milling times 

(heat-treated at 65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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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4. Critical current density, Jc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at 5 K 

and 20 K (heat-treated at 65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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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5. Magnetic moment measurement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heat-treated at 65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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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6. XRD results of charcoal added samples with various milling times 

(heat-treated at 80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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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7. Critical current density, Jc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at 5 K 

and 20 K (heat-treated at 80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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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8. Magnetic moment measurement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heat-treated at 80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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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은 도핑의 재료로 쓰인 charcoal을 분쇄공정의 시간에 따른 임계온도

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의 임계 류 도를 보인 결과가 650℃ 열처리 후의 결과와 

성향이 다르게 나온데 반해서, 온도에 한 결과는 성향이 650℃ 열처리 후의 결과

와 같은 성향을 보 다.

1000℃ 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XRD와 Jc, Tc에 한 결과는 그림 3-29, 그림 

3-30, 그림 3-31에 각각 나타내었다. 아래 XRD data에서 볼 수 있듯이, 650℃나 80

0℃의 XRD 그래 에서 볼 수 있었던 Mg에 한 피크값은 볼 수 없었고 MgO 에 

한 피크값은 여 히 찰할 수 있었다. 한 1000℃의 XRD data에서만 찰할 

수 있었던 것은 MgB4에 한 피크 값이었다. 그림 3-30은 5 K과 20 K에서의 Jc에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K과 20 K 모두 도핑 되는 물질인 charcoal의 크기가 

어듦에 따라 Jc가 높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5 K인 경우에 2 T 이상에서 

3번 시편과 4번 y시편의 Jc의 차이 은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머지 1번 

시편과 2번 시편과의 Jc 값의 구분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1은 Tc에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Jc에 한 결과의 경향과는 반 로 charcoal의 크기가 커짐

에 따라 Tc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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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9. XRD results of charcoal added samples with various milling times 

(heat-treated at 100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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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0. Critical current density, Jc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at 5 K 

and 20 K (heat-treated at 100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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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1. Magnetic moment measurement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heat-treated at 100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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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이재 첨가에 따른 MgB2 벌크의 특성 평가

지 까지 도핑방법 , 화학  방법은 MgB2의 Jc와 Hc2의 향상을 한 가장 효

과 인 방법이다. 치환형 도핑을 한 재료는 Mg 는 B에 쉽게 치환될 수 있어야 

하며, 불순물의 산란을 증가시켜 Hirr과 Hc2를 향상 시켜야 한다. 이러한 도핑 재료 

, C은 지 까지 가장 우수한 도핑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연구 그룹에서 연

구되고 있다. 첨가형 도핑을 한 재료 , nano 크기의 불순물, 희토류 산화물은 

결정립의 성장률을 최소화 하여 결정립계에서의 피닝 효과를 향상시켜 도 임계 

류 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C가 치환형으로 도핑

됨으로써 고자장에서의 Jc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나노크기의 C가 첨가형으로 

도핑됨으로써 자장에서의 Jc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 ·  자장에서

의 자장에 따른 Jc 특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치환형 도핑과 첨가형 도핑의 방법을 

사용하여 MgB2의 피닝과 산란을 증가시켜 Jc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많은 연

구에서, 도핑은 Tc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Ca이 Mg에 치환된 경우에는 

상태 도함수 (density of state)를 증가시켜 격자 팽창으로 인해 Tc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Mg에 한 Ca 치환형 도핑의 형성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으며, 성

공 으로 도핑되었다 하더라도, C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른 불순물의 형성으로 인

해서, Tc의 향상보다 Jc 특성이 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종이는 섬유

(C6H10O5), 물, filler (CaCO3)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 와 Ca을 포함하고 있으

며, 불로 태워서 애시(ash)로 만들었을 경우, 복잡하고 렴한 공정으로 미세한 입자

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가격면에서 상당히 렴한 종이재 (ash, C와 

CaCO3)를 도핑함으로써 pinning, Jc, Hirr 그리고 Tc를 향상시키고자 하 으며, 애시

의 도핑에 따른 도 특성에 한 변화를 찰 하 다.

원료 분말은 국 TangShan Weihao 회사의 Mg (99.7 %, 4‐6 μm)과 B (95‐

97 %, <1 μm)을 사용하 으며, 종이 재 (paper ash)는 Fuji Xerox회사의 흰색 A4 

종이를 기 에서 태워 애시(ash)로 만들었다. 원료 분말은 Mg과 B을 1 : 2의 조

성비로 칭량 후, 0 - 10 wt%의 애시를 첨가하여 한 시간 동안 혼합하 다. 약 1 g 

의 혼합된 분말을 사용하여 일축 가압으로 펠렛을 제작하 으며, Ti 튜  안에 넣어 

아르곤 분 기에서 300°C/h 의 승온 속도로 850°C, 30분 간 열처리 하 다. 비된 

시편은 CuKα irradiation XRD를 사용하여 상 분석 하 으며, JADE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결정구조를 분석하 다. 그리고 strain과 grain size는 Williamson‐Hall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 으며, 미세구조는 FESEM을 사용하여 찰하 다.

Tc, Hirr, Hc2 값은 PPMS (Physical Properties Measurement System)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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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9 T의 자장 범 에서 10 mA, 17.77 Hz의 ac 류를 흘려주며 5 - 300 K 온도

의 변화에 따른 magneto‐resistivity 값으로 부터 측정하 다. Magnetic Jc는 

MPMS (magnetic properties measurement system)를 사용하여 인가되는 자장에 따

른 moment를 측정하여 Bean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그림 3-32는 종이 재의 XRD 패턴과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종이 재의 

X-ray 회  패턴에서는 주로 CaCO3 와 C를 나타내고 있다. 열처리 공정을 통해서 

CaCO3 = CaO + CO2 의 소량의 반응물을 생성시켰지만 반응하지 않은 CaCO3을 

다량 확인 할 수 있었다. FE-SEM　이미지에서는 ash 입자가 길쭉한 모양의 <1 μm

의 크기를 가지며, 몇몇 다른 형태의 애시 입자를 볼 수 있었다.

순수한 CaCO3은 흰색이며 회색의 태운 종이 재는 XRD 결과에서 감지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양의 탄소가 종이에서 섬유 (C6H10O5)를 태운 것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gO는 도핑되지 않은 MgB2에서 나타나는 주요 불순물

으로, 도핑된 시편에서도 열처리동안 형성된 CaB6와 함께 MgO 한 주요 불순물로 

존재하 다. XRD 측정 결과에서, 첨가된 ash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  강도비로서 

추정된 MgO와 CaB6의 양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33). 한, 열처리 공정 

동안 CaCO3는 분해되어 B과 반응하여 CaB6으로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몇

몇 CaCO3와 CaO의 흔 은 찰되지 않았다. (110)면과 (002) 면의 lattice 

parameter (격자 상수), FWHM (반가폭) 값은 XRD 측정 결과로부터 계산하여 표 

3-6 에 나타내었다.

c-axis lattice parameter는 종이 재의 첨가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한 경향성

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Ca의 Mg site로 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사료되며, a-axis lattice parameter는 재의 첨가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

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B site에 C 치환이 원활히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한, 그림 3-34 (inset)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종이 재의 첨가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transport Tc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한, 종이 재의 첨가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립의 크기와 strain에 향을 받는 peak broadening이 (002) peak보다 

(110) peak에서 확연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a-b plane에서 disorder가 더욱 크게 

작용되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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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2. XRD pattern and the microstructure of the ash obtained from 

the burn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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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3.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all the samples heat-treated at 850°C 

for 30 min. All un-labeled peaks belong to the MgB2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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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mpl
es

ρ40K 
(μΩ 
cm)

ρ300K 
(μΩ 
cm)

RRR
Tc 
(K)

Lattice 
parameters

FWHM
(110)

FWHM
(002)

)110(
6

)101(
2

)220(

CaBMgB

MgO

II
I

+
(%)

)220()101(
2

)110(
6

MgOMgB

CaB

II
I

+
(%)

Microstr
aina (Å) c (Å)

Pure 31.4 68.8 2.191 37.2 3.0838 3.5281 0.317 0.321 8.13 0 0.00155

1 
wt%

45.8 95.4 2.083 36.9 3.0832 3.5270 0.342 0.314 8.87 2.01 0.00143

3 
wt%

47.3 91.2 1.928 36.5 3.0823 3.5266 0.373 0.330 9.00 4.47 0.00178

5 
wt%

125 218 1.744 36.2 3.0798 3.5318 0.433 0.333 9.49 7.13 0.00215

7 
wt%

125 218 1.744 35.9 3.0782 3.5267 0.449 0.335 10.74 9.39 0.00225

10 
wt%

102 172 1.686 35.4 3.0767 3.5289 0.527 0.339 11.76 15.38 0.00320

Table 3-6. Measured and calculated data for paper ash doped MgB2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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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4. The irreversibility field, Hirr and the upper critical field, Hc2 as a 

function of reduced temperature for the pure and ash-added samples annealed at 

850°C for 30 min. The inset shows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resistivity at 

self-field for the sam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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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on-Hall 방법을 사용하여 ash의 첨가양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와 strain

값의 변화를 계산하 다. 계산된 결정립의 크기는 약 90 nm 이었던 10 wt% 첨가

된 시편을 제외하고 첨가 양의 상 없이 모든 샘 에서 약 60 nm로써 비슷한 크기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microstrain은 ash의 첨가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표 3-6], 이는 결정 구조의 disorder가 peak broadening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림 3-34에서는 열처리한 시편의 

resistivity 도표에서 10 %와 90 % 값으로 측정된 Hirr(T) 과 Hc2(T) 를 나타내었다.

표 3-6에서 감소된 RRR (residual resistivity ratio)에서 알 수 있듯이 종이 재가 

첨가됨에 따라서 불순물 산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Hirr(T) 과 Hc2(T)가 향상되었다. 

10 wt%의 애시가 첨가된 시편에서 가장 많은 양의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

은 resistivity값을 나타내어야 하지만 5, 7 wt%가 첨가된 시편보다 상 으로 더 

낮은 resistivity값을 가졌다. 이것은 B과 Ca의 반응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

고 남아있는 Mg이 증가하기 때문에 Mg이 resistivity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과 B

과 Ca의 반응물인 CaB6와 Mg의 높은 산화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MgO 상에서의 

불순물산란으로 인해 항이 증가한다는 것의 상호 연 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RRR은 10 wt% 첨가된 샘 의 약간 낮은 항에 상 없이 여

히 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35에서 보듯이 5 K에서, 고 자장

에서의 Jc 는 향상된 Hirr 과 Hc2 로 인해 ash 첨가양이 5 wt% 까지 증가하 다. 7 

wt% 이상의 양이 첨가된 시편을 제외한 시편에서 애시가 첨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Δρ (ρ300 K - ρ40 K)에 의해 connectivity가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자장에서 뚜렷한 

Jc의 감소는 찰되지 않았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새롭게 형성된 boride 상들은, 

CaB6 경우에 있어서, 일반 으로 nano 크기이며 MgB2 매트릭스 안과 grain 

bounday에 치해 있기 때문에 낮은 자기장 Jc를 증가시키는 피닝 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나노 크기의 CaB6 상과 다량의 애시 첨가를 한 시편에서 나타낸 증가하는 불

순물상의 양으로 인해 connectivity를 악화시켜 Jc를 감소시키는 것이 있다. 20 K에

서는, 애시의 첨가양이 5 wt%까지는 Jc의 큰 변화가 없었지만 5 wt% 이상의 애시

가 도핑된 경우에는 애시의 첨가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Jc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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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5. Magnetic Jc at 5 K and 20 K for all the anneal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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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체 리세린 도핑에 의한 MgB2 도 임계 물성 

MgB2 도는 기존의 고온 도 선재와 달리 피복재의 선택의 폭이 넓고, 

선재 제작이 비교  용이하며, 원료의 가격이 낮은 것 등 많은 장 들이 보고되었

다. 이미 해외에서는 MgB2 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게 

장 이 많은 도 물질에도 단 이 있었다. 바로 순순한 MgB2의 경우 높은 자장

에서 임계 류 도가 속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을 보완하고자 MgB2의 개

발 이후 여러 연구 기 에서 많은 carbon source 을 이용하여 도성을 증가시키

려고 노력해왔다. 재 연구된 물질  표 으로 SiC 물질이 MgB2와 결합하여 

도성을 좋게 한다고 보고 되어있다. SiC의 경우 주로 powder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B과 Mg이 섞이는데 있어 균일하게 섞는 방법이 건이었다. 그리하여 

solvent를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powder 입자의 크기 자체를 작게 이는 등 여러 

방법들이 모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owder의 단 을 보완하고 solvent

의 사용을 일 수 있는 powder 형태가 아닌 액체 형태의 carbon source를 사용하

여 B powder와 보다 균일하게 섞은 후 MgB2 도성의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glycerin을 탄소원으로 선택하 다. Glycerin은 리슬린, 1,2,3- 로

트리올·트리옥시 로 이라고도 한다 (표 3-7 참조). 화학식은 C3H8O3이며 분자량

은 92.09 g/mol이다. 녹는 은 18℃, 끓는 은 290℃ 이다. 무색투명하고 단맛이 나

는 끈기 있는 액체로 흡습성이 강하다. 리세린은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며 보습제 

화장품, 의약품, 화학제품의 분석시약 등에 리 사용된다. 리세린은 물과 알코올

에 임의의 비율로 섞이지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에는 녹지 않는다.

Mg 분말 (입자크기 : 4~6 ㎛, 순도 : 99.62 %, Tangshan Weihao사)과 순도 B 

분말 (입자크기 : < 1 ㎛, 순도 : 95~97 %, Tangshan Weihao사)을 비하 다. B 

powder 2 g에 glycerin 10 g을 넣고 ultrasonic을 5분간 시킨 후 stirrer을 이용하여 

15분간 stirring을 해주었다. 이 게 일차 mixing을 한 후에 기본 열처리를 하 다. 

첫 번째로 B 분말과 glycerin을 box furnace에 넣어 350℃에서 30 min 동안 열처리

를 하 고, 두 번째로 vacuum furnace 200℃에서 20시간동안 열처리 한 결과를 비

교해 보았다. Pure B 분말과 비교한 결과 box furnace에서 열처리된 B powder가 

vacuum furnace에서 열처리된 B 분말보다 B2O3 peaks이 높게 타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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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Glycerin

Structural formula

Chemical name Propane-1,2,3-triol

Chemical formula C3H8O3

Molar mass 92.09 g/mol

Melting point 18℃ (64.4°F)

Boiling point 290℃ (554°F)

Table 3-7. Glyceri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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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들어갔을 때 Mg와 B2O3 peaks이 반응하여 MgO 생성에 향을 미

칠 것으로 상되었다. 그래서 vacuum furnace에서 열처리한 B 분말을 사용하여 

Mg 분말과 혼합해주었다. 혼합은 몰비에 맞추어 1:2의 비율로 혼합, 한 시간 동안 

hand mixing 하 다. 만들어진 MgB2 powder는 직경 15 mm mold을 사용하여 높

이가 1 mm ± 0.1 내외가 되게 bulks을 만들었다. 제작된 bulks는 산화를 최 한 

이기 해 Ti 에 넣어 Ar 분 기 650℃ ~ 900℃의 온도 범 에서 30분간 열처

리 하 다. 기  시편으로는 glycerin doping 되지 않은 pure MgB2를 650℃에서 30

분간 열처리하여 비교하 다. 

그림 3-36은 650℃~900℃에서 30분간 열처리된 bulk samples의 XRD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650℃에서 800℃에서 열처리된 시편의 경우 충분히 반응되지 못한 

Mg peaks과, 소량의 MgO peak이 나타났으며 900℃에서는 Mg peak이 나타나지 

않았다. Mg와 MgO peaks을 제외한 나머지는 MgB2 peaks이었다. undoped된 pure 

MgB2 에서도 B과 결합되지 못한 잔류 Mg가 나타났으며, 소량의 MgO peak이 나

타났었다. 

그림 3-37은 Tc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650℃, 30분간 열처리된 pure MgB2의 

경우 36.7 K의 값을 가졌으며, glycerin을 doped한 시편들의 경우 650℃에서 30분은 

36.14 K, 700℃에서 30분은 36.174 K, 800℃에서 30분은 36.146 K, 900℃에서 30분은 

36.124 K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doping 효과를 가장 크게 본 온도는 900℃에

서 30분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림 3-38은 Jc 값을 나타낸 그래 이다. Jc는 5 K과 20 K에서 각각 측정을 하

다. 5 K에서는 pure MgB2가 가장 낮은 Jc 값을 보 으면 그 다음으로 doping된 

700℃, 800℃ 30분이 비슷한 값을 가지며 pure MgB2 보다 높았으며, doped MgB2 

650℃ 30분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doped MgB2 900℃ 30분에서 

열처리된 시편이 가장 높은 Jc 값을 보 다. 20 K에서도 5 K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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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treated at 650~90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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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B 분말의 기계  볼 링 공정에 따른 도 특성 

1. B 분말의 링 시간 향 

MgB2 도체가 발견된 이후 사람들은 온 도체를 체할 강력한 도

체라고 생각하 다. 하지만 순수 MgB2의 경우 높은 자장에서 낮은 임계 류 값을 

가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 단 을 보완하기 해서 다양한 종류의 탄소원과 

화학물질을 주입하여 임계 류 도 값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재 여러 그

룹에서 많은 탄소원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언 된 

리세린이라는 액체물질을 이용하여 탄소 도핑의 효과를 보고하 다. 탄소의 경우 

MgB2 형성 시 Mg와 B 자리에 탄소가 치환되어 들어가면서 Jc 향상을 나타내는데 

이 방법은 고 자장에서 높은 임계 류 도 값을 가지게 하 다. 최근에는 도핑 뿐 

아니라 볼 링에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링에서 요한 것은 순수한 

보론 분말 상태이다. 99 %의 높은 순도를 갖고 비정질의 보론 분말을 사용할 경우 

Mg와 결합하여 MgB2 형성 시 좋은 도 성질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

지만 고순도, 비정질의 보론 분말의 경우 값이 매우 비싸다는 단 을 가진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값이 렴한 순도 95-97%, 결정질의 B 분말을 사용하 다. 

이 B 분말의 기계  링을 통하여 B 분말의 비정질화를 얻고자 하 으며 입자 크

기를 여 임계 류 도 값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B 분말 (TangShan Weihao사, 95‐97 %, <1 μm)을 planetary 볼 링하여 비

하 다. 링 로세스는 1.97 mm 지르코늄 볼을 사용하여 톨루엔과 보론 분말을 

같이 넣고 planetary 장치로 분말을 분쇄하 다. 그리고 진공 오 에 넣어 100℃에

서 24시간 동안 건조 시켜주었다. 링 시간은 0 ~ 10시간으로 하 으며, 장치의 회

 속도는 200 rpm으로 고정하 다. 링 시간을 달리한 보론 분말에 마그네슘 

(TangShan Weihao사, 99.7 %, 4~6 μm)을 넣어 손으로 30분간 골고루 섞어 주었다. 

혼합 분말은 in situ 방법으로 MgB2 펠렛을 제조하 다. 모든 MgB2 펠렛들은 900℃

에서 30분 동안 Ar 분 기하에서 열처리 하 다. 열처리된 샘 의 상 분석은 x-선 

회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XRD 분석을 해 열처리한 분말 성형체를 잘게 

부수어서 분말로 만들었다. x-선 회  분석시 압과 류는 각각 40 kV와 30 mA

이었으며, 타겟은 Cu-Ka (λ=1.5418), 회 각도(2 Ɵ)는 20~80˚ 이었다. 도 물성측

정은 도 양자간섭장치 (SQUID)을 이용하여 온도를 상온에서 20 K까지 내리면

서 측정하 다. 도 임계온도(Tc)는 20 G 외부자기장에서 측정하 으며, 외부자

장에 한 자화율은 5 K과 20 K에서 각각 측정하 다. 측정된 자화값은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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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을 이용하여 자장 하에서의 임계 류 도 값으로 환산하 다.

그림 3-39는 링하지 않은 순수 보론 분말과 1, 2, 5, 7, 10 시간 동안 링한 

보론 분말의 XRD 패턴을 나타낸 그래 이다. 순수 보론 분말은 강한 결정체 픽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정상들은 마그네슘과 보론 분말의 반응에서 높은 온도와 긴 

열처리 온도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결정질 상을 갖는 보론 분

말을 링이라는 기계  처리를 한 결과 순수 보론 분말에서 나타나던 결정질 상이 

링 시간을 증가함에 따라 작아짐을 나타내었으며, 상 으로 27.8°에서 나타나는 

B2O3 상이 증가함을 보 다. 이는 링 후 건조와 열처리 과정에서 기 의 산소

와 쉽게 반응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40은 900℃에서 30분간 열처리된 MgB2의 XRD 패턴을 나타낸 그래 이

다. MgO는 링하지 않은 MgB2에서도 나타나는 주요 불순물로, 링한 보론을 이

용한 시편들과 함께 주요 불순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 를 보게 되면 링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MgB2의 (110) 피크 반가폭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링에 따른 MgB2의 결정성 악화로 해석할 수 있다. (110) 상의 반가폭 (FWHM) 값

들을 보게 되면 0, 1, 2, 5, 7 그리고 10 시간의 링 시간에 따라 0.26°, 0.31°, 

0.279°, 0.385°, 0.536°, 0.414° 값을 나타내었다. 임계온도 역시 반가폭에서 나타난 결

정성 악화로 인하여, 0시간에서 10시간으로 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온도는 

37.3 K에서 32.6 K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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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0 52 54 56 58 60 62

900oC/30min

2θ (degree)

In
te

ns
ity

 (a
.u

.)

M
gO

(2
20

)

 

 

(1
10

)

(0
02

)

as-received

1h milled

2h milled

5h milled

7h milled

10h milled

Figure 3-40. XRD patterns for all MgB2 samples with different boron ball-mill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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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은 Hirr 와 Hc2에 해 나타낸 그래 이다. 임계 류 도 5 K 경향과 

비슷하게, Hirr 과 Hc2 값 역시 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7시간까지는 증가함을 보

이다가 10시간에 다시 낮아짐을 보 다. 이는 결정성의 감소로 인하여 높은 Hirr 과 

Hc2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게다가 Hirr-T curve의 모든 시편들은 Hc2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 다. 표 3-8은 40 K과 300 K에서의 비 항 값, 반가폭 등을 나타

내고 있다. 300 K과 40 K에 의해 나온 RRR (ρ300 K / ρ40 K)값은 2.375에서 1.413으로 

링시간에 증가함에 따라 작아짐을 보이다가 10시간 링 샘 에서 다시 1.460으

로 조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3-42는 모든 시편의 5 K과 20 K에서의 임계 류 도 값을 나타낸 그래

이다. 링된 보론 분말을 사용한 시편  7시간 동안 링한 MgB2의 임계 류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값은 링하지 않은 MgB2 시편보다 훨씬 높은 임계

류 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의 주요 원인은 결정성 크기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정랍계들은 피닝 센터로서 작용해 작은 결정 크기는 럭스 피닝 증가

에 향을 다고 알려져 있다. 고 자장에서의 Jc는 향상된 Hirr과 Hc2로 인해 링

시간이 7시간까지 증가하 다. 10시간 이상 링된 시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편에

서 링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Δρ (ρ300K - ρ40K) 값이 증가하여 connectivity가 열등

함에도 불구하고,  자장에서 뚜렷한 Jc의 감소는 찰되지 않았다. 20 K에서는, 

링시간에 따라 Jc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링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서는 높은 Jc 

값을 나타내었다.

2. 링  리세린 처리된 보론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MgB2의 도 임계

특성 향상 

MgB2 도체는 Nb-Ti 는 Nb3Sn과 비교해 보았을 때 39 K의 높은 임계온

도를 갖고 있으며 고온 도체와 비교 시 긴 coherence length를보여 으로써 

력  의료 기기 산업으로의 응용이 기 되는 재료이다. MgB2는 two gap 도체

이며 산화물 고온 도와는 달리 강한 이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MgB2 기 원료 분말의 가격은 온 도체 Nb-Ti, Nb3Sn에 비하여 싸다. 

MgB2 도체는 액체 헬륨이 아닌 경제  이 이 있는 냉동기를 사용하여 20 ~ 

25 K에서 작동하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마그네트와 같은 실질 인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고 자기장 하에서 MgB2 도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SiC, 

C, hydrocarbon, and carbohydrate와 같은 여러 종류의 형태의 C 도핑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져 왔다. 산화물 고온 도체와는 달리 MgB2 도체의 요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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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aled at 900°C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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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Measured resistivity values and residual resistivity ratios (RRR) for 

MgB2 with different ball-milling times.

Sam
ples

ρ40K 
(μΩ 
cm)

ρ300K 
(μΩ 
cm)

RRR
Tc 
(K)

Lattice 
parameters FWHM

(110)
FWHM
(002)

Microstrain
a (Å) c (Å)

0 h 32 76 2.375 37.3 3.0819 3.5178 0.26 00327 0.0019

1 h 47 91 1.936 36.9 3.0804 3.5195 0.31 0.339 0.0019

3 h 61 108 1.770 36.4 3.0784 3.521 0.279 0.306 0.00153

5 h 104 160 1.538 35.2 3.0723 3.524 0.385 0.469 0.00048

7 h 160 226 1.413 33.6 3.068 3.5288 0.536 0.563 0.0017

10 h 113 165 1.460 35.2 3.067 3.5235 0.414 0.507 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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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는 결정립계 (grain boundaries) 간에 weak links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작

은 결정립 (grain)을 갖는 MgB2 도는 높은 결정립계 도의 flux pinning 

center를 갖게 되어 임계 특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기계  링은 기 원료 

물질을 정련 (refine)하여 작은 결정립, 반응성 향상 그리고 도 특성을 향상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 이  링 연구는 마그네슘 (Mg)와 Mg + 보론 (B)의 링형태

로서 Mg은 링 과정  쉽게 산화된다는 단 을 갖고 있다. 최근 Xu et al.은 B 분

말의 볼 링이 MgB2의 임계 류 도 (Jc)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보고하

다.

MgB2 도 특성에 한 반결정성을 갖는 B 분말의 기계  볼 링  리

세린 처리의 결합된 공정에 의한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MgB2 도 특성을 

향상시키는 요한 방법 의 하나는 높은 반응성을 갖는 C 소스 도펀트의 개발이

다. 한, 링되어 표면 이 넓어진 B 분말의 C에 의한 pre-coating은 더욱 효과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 소스로 사용한 리세린 (C3H8O3)은 음식물이나 의약품

에 범용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독성이 없는 sugar alcohol 이다. 액체형태의 C 소

스로서 약 40도의 낮은 온도에서 B 분말과 wettability가 좋으며 부분의 고체 형

태의 C 화합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노 입자들의 뭉침 (agglomeration) 거동을 

피할 수 있다. 이미 650℃, 900℃의 열처리 온도에서 MgB2 도 특성에 한 

리세린 첨가된 B의 향에 하여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MgB2의 microstrain, 

결정립 크기, Tc, Jc 에 한 기계  링  리세린 처리된 B 분말의 combined 

effects를 알아보고자 하 다.

Mg (99.7 %, 4-6 µm,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 China)

과 B (95-97 %, < 1 µm,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 China) 

분말이 원료로 사용되었다. 톨루엔 (C7H8, 99.5 %) 용매에 보론 분말을 넣고 2 mm 

지름의 ZrO2 볼을 사용하여 200 rpm, 2 시간 동안 planetary 볼 링기에서 분쇄하

고 100 ℃ 진공오 에서 건조하 다. 링된 B 분말과 링되지 않은 B 분말은 C 

소스인 리세린을 사용하여 40℃에서 혼합되었고 200 ℃, 20 시간 동안 진공오

에서 건조되었다. As-received B, glycerin-added B, 2 h milled B, 그리고 2 h 

milled + glycerin-added B 분말이 비되었고 Mg:B=1:2의 비로 Mg 분말과 혼합하

다. In situ MgB2 분말은 15 mm 직경, 1.2 mm 두께로 펠렛을 제조 후 산소 

getter 용 Ti tube에 넣어 900 ℃, 30분간 고순도 Ar 분 기 하에서 열처리 되었다. 

이때 승온 속도는 5 ℃/min 이었다. 이러한 4 종류의 B 분말로 제조된 MgB2 벌크

를 "샘  1, 2, 3, 4" 로 각각 정의한다. (표 3-9 참조)

상, 결정 구조 분석은 x-ray diffraction (XRD)로 행하 으며 Jade 소 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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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refine 되었다. Brunauer-Emmett-Teller (BET) 법은 B 분말의 표면 을 측

정하고자 사용되었다. 미세구조는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하여 찰하 다. 자기  임계 류 특성은 최  자기장 9 T의 

physical properties measurement system (PPMS, Quantum Design)을 사용하여 행

하여졌다. 자기 임계 류 도 측정은 5 K, 20 K의 온도에서 직육면체 시편의 길이 

방향에 평행하게 자기장을 가하면서 측정하 다. 자기 임계 류 도는 Bean critical 

model을 사용하여 자화 루 의 높이 (△M)로 부터 계산되었다. 자기장을 8.5 T 까

지 변화시키며 자기모멘트를 측정하 으며 이로부터 임계 류 도로 환산하 다. 

이 임계온도 (transport Tc)는 PPMS를 사용한 4 단자법에 의해 0 T, 항 (R) - 

온도(T) 곡선에서 항변화의 간지  온도로 정의되었다.

그림 3-43은 네 가지 종류의 B 분말을 사용하여 900 ℃, 30분간 열처리된 MgB2 

샘 들의 XRD 패턴을 보여 다. 리세린 첨가로 a-b in-plane과 계된 MgB2 

(110) 피크는 높은 2-theta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MgB2내 B 자리의 C 

치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002) 피크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

다. “샘  4”의 in-plane 피크 이동은 “샘  2”보다 훨씬 큼을 볼 수 있는데 이는 B 

분말의 링에 의하여 더 넓은 표면 에 의한 활발한 C 함유  치환이 일어나는

데 기인한다. BET 결과로부터, B 분말의 2시간 링 후 표면 이 16.1 m
2
 g

-1
에서 

22.5 m
2
 g

-1
로 증가하 다. 입자 크기의 감소는 MgB2 내 더 작은 결정립과 반응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Jc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반면 "샘  3"의 단지 기계

 링에 의한 피크이동은 미약하 다.

그림 3-43에서 보듯이 링과 리세린 첨가에 따라 MgO 분율

[MgO(220)/MgB2(102) 강도비]이 증가하 다. 2시간 링된 B 분말의 톨루엔 건조 

후, 반결정성 B 분말은 비정질화 되고 표면 이 증가하게 된다. 링된 B 분말과 

공기  산소와의 반응성이 높아져 B 분말 표면에 산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 

링된 B 분말에 리세린 첨가는 리세린 내 산소의 존재로 인하여 산화에 향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B2O3의 산소 원자는 MgB2 상 생성 열처리 과정  Mg와 

반응하여 MgO를 생성시킨다. 링 는 리세린 첨가된 경우, MgB2 피크의 반가

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 FWHM)은 그림 3-43  표 3-9 에서 보듯이 모

두 증가하 다. 이것은 결정립 크기의 감소와 결정성 악화로 해석할 수 있다. x-ray 

피크 broadening은 crystallite size (역비례 계)와 lattice strain에 의해 야기된다. 

표 3-9에서와 같이 반가폭 데이터로부터 Williamson-Hall 분석을 이용하여 결정립 

크기와 micostrain을 계산하 다. 계산된 microstrain 값으로부터 lattice disord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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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3. XRD patterns for MgB2 pellets heat-treated at 900 ℃ for 30 min 

with different treatment conditions of the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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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110)

FWHM

(deg.)

(002)

FWHM

(deg.)

Calculated 

grain size 

(nm)

Microstrain

(%)

Lattice Parameter
Tc (K)

Jc (A cm-2)

(5 K & 8 

T, ×103)a (Å) c (Å)

"1", as-received 0.260 0.292 171 0.19 3.0819 3.5178 37.4 0.25

"2", glycerin-added 0.380 0.299 118 0.223 3.0773 3.5196 36.7 1.5

"3", 2 h milled 0.279 0.324 86 0.153 3.0784 3.521 36.5 2.5

"4", 2 h milled & 

glycerin-added
0.525 0.336 45 0.178 3.0714 3.5227 35.1 12.7

Table 3-9. The measured & calculated data for the MgB2 pellets heat-treated at 

900 ℃ for 30 min with different treatment conditions of the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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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4. FE-SEM images for the MgB2 bulks heat-treated at 900 ℃ for 30 

min with (a) as-received, (b) glycerin added, (c) 2 h milled, and (d) 2 h milled 

+ glycerin added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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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린 처리에 의하여 쉽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샘  2”의 microstrain 

값이 “샘  3”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rain 값은 원소 치환, 특히 C 

함유 는 원자의 결핍에 의한 격자왜곡 (lattice distortion) 에 기인하는 요한 

factor이다. Xu et al.은 톨루엔의 강한 원자 결합력에 의하여 톨루엔 용매로부터 C

이 함유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링에 의하여 결정성의 감소와 Mg 결

핍 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샘  3”에서 a-축 변화와 Jc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2 시간 링을 통하여 입자 크기의 감소가 일어났으며 계산된 결정립 크기는 

171 nm (샘  1) 에서 86 nm (샘  3)로 감소하 다. 반면 microstrain은 약간 감소

하 다. “샘  2”의 계산된 결정립 크기는 C 치환으로 인하여 118 nm로 감소되었

고 “샘  4”의 경우 링과 C 치환의 동시 효과로 45 nm 까지 감소하 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3-44의 FE-SEM 분석 결과와 잘 일치한다. “샘  3”의 결정립이 “샘  

2”에 비하여 더 균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볼 링으로 인한 균일성 향상과 더 

작은 결정립 생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기계  볼 링은 결정립 정

련 (grain refinement)에 효과 인 공정으로 단된다.

그림 3-45는 여러 B 분말에 따른 MgB2 샘 의 이 임계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received B 을 사용한 경우, 37.4 K의 Tc를 보여 주었다. 링 는 리세

린 첨가에 따라 Tc의 감소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이는 반가폭 증가에서 언 한 결

정성의 악화로 설명할 수 있다. “샘  4”의 경우 Tc는 링된 B 분말의 더 활발한 

C 치환으로 인하여 35.1 K으로 어들었다. 그림 3-46은 여러 B 분말을 사용하여 

900 ℃, 30분간 열처리한 MgB2 샘 의 자기 임계 류 도 특성을 보여 다. 단지 

링된 B 분말을 사용한 “샘  3”의 경우, 계산된 결정립 크기와 FE-SEM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결정립계의 증가로 Jc는 증가하 다. 반면, 리세린 첨가된 샘 은 B 

자리에 치환된 C에 의한 격자왜곡 는 스트 인을 갖게 된다. “샘  4”의 경우 

disorder의 증가와 결정립 크기 감소의 동시 효과로 인하여 5 K, 8 T에서 1.27 × 

10
4
 A cm

-2
의 높은 Jc를 보이게 된다. 이는 순수 B 분말을 사용한 MgB2 샘 에 비

교할 때 효과 인 Jc 증가를 보여 다. 그림 3-47은 900 ℃, 30분간 열처리한 MgB2 

샘 의 Hc2  Hirr 의 온도 의존성을 보여 다. “샘  2”의 Hc2-T  Hirr-T 의 기울

기는 “샘  1”과 비교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샘  3”에서 Hc2 향상의 주된 원인

은 작은 결정립을 갖는 poor crystallinity에 있다. “샘  4”의 더 높은 Hc2 값은 

링에 의한 넓은 표면   이에 따른 활발한 C 함유에 기인한다. 이러한 Hc2의 큰 

증가는 높은 자기장하의 임계 류 도의 증가로 나타난다. B 분말의 기계  링과 

C 도핑의 결합된 공정을 통하여 샘  4의 Hc2와 Jc 값은 증가한다. 샘  4에 있어서 

Hirr 향상도 두 결합된 공정에 의하여 증가된 결정립계  무질서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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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5. Transport Tc by R-T curves for the MgB2 prepared with different 

treatment conditions of the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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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6. Magnetic field dependence of Jc at 5 K and 20 K for the MgB2 

prepared with different treatment conditions of the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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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7. Reduced temperature dependence of (a) Hc2 and (b) Hirr for the 

MgB2 bulks heat-treated at 900℃ for 30 min with different treatment conditions 

of the B powders. Hc2 and Hirr were defined as Hc2 = 0.9R(Tc) and Hirr = 

0.1R(Tc) from the resistivity-temperatur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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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온 열처리 공정에 의한 MgB2 선재 제조  특성

MgB2 도체는 온 도체인 NbTi와 Nb3Sn 보다 39 K의 높은 임계온도 

(critical temperature, 임계온도, Tc)를 나타내며 냉동기를 사용하여 20 K 에서 동작

시 액체 헬륨을 사용하는 온 도체보다 냉각비용이 훨씬 렴하다. 한 카본

(Carbon)과 같은 물질을 소량 doping 하는 경우 높은 상부임계자기장 (upper 

critical field, Hc2)값을 가지므로 고자장 력기기로의 응용에도 장 이 있다. 한, 

MgB2 도체는 값싼 Mg 와 B의 원료 분말과 이원계의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

어 가격 경쟁력은 물론 제조 공정상 유리한 장 을 가지고 있다. MgB2는 높은 임

계온도를 갖는 고온 도체들과는 달리 결정립계(grain boundary)들 사이에 약한 

결합(weak link)들이 고 결맞음 길이 (coherence length)가 길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만약 MgB2가 보다 작은 결정립 크기를 갖는다면, 다른 온 도체들

과 마찬가지로 자속 고정 (flux pinning center)으로 작용하는 결정립계 도가 높

아짐에 따라 MgB2의 임계특성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 으로 원료분말인 Mg과 B은 Mg의 용융 (melting point)인 650℃ 이하의 

온 열처리는 650℃ 이상의 고온 열처리와 비교하여 상 으로 작은 결정립  

(grain)을 얻을 수 있다. MgB2 도체는 결정립의 크기가 임계값 이하인 경우 결

정립계 (grain boundary)가 상 도 상태로 이될 때 발생하는 볼텍스 (vortex)의 

이동 상을 방해하는 고정  (pinning center)로 작용하여 임계 류 도(Jc)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온 열처리에서는 MgB2 상형성을 시키는데 장시간이 요구

된다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열처리를 통해서 결정립 성장을 억제시켜 결정립 크기 감소

에 의한 임계 류특성 향상을 해 500℃, 550℃, 600℃의 3가지 온 열처리 온도

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MgB2의 임계특성 변화를 분석하 다. 온열처리 조건에

서 상형성과 임계특성에 미치는 향을 고온열처리 조건과 비교하여 분석하 고, 

온열처리와 고온열처리 후의 미세조직 차이를 임계특성과 연  지어 분석하 다. 

한, 온열처리의 원료분말인 B 분말을 링 (milling)하여 결정립 크기를 더욱 

감소시켜 빠른 상형성과 임계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일본 Abe 연구 그룹은 

Mg+B 동시 링을 이용한 온 열처리 공정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16]. 그들은 

MgB2 상형성에 한 보고를 하 으며 임계 류특성에 한 언 은 없었다. Mg와 

B을 동시에 링시키는 방법의 경우 Mg의 강한 산화력으로 인하여 MgB2 도 

특성이 하될 우려가 많다. Boron 분말의 링 여부에 따른 MgB2 온열처리 특

성을 비교하여 최  조건을 확립하고, 각각의 조건에서 미세조직과 임계특성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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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분석하 다. 

Mg 분말 (99 %, 4 - 10 ㎛, Tangshan Weihao Magnesium Co. Ltd., 국)  

낮은 순도의 B 분말 (95-97 %, 1 ㎛ 이하, Tangshan Weihao Magnesium Co. Ltd. 

국)을 비하 다. 직경이 1.9 mm인 지르코니아 볼을 사용하는 planetary ball 

milling machine (Pulverisette 5, Fritsch, 독일)을 사용하여 붕소 분말을 톨루엔 

(C7H8) 용매와 함께 200 rpm의 planetary disc 속도로 2시간 동안 습식 링한 다

음, 진공 오 에서 100℃로 건조하 다. 여기서 B 분말을 건식 링할 경우, B 분말

이 산화되어 산화 붕소(B2O3) 분말이 생성되기 쉽다. 따라서, B 분말의 링시 산화 

방지 분 기가 조성된, 를 들어, 산소가 없는 용매를 이용한 톨루엔 습식 링을 

행하 다. Mg 분말의 경우 산소가 없는 습식 분 기라도 링후 공기와 하게 

되면 높은 활성(activity) 때문에 쉽게 산화되어 산화마그네슘(MgO) 분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생성된 MgO 상 분율이 증가하면, MgB2 도 상 분율이 작아지

고, 이에 따라 도 특성이 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 분말만의 습

식 링을 행하 다. 그림 3-48은 Mg  un-milled B, milled B 분말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Mg과 B은 1 : 2의 조성비에 맞추어 칭량 후, 자동혼합기를 사용해서 1

시간 동안 혼합하 다. 혼합된 Mg + B 분말은 8 mm의 외경  6 mm의 내경을 

갖는 Fe tube에 충진 시킨 후, PIT (powder in tube) 공정으로 1.58 mm까지 인발

하 다. 

In situ 공법을 사용하여 분말을 15 cm 길이의 Fe 튜 에 충진하는 순서는 그림 

3-49와 같다. 분말이 빠져 나오지 않게 하기 해서 약 1-1.5 cm 두께의 Al foil로 

한쪽을 인 후, 자동 믹서로 1시간 동안 혼합된 약 4 g의 Mg과 B 분말을 충진하

다. 분말이 채워진 후 인발(drawing)시에 분말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해서 다

른 나머지 한쪽도 약 1 cm 두께의 Al foil로 인 하 다. MgB2 선재를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PIT 법을 들 수 있다. 앞서서 PIT 공정을 한 분

말의 충진법을 다루었는데, 분말의 충진법과 선재 제작 공정이 다른 공정에 비해 

매우 쉽고 용이한 것이 PIT 공법의 가장 큰 장 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다룬 과정

으로 2가지 선재, 즉 Fe (Mg + as received B), Fe (Mg + 200 rpm milled B)를 

비하 다.

인발 (Drawing)이란 선재를 만들기 한 속의 변형 가공법인데, 정해진 굵기

의 선재를 다이(die)라는 틀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끌어내어 다이 구멍의 모양에 따

른 단면형상의 선재로 뽑는 작업이다. 선재의 지름을 이기 한 인발을 해서는 

사용되어야 할 drawing die의 지름은 선재의 지름보다 작아야 한다. 그 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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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당기기 한 부분은 drawing die에 끼워 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

으로써 groove roller를 사용하여 drawing die에 들어갈 만한 크기로 여  후 

holder로 여진 부분을 물려 고정한 후 끌어당긴다 (그림 3-50 참조). 인발 과정에

서 가끔 지름이 3.15 mm 근방에서 crack을 확인하 고, 3.15 mm 이하로 어드는 

매 단계를 거치면서 tube의 직경이 어듦과 동시에 인발시 가공경화로 인해서 

tube가 brittle해 지기 때문에 선재의 지름이 작아질수록 선재를 고정시키는 부분에

서 차 으로 선재의 끊어짐과 갈라지는 상이 다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B 분말의 링 여부에 따라 1.58 mm 까지 각각 인발된 MgB2/Fe 선재의 산화 

방지를 해 4 cm 길이로 자른 뒤, 티타늄(Ti) 튜  내에 한 후 고순도의 아르

곤 가스 하에서 5 ℃/min의 가열 속도로 500℃ 에서 40, 80 h, 550℃에서 10, 20, 

40, 80 h, 600
o
C에서 10, 20, 40 h동안 각각 온 열처리 하 으며, 일반 고온 열처

리와 비교하기 한 800℃, 30 min에서 열처리 하 다. 

상 분석으로는 CuK α irradiation XRD (X-ray diffraction) 법을 사용해서 2 

theta - theta로 20 
o
 - 80 

o
 까지 1 

o
/min의 스캔 속도로 조사하 으며, MgB2 결정

도와 반가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을 측정하 다. 사용된 분말과 

열처리 조건에 따른 표면 형상을 찰하기 해서 FE-SEM 측을 하 다. 도 

특성을 분석하기 해 MPMS를 사용하여 Jc, Tc를 측정하 다. 통 임계온도, 상부

임계자기장  비가역자기장은 5 - 300 K의 범 에서 4 단자법에 의한 도 물리

 물성 측정 시스템 PPMS (up to 9 T, Quantum Design)을 사용하여 자기- 항 

(magneto-resistivity) 곡선을 통해 측정되었다. 상부임계자기장 (upper critical field: 

Hc2)  비가역자기장 (irreversibility field: Hirr) 값들은 각각 다양한 자기장에서의 

항 (R)  온도 (T)의 곡선으로부터 정상 상태 항의 90 %  10 %로 각각 정

의되었다. MgB2 도의 임계 류 도, 자화임계온도는 최  7 T 크기를 갖는 시

간 변화 (time-varying) 자기장에서 MPMS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한, 자기 인 

임계 류 도는 선재의 길이 방향에 평행한 자기장을 5 K  20 K에서 가하여 측

정되었다. 이때, 임계 류 도 값은 빈 임계모델(Bean critical model)을 사용한 자기 

루 의 폭 (△M) 으로부터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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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48. SEM images of precursor powder (× 5,000) 

(a) Mg powder (b) un-milled B powder (c) milled B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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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foil

(a)

(b)

(c)

Figure 3-49. Preparing PIT process with Fe sheath ; (a) close up the end of tube 

with Al foil (b) fill a tube with the Mg+B powder (c) close up the other side of 

the tube with Al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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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50. Drawing process ; (a) edge treatment using groove roller (b) wire 

fixed by jig (c) wire drawing (d) photograph of the dies with different inner 

di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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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은 un-milled B 분말과 2시간 링된 B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MgB2 

도 선재의 X-선 회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3-51(a)는 550℃에서 10시간 

열처리된 시편, 그림 3-51(b)는 550℃에서 40시간 열처리된 시편, 그림 3-51(c)는 60

0℃에서 10시간 열처리된 시편, 그림 3-51(d)는 800℃에서 0.5시간 열처리된 시편들

에 한 X-선 회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1(a)-(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

그네슘의 용융  미만의 가열 온도에서 열처리하 을 경우, 미반응된 마그네슘 피

크가 검출된 반면, 그림 3-5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그네슘의 용융  이상의 가

열 온도에서 열처리하 을 경우, 미반응된 마그네슘 피크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고상 (B)-액상 (Mg) 공정에 비해 온에서 MgB2의 상 형성 고상 확산 반응의 동력

학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3-51에 도시된 un-milled & milled B 분

말을 사용한 MgB2의 X-선 회  패턴 모두에서 작은 양의 MgO 상이 주요 불순물 

상으로서 유사한 수 으로 존재하 다.

그림 3-51(a)-(c)를 참조하면, 미반응된 Mg는 링되지 않은 B 분말을 사용한 경

우가 링된 B 분말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시 상 으로 많이 잔존하고 있었다. 즉, 

MgB2 상형성의 동력학은 링된 B 분말을 사용한 샘 이 링되지 않은 B 분말을 

사용한 샘 들 보다 큼을 알 수 있다. 한, 열처리 온도가 550℃에서 600℃로 증가

함에 따라, MgB2 상형성이 증가하 다. 이를 통해, 링된 B 분말을 사용하여 60

0℃에서 10시간 동안 열처리된 샘 이 미반응된 Mg을 게 함유하고 향상된 MgB2 

상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51(d)의 800℃에서의 고상-액상 반응의 경

우, 피크 형상  MgB2 상의 양은 B 분말의 링여부와 계없이 비슷하 다. 

표 3-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일 열처리 조건 하에서, B 분말의 링이 수행

된 경우가 B 분말의 링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MgB2 피크들의 반가폭 (full 

width at half-maximum: FWHM) 값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반가폭 값의 증가는 

링에 의한 MgB2 결정립 크기의 감소  결정성의 하에 기인한다. 반가폭 값들

을 이용하여 표 3-10에 기재된 결정립 크기를 계산, 측하기 하여 

Williamson-Hall 분석을 행하 다. 동일 온도 조건에서, 링된 B 분말을 이용한 

MgB2의 계산된 결정립 크기가 더 작았다. 즉, 결정립계 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아울러, B 분말을 링한 경우에서, 열처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계산된 결

정립 크기는 증가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B 분말을 링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열

처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계산된 결정립 크기는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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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 104 -

  (c)

 (d)

Figure 3-51. XRD patterns for the MgB2 wires prepared at different 

heat-treatment conditions using the un-milled and milled B powders ; (a) 550℃, 

10 h (b) 550℃, 40 h (c) 600℃, 10 h (d) 800℃, 0.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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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The measured and calculated data for the MgB2 wires heat-treated at 

different heat-treatment conditions using the un-milled and milled B powders.

열처리 

조건

(100)

반가폭

(deg.)

(002)

반가폭

(deg.)

계산된

결정립

크기

(nm)

임계온도

(K)

ρ300K

(μΩ·㎝)

ρ40K

(μΩ·㎝)

잔류 

비 항비

(RRR)

550℃, 

40 h

0.343 0.299 73 36.4 120 60.4 1.99

0.423 0.48 47 36.1 151 97.6 1.55

600℃, 

10 h

0.36 0.394 103 36.4 100 56.2 1.78

0.411 0.522 53 35.9 142 91.2 1.56

800℃, 

0.5 h

0.344 0.311 162 36.7 101 50 2.02

0.374 0.339 70 36.5 93 5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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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는 각 열처리 조건  B 분말의 링 여부에 따른 MgB2 도 상 

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500℃에서 열처리된 경우 un-milled & milled B 분말을 사

용한 샘 들 모두에서 형성된 MgB2의 양은 80시간 동안 열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작았다. 한, 550℃에서는 링 여부와 상 없이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MgB2 상 분율은 증가하 다. 한, 링된 B 분말을 이용하여 600℃, 10-40 h 열처

리된 MgB2 상의 분율은 거의 88 %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한, 동일 열처리 온도 

 시간 하에서, 링된 B 분말을 사용한 경우가 링되지 않은 B 분말을 사용한 

경우보다 MgB2 형성량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링 후 B 분말의 반응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 단된다. 반면, 링된 B 분말을 이용하여 600℃, 10 h 열처

리된 MgB2 선재의 경우, 고상-액상간 고온 반응인 800℃에서 0.5 h 동안 열처리된 

샘 과 유사한 수 을 나타내었다.

그림 3-53은 각 온 열처리 조건  B 분말의 링 여부에 따른 MgB2 도 

선재의 자화법을 이용한 임계온도를 나타내었다. 500℃, 80 h, 550℃, 10 h 그리고 

550℃, 20 h 열처리된 샘 들의 링되지 않은 B 분말을 사용한 경우 (그림 3-53(a))

와 링된 B 분말을 사용한 경우 (그림 3-53(b))를 동일 열처리 조건끼리 비교하

을 경우, 링된 샘 의 임계온도가 링되지 않은 샘 의 임계온도보다 높았다. 이

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링된 B 분말을 사용할 경우 MgB2 상 형성이 더 원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열처리 하 을 때, 

링되지 않은 B 분말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링된 B 분말을 사용한 경우가 더 

높은 임계온도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링 여부에 따라 550℃, 80 h과 600℃, 10-40 

h에서 열처리된 도 선재는 MgB2 상의 양은 유사하 으나, 링된 샘 의 임계

온도 값이 링되지 않은 샘 의 임계온도 값보다 낮았다. 이는 링 과정에 기인

한 결정성의 악화  증가된 격자 무질서( 는 스트 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54는 온  고온 열처리된 링 여부에 따른 도 선재의 온도- 항

을 나타낸 것이다. Self-field 하에서 항 천이 (resistive transition)  임계온도 (통

법)를 도시하고 있다. 그림 3-54  표 3-10을 참조하면, 800℃ 고온 열처리된 시

편은 결정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높은 임계온도를 나타낸 반면, 온 열처리된 시편

은 상 으로 낮은 임계온도 천이를 나타냈다. 이때, 링된 샘 의 임계온도 값들

은 링되지 않은 샘 의 임계온도 값보다 낮았다. 동일 열처리 조건 하에서, 링

된 샘 의 비 항 (ρ) 값이 링하지 않은 샘 의 비 항 값보다 높았다. 이는 링 

과정에 의해 결정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립계 도가 증가하 기 때문이

라 할 수 있으며 임계온도가 상 으로 낮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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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2. MgB2 phase fraction obtained from XRD intensity ratio for the MgB2 

samples prepared at different heat-treatment conditions using the un-milled and 

milled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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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3-53. Variation of the critical temperatures (Tc) of the MgB2 wires 

prepared at different heat-treatment conditions using (a) un-milled and (b) milled 

B powders.



- 109 -

 

 

 

  

Figure 3-54. Variation of the resistivity vs. temperature curves of the MgB2/Fe 

wires prepared at low and high heat-treatment temperatures using the un-milled 

and milled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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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는 온 고온 열처리된 링 여부에 따른 MgB2 도 선재의 상부임

계자기장  비가역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55를 참조하면, 동일 열처리 조

건 하에서, 상부임계자기장  비가역자기장은 모두 링된 B 분말을 사용한 경우

가 링되지 않은 B 분말을 사용한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표 3-10에 기재된 잔류

비 항비(residual resistivity ratio: RRR)의 감소가 나타내듯이, 링 과정에 기인한 

낮은 결정성  결함들이 생성되며 작은 결정립으로 인한 결정립계 산란 (grain 

boundary scattering)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56은 열처리 조건  링 여부에 따른 MgB2 도 선재의 임계 류

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 3-56(a)는 링하지 않은 B 분말을 사용한 샘 의 온 

열처리 된 샘 의 임계 류 도를, 그림 3-56(b)는 링된 B 분말을 사용한 샘 의 

온 열처리된 샘 의 임계 류 도를, 그림 3-57은 링 여부  온 고온 열처리

된 샘 의 임계 류 도를 비교하 다.

그림 3-56(a)  3-56(b)를 보면, 링되지 않은 B 분말들을 사용한 선재들의 경

우, MgB2 도 분율이 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라 증가하 으며, 그 결과 5 K 

 20 K에서 임계 류 도가 증가하 다. 자기장의  역에 걸쳐 링된 B 분말

들을 사용한 선재들의 임계 류 도 값이 링되지 않은 B 분말들을 사용한 선재들

의 임계 류 값보다 높았다. 이는 도상 분율 증가  결정립 크기 감소에 따른 

결정립계 피닝 증가에 기인한다. 한, 링된 샘 의 임계 류 도 경향은 링하

지 않은 샘 들과 유사하 으나 링된 B 분말을 사용하여 600℃에서 10시간 동안 

열처리된 샘 이 가장 높은 임계 류 도 값을 가졌다. 600℃, 10-40 h의 MgB2 

도 분율이, 그림 3-5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속 고정  역

할을 하는 결정립계의 도는 더 짧은 열처리 시간으로 인하여 10시간 열처리된 샘

이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상된 임계 류 도를 나타낼 수 있었다. 한, 

600℃, 10시간 열처리된 샘 이 800℃ 고온 열처리된 샘 과 비교 시 MgB2 분율이, 

그림 3-5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결정립계 도는 온 열처리

된 샘 에서 높았으며, 그 결과 그림 3-5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계 류 도 값이 

보다 높아질 수 있었다. 이는 고온 열처리에 비하여 온 고상 반응을 통하여 

MgB2의 결정립계 피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링된 B 분말을 사용하고 Mg의 용융 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행

되는 고상–고상 확산 반응은, MgB2의 결정립 크기를 작게 하고 결정성을 하시

켜 상부임계자기장  비가역자기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임계 류 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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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3-55. Reduced temperature dependence of (a) Hc2 and (b) Hirr for the 

MgB2/Fe wires prepared at different heat-treatment conditions using the 

un-milled and milled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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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3-56. Magnetic field dependence of Jc at 5 K and 20 K for the MgB2/Fe 

wires prepared at different low heat-treatment conditions using (a) un-milled and 

(b) milled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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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7. Magnetic field dependence of Jc at 5 K and 20 K for the MgB2/Fe 

wires prepared at low and high heat-treatment temperatures using the un-milled 

and milled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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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MgB2 도 선재 통  임계 류 특성 평가

1. 통  임계 류 특성평가 로  개발

도 선재의 응용에 있어 요한 특성의 하나는 임계 류 특성으로 특히 

MgB2 선재의 경우에는 자화 방법으로 구한 임계 류와 통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

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임이 잘 알려져 있다. MgB2는 고온 도 선재 보다는 

작지만 일정 정도의 자기  이방성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

라 자장에 따른 임계 류의 특성이 크게 변화하며, 이를 분석하기 해서도 통  

방식의 임계 류 특성측정은 매우 요하다. 

NbTi, Nb3Sn 등의 온 도체, YBCO Coated Conductor 등의 고온 도

체  MgB2 도체의 통  방법의 임계 류 특성 평가는 4 단자 법이 리 사용

되며, 보통 1 X 10
-5

 V/m의 압 기 으로 임계 류가 정의된다. I-V 특성곡선은 

일반 으로 I = aV
n
의 멱함수 형태로 기술됨이 알려져 있고 I-V 특성곡선의 로그-

로그 그래 에서  1 ~ 10
-4

 X 10
-5

 V/m의 구간에서의 선형함수의 기울기에서 n 값

이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시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임계 류 측정용 로  

설계하 고 실제 제작, 개발하 다. 보통 임계 류 측정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의 다

음의 것들이 있다. 자장의 정확성  균일도, 인가 류의 요동의 크기가 작을 것, 

압 측정의 정 도가 20 nV 이상일 것 등등이 있다. 한 측정되는 류의 크기는 

보통 수백 A에 이르므로 보통 측정에 사용되는 자석이 액체 헬륨을 이용한 도 

자석인 것을 고려하면 류인입선의 항  열 도도에 의한 열 손실에 의한 액체 

헬륨 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 의 개발이 필요하다. 헬륨 소모량이 은 

류인입선으로 황동 과 NbTi 도 선재를 이용한 인입성이 개발되기도 하

으나, 측정 의 헬륨 소모량 보다는 로 의 장착 시의 소모량이 훨씬 더 큰 것

을 고려하면 로 의 장착 횟수를 일 수 있는 여러 선재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

는 로 의 개발이 필수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무산소동을 이용한 류인입선을 

도입하여 동시에 여러 선재의 측정이 가능한 로 의 설계가 수행되었다. 이에 근

거하여 설계된 측정용 로 의 개략도  실제 제작된 로 의 사진은 그림 3-58

과 같다. 체 로 는 측정을 해 그림 3-58 (b)의 20 T 자석 시스템 안에 장착

된다. 시료의 류는 chroma 사의 류공 기를 사용하 으며 실제 흐르는 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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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8. Sample probe and magnet system for transport current measurement ; 

(a) current source and reader (b) 20 T superconducting magnet system, (c) 

schematic diagram of probe (d) real image of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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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fysik 사의 변환기 (Transducer)를 사용하여 정 하게 측정하 다. 류는 

chroma 사의 류공 기에서 Danfysik 사의 변환기를 거쳐 시료의 상단의 무산소

동으로 항을 일 수 있게 설계된 류인입선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상단의 류인입선은 모두 6개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그림 3-59에서 보

듯 아래의 시료 장착부 (Sample holder)에 곧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1개의 단자는 

공통으로 사용되어 총 5개의 시료가 동시에 측정될 수 있다. 시료 홀더는 류인입

선을 제외한 부분은 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연물로 열 수축 정도가 체 구조물

인 스테인리스와 유사한 강화섬유 라스틱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이 사용되어 개개의 선재는 체 구조물로부터 기 으로 연되어 있다. 시료 홀

더의 앙에 치한 선재는 도 자석의 앙에 치하고 있으며, , 아래 선재

는 자석 심으로부터 1.6 cm 이내에 치하여 0.2 %내의 자장 균일도가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2. MgB2 선재의 통  임계 류 측정

MgB2의 도 특성이 발견된 이후로 재료특성평가, 선재연구  실용화를 

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어 왔다. 재 도체의 응용의 표 인 로는 의료용 

장비인 MRI와 물성 분석 장비인 NMR이 있다. 이러한 MRI와 NMR에 사용되고 있

는 도체는 온 도체인 NbTi와 Nb3Sn이며 각각 9 K과 18 K의 낮은 임계

온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온 도체들을 이용한 장비들은 낮은 임계온도를 

가지고 있어 냉매로 비싼 액체 헬륨(LHe)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으로 

비싸다는 단 이 있다. 그리고 임계온도가 77 K 이상인 고온 도체는 상 으

로 값싼 액체 질소(LN2)를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훨씬 렴하며, 100 

T 이상의 높은 임계자장(HC2)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업화에 기 되는 물질이라 평

가 받는다. 

MgB2의 기계  성질이 열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주기 한 시스(sheath)재

료는 기계  성질을 보완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 에서 Cu-Ni, 

Nb-Ta/Cu/stainless steel, Fe/stainless steel 등이 연구 되었다. 이러한 시스(sheath) 

재료에서, Fe는 높은 열처리 조건인 950℃에서 열처리를 하 음에도 Mg과의 반응 

층을 거의 볼 수 없었으며, Fe를 제외한 다른 재료들은 Mg과의 반응이 우수하여 

MgB2의 상형성이 감소하여 도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스재료로 Fe 

를 선택하여 연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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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9. An enlarged photograph of sample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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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B2 도체는 고온 도체와 달리 통  류의 장해요인인 결정립들의 

약결합(weak link)이 다. 오히려 결정립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임

계 류를 얻을 수 있다. 결정입계가 럭스 피닝 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자 미

세화를 통한 류 도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벌크형태 MgB2 도체를 MPMS 

나 PPMS 를 사용하여 럭스 피닝과 임계 류 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비  방법으로 측정한 임계 류 도 값과 4 단자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통

특성치에 한 비교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화특성  통

류법의 결과를 함께 비교 평가하 다.

기 분말인 Mg (Tanshan weihao, 4~6μm, 99.7%) 분말과 B (Tanshan weihao, 

~1μm, 95~97%) 분말을 톨루엔에서 1.9 mm 의 지르코니아 볼을 사용하여 2시간 동

안 200 rpm의 속도로 볼 링한 후, 진공오 에서 100℃에서 건조시킨다. 볼 링하

여 건조시킨 B 분말을 리세린에 넣고 음  혼합시킨 후, 핫 이트에서 마그

네틱 바를 넣어 완 히 혼합한다. 혼합된 리세린과 B 을 진공오 을 이용하여 

200℃ 온도에서 건조시킨다. B 분말과 리세린 도핑 한 B분말을 in-situ 공법으로 

1:2의 조성비로 Mg 과 혼합하 다. Fe tube는 안지름 6 mm, 바깥지름 8 mm인 Fe

를 사용하 으며, 모두 15 cm 길이로 잘라낸 후, tube 내부의 미세한 불순물을 제

거하기 해서 에탄올에 담그고 음  세척기를 사용해서 세척하 다. Fe 튜 는 

선재 제조 시 경화를 완화시키기 하여 900℃에서 2시간동안 어닐링을 한 후, 혼

합한 Mg+B 분말을 채워 넣는다. 분말을 채워 넣기 에 한쪽을 Al foil 을 이용하

여 막은 후 분말을 채우고 다른 한쪽을 Al foil 로 막는다. 분말을 채운 Fe 튜 를 

단계별로 튜 의 직경을 여가며 1.42 mm 직경까지 인발을 하여 선재를 만들었

다. 선재를 4.5 cm 길이로 자르고 Ar 분 기에서 600˚C에서 10시간, 40시간 , 650˚

C, 800˚C, 900˚C에서 30분 열처리를 하 다. 열처리 시에는 모든 선재의 산화를 방

지하기 해 Ti 튜 에 넣어 양 끝을 인한 후 진행하 다. 열처리한 선재는 약 3 

mm 의 길이로 잘라서 MPMS를 이용하여 7 T 까지 자장을 변화시켜 자화특성을 

측정하 으며, 38 mm의 길이로 통 류를 측정하 다. 통 류는 4.2 K에서 1 μ

v/cm 의 압 기 으로 정의된 임계 류를 4 단자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류

인입선  압단자는 납땜의 방법으로 연결되었고, 압 탭 사이의 거리는 1 cm 

이다. 그림 3-60은 통 류 측정 시 사용되는 로 를 액체 헬륨에 담겨 있다가 

시편을 교체하기 해 꺼내었을 때의 모습이다. 로 의 길이는 약 2 m 가량 되며 

총 5개의 시료를 한 번에 장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림 3-61(a)). 류인입선  

압단자는 납땜의 방법으로 연결되었고 (그림 3-61(b)), 압 탭 사이의 거리는 1 

cm (그림 3-61(c))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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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0. Photograph of sample probe

Figure 3-61. (a) sample holder (b) soldered samples on the holder (c) connecting 

voltage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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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는 각 조건별 선재들을 자화법을 이용하여 임계 류를 측정한 결과이

다. 5 K 과 20 K에서 자장의 변화에 따른 류 도 값을 나타낸 그래 로 5 K에

서 볼 링과 리세린 처리한 시료들의 임계 류 도 값이 순수한 MgB2 의 값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순수 MgB2 가 열처리 온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

은 류 도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링하여 보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리

세린의 도핑에 의해 C 도핑이 효과 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순수 

MgB2의 열처리 온도별 값들을 비교해 보면 더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한 Jc 값이 미

세하지만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순수 MgB2 일 경우 열처리 온

도가 높음으로 인해 입자성장이 발생하여 Jc 값이 상 으로 낮은 값을 갖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링  리세린 처리한 시료를 900℃에서 30분간 열처리 한 

것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5 K, 5 T에서 37,000 A/cm
2
 의 값을 가지며 650℃에

서 30 분간 열처리한 순수 MgB2의 값보다 3배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낸다. 600℃에

서 10 시간, 40 시간 열처리 한 선재들의 Jc 값은 900℃와 650℃에서 열처리 한 값

의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650℃에서 열처리 하는 것 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입

자성장이 크게 생겨나지 않았고, 900℃에서 열처리 한 것 보다 도핑이 완 히 이루

어 지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링  리세린 처리 한 시료들만을 살펴보면 650℃

에서 열처리한 것이 900℃에서 열처리 한 것보다 더 낮은 값을 갖는데, 이것은 

리세린 도핑 시 C 치환이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3은 자화법을 이용하여 임계온도를 측정한 결과인데, 링하고 리세

린 도핑 한 결과와 순수한 MgB2 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링

하고 리세린 도핑한 시료가 순수 MgB2 보다 더 낮은 값을 갖는다. 순수 MgB2 에

서는 더 높은 온도인 900℃에서 열처리를 한 값이 650℃에서 열처리를 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 한 도핑한 MgB2 결과에선 600℃에서 더 오랜 시간 열처리를 한 

값이 더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체 으로 그래 가 명확하지 

않고 broadening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64는 각 조건 별 MgB2 선재의 (a) 임계 류와 (b) 임계 류 도의 자장 

의존성에 한 그래 이다. 임계 류와 임계 류 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순수 MgB2 에서는 650℃에서 열처리한 선재가 900℃에서 열처리한 선재보다 모든 

자장에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입자 크기에 따른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하면 입자가 성장하여 그에 따라 럭스 피

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입계가 상 으로 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값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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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은 링  리세린 처리 한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선재를 900℃에서 30

분간 열처리 한 시편으로 4.2 K, 11 T에서 1,360 A/cm
2
 의 값을 보이며 650℃에서 

열처리한 시편은 같은 자장에서 360 A/cm
2
 의 류 도 값을 나타내었다. 더 낮

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동안 열처리를 한 선재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은 C 도

핑의 향이라 사료된다. C은 B 자리에 치환될 때 낮은 온도 보다 900℃ 이상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분말 조건임에도 650℃에서 30분간 열처리 한 것

은 C 도핑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된다. 반면 더 낮은 온도

인 600℃에서 열처리 한 것도 900℃에서 30분간 열처리 한 선재와 비슷한 류 도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900℃보다 

입자 크기가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에서는 입자가 잘 성장하지 않으므로 미

세한 MgB2 입자를 갖게 되고, 결정입계가 럭스 피닝 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

자 미세화를 통한 류 도 향상을 얻을 수 있다. 탄소 도핑에 의한 효과가 있는지

는 추후 분석을 통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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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4. (a) Transport Ic (b) transport Jc of Fe sheathed wires with un-doped 

and doped MgB2  (at 4.2 K, criterion : 1μV/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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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MgB2 다심선재 제조를 한 기 공정 연구

1. 7심 MgB2/Fe/Fe 선재 제조

MgB2 의 단심 선재를 제조하기 하여 Mg 와 B 분말을 혼합한 분말을 비한

다. 시스 (sheath)는 Fe (99 %), C (0.2 %)와 Mn (0.8 %) 로 되어있는 재료이고, 외

경이 8 mm, 내경이 약 6 mm, 길이가 387 mm 이다 (그림 3-65). 시스에 분말을 채

우기 에 Ti 튜 에 넣고 Ar 가스 분 기에서 900℃에서 1 시간 유지하는 조건으

로 열처리를 실시한다. 열처리된 Fe 튜  안에 혼합한 Mg + B 분말을 채우고 양 

끝을 압착시켜 막는다. 이때 채운 분말은 약 8.34 g 이었고 packing density는 약 

29.3 % 이었다. 기에 외경 8 mm 인 튜 를 swaging 하여 지름을 여가며 1.2 

mm의 직경까지 인발을 하 다. 직경 1.92 mm 까지는 swaging을 사용하고, 그 이

하의 직경에서는 groove roller 를 사용하 다. 선재가 길어졌을 때, 그림 3-66 에서

처럼 지그에 물린 선재의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해 고무와 같은 것을 다. 최

종 으로 직경 1.2 mm 까지 인발 하 을 때의 최종 길이는 10.8 m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공정으로 제조한 단심 선재를 Fe 시스에 채워 넣고 7심 다심 선재를 제조하

다. 직경 1.8 mm의 단심 선재를 직경 6 mm의 Fe 시스에 채우고, 직경 5.75 mm 

까지 인발 한 후에 800℃ 온도에서 30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닐링 한다. 직경 1 

mm 까지 인발을 하여 최종 길이 10.8 m의 선재를 제조하 다.

2. 19심 MgB2/Fe/CuNi 선재 제조

다심 선재를 제조할 단심선재를 제조한 후, 튜 에 넣을 때 균질하게 채워 넣기 

해 최종 직경 1.42 mm의 단심선재를 1.38 mm 사이즈의 육각형 모양의 다이를 

사용하여 한번 더 인발한다. 최종 으로 육각형 모양 다이에 인발한 선재를 외경 9 

mm, 내경 7 mm 의 CuNi 튜 에 채워 넣는다 (그림 3-67). 채워져 있는 단심선재

들을 고정하기 해 직경 8 mm로 인발을 하고, 분말이 반응하는 온도 이하인 50

0℃에서 1시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닐링을 한다. 어닐링 한 선재를 인발을 한 후, 

직경 5.15 mm에서 500℃에서 한 번 더 어닐링을 한다. 직경 3.5 mm 까지 인발을 

한 후에는 선재의 끊어짐이 발생하여 더 높은 온도에서의 어닐링이 필요하 다. 따

라서 최소 800℃이상의 온도에서 어닐링이 필요하며, 본 실험에서는 900℃에서 30

분간 어닐링을 하 다. 인발 후 최종 직경은 1 mm 이다. 그림 3-68은 다심 선재의 

인발 과정 에 구경별로 찰한 선재 단면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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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5. Initial Fe sheath tube [Fe (99%) + C(0.2%) + Mn (0.8%)]

Figure 3-66. The schematic view of 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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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7. Multi-filamentary wire after stacking into CuNi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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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8. OM images of the 19 filaments MgB2/Fe/CuNi wire



- 129 -

제 7  연구개발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

연도
논문명

 자

학술지명
Vol.

(No.)

국내

외 

구분

SCI

구분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2007

Influence of magnesium powder 

and heat treatment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Fe wires

Tan 

Kai Sin
김찬

김남규, 김이정, 

병

Progress

in

supercond

uctivity

Vol 9.

(No 

1.)

국내 X

2007
Influence of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on the critical 
properties of C4H6O5-doped 

MgB2/Fe wire
병 병

김정호, 

Shi Xue Dou

김찬

Progress

in

supercond

uctivity

Vol 9.

(No 

1.)

국내 X

2007
Effects of annealing temperature 

on superconduction properties 
of charcoal doped MgB2

김남규 김찬

Tan Kai Sin, 

병 , 박해웅, 

주진호

Progress

in

supercond

uctivity

Vol 9.

(No 

1.)

국내 X

2007

The effect of heat-treatment 

temperature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alic acid-doped MgB2/Fe wire

병 병 김찬

Supercond

. Sci. and 

Technol.

20 국외 O

2008

Influence of magnesium powder 

and heat treatment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Fe wires

Tan 

Kai Sin

Tan 

Kai Sin

김남규, 김이정, 

병 , 김찬

Supercond

. Sci. and 

Technol.

21 국외 O

2008

Effective carbon incorporation in 

MgB2 by combining mechanical 

milling and glycerin treatment of 

boron powder

병 병
김이정, Kai Sin 

Tan, 김찬

Supercond

. Sci. and 

Technol.

21 국외 O

2008

Enhancement in critical current 

density and irreversibility field 

of bulk MgB2 by C and CaCO3 

co-addition

Tan 

Kai Sin

Tan 

Kai Sin

S. K. Chen, 

병 , 김찬

Supercond

. Sci. and 

Technol.

21 국외 O

2008

Influence of heat treatment on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MgB2 bulk sintered
in vacuum and flowing Ar 

atmosphere

Tan 

Kai Sin

Tan 

Kai Sin

김남규, 김이정, 

병 , 김찬
Physica C 468 국외 O

2008

Effect of charcoal doping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superconductor

김남규 김찬

Tan Kai Sin, 

병 , 박해웅, 

주진호, 김찬

Physica C 468 국외 O

2008

Effect of glycerin addition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김이정 김찬

병 , Tan Kai 

Sin, 김 구, 

손재민

Physica C 468 국외 O

2008

Influence of intermediate 

annealing on the microstructure 

of in situ MgB2/Fe wire

병 병

김이정, Tan Kai 

Sin, 김정호, 

Xun Xu, Shi, 

Xue Dou, 

김찬

Physica C 468 국외 O



- 130 -

게재

연도
논문명

 자

학술지명
Vol.

(No.)

국내

외 

구분

SCI

구분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2008

기계  링  리세린 처리된 

보론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된 

MgB2의 임계 류 도 향상

병 병 김이정, 김찬

Progress

in

supercond

uctivity

10

(1)
국내 X

2008

어트리션 볼 링에 의한 보론 

분말의 미세화  MgB2의 

도특성

이지 박해웅
신승용, 병 , 

김찬

Progress

in

supercond

uctivity

10

(1)
국내 X

2008

Field, temperature and strain 

dependence of the critical 

current for multi-filamentary 

MgB2 wire

오상 오상
김정호, 이철희, 

최희경, 김찬
Physica C 468 국외 O

2009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a 

MgB2 Bulk Formed by Using a 

MgB4 + Mg Mixture

Tan 

Kai 

Sin

병 김찬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

(4)
국내 O

2009
고효율 력ㆍ의료용 MgB₂ 

도 선재 개발
김찬 김찬 월간 기

2009/0

4/01
국내 X

2009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prepared from attrition 

ball-milled boron powder

이지 박해웅 신승용, 김찬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

s

476 국외 O

2009

Influence of milling time and 

glycerin treatment for boron 

powder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bulk

김이정 김찬

병 , Tan 

Kai Sin, 

손재민, 김봉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O

2009

Pore formation in in-situ 

processed MgB2 

superconductors

이지혜 김찬
김규태, 병 , 

손재민, 김 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O

2009

Phase formation and critical 

current density of MgB2/Fe 

wire fabricated using 

mechanically milled boron 

powder by low temperature 

heat-treatment process

병 병
김남규, Tan 

Kai Sin, 김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O

2009
Effects of carbon substitution 

via ball-milling in MgB2
이지 박해웅 병 , 김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O



- 131 -

게재

연도
논문명

 자

학술지명
Vol.

(No.)

국내

외 

구분

SCI

구분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2007

In-situ MgB2 선재의 소결온도와 

SiC 함량에 따른 미세조직  

도 특성 연구

황수민 임 형

박의철, 박시홍

장석헌, 김규태

주진호, 강원남

김찬

Progress

in

supercond

uctivity

Vol 9.

(No 

1.)

국내 ×

2008

Effect of carbon black doping 
on the microstructure and 

critical properties of

MgB2 superconductor

임 형 주진호

김규태, 박의철, 

이창민, 심종 , 

강원남, 김찬

Physica C 468 국외 O

2008

Effects of the sintering 
temperature and doping of C60 

and SiC on the critical

properties of MgB2

임 형 주진호

장석헌, 황수민, 

최 , 강원남, 

김찬

Physica C 468 국외 O

2008

Superconductivity of Epitaxial 

MgB2 Thick Films and MgB2 

Nanowires Grown by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성원경 강원남 Physica C 468 국외 O

2008

Growth of MgB2 Thin Films on 
Alumina-Buffered Si Substrates 

by using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이태경 이태경
박세원, 성원경, 
허지 , 정순길, 
안기석, 강원남

Physica C 468 국외 O

2008

Possible origin of double-peak 

behavior of the pinning force 

density in thick MgB2 films 

with columnar structures

정순길 강원남
성원경, 이남훈, 

Mahipal Ranot

J. Kor. 

Phys. Soc.

게재

정
국내 O

2008

Growth of MgB2 thin films by 

using a novel laser-assis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technique

정순길 강원남
이남훈, 성원경, 

최은미, 이성익

Supercond

. Sci. 

Technol.

21(8) 국외 O

2007

Influence of Mg deficiency on 

superconductivity in MgB2 thin 

films grown by HPCVD

허지 강원남 성원경, 정순길

Supercond

. Sci. 

Technol.

20(12) 국외 O

2007

Preparation of Epitaxial MgB2 

Thick Films at Low 

Temperatures by Using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허지 강원남
이태경, 강원남, 

양남근, 박제근

J. Kor. 

Phys. Soc.
51(5) 국내 O

2009

Fabrication of superconducting 

MgB2 thin films on textured 

Cu(100) tape by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태경 강원남

Mahipal Ranot, 

성원경, 정순길, 

, 주진호, 김찬

, 병 , 김

하, Y Zhao, S 

X Dou

upercond

u c t o r 

S c i e n c e 

a n d 

Technolo

gy

22 국외 O

2009

Development of carbon-doped 

ex-situ MgB2 wire by 

mechanical alloying

황수민 임 형

최 , 박의철, 

주진호, 강원남, 

김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O



- 132 -

게재연

도
논문명

 자

학술지명
Vol.

(No.)

국내

외 

구분

SCI

구분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2009

Fabrication of ex-situ 

processed MgB2 wires using 

nano carbon doped powder

이창민 주진호

박진 , 황수민, 

임 형, 강원남, 

김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O

2009

Effects of nano-carbon doping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MgB2

임 형 주진호

심종 , 최 , 

박진 , 김원, 

김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O

2009

Enhancement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MgB2 thick 

films by Ag and Cu impurity 

layers

M. 
Ranot 강원남

성원경, 정순

길,

이남훈, 주진

호,

Y. Zhao, S.X. 

Dou

Physica C
게재

정
국외 O

2009

Mechanical Alloying and 

Combined Process of in-situ 

and ex-situ to Fabricate the 

ex-situ C-doped MgB2 Wire

황수민 주진호

이 창 민 , 임

형 ,최 ,박

진 , 병 ,

김찬

Progress 

i n 

Superco

nductivi

ty

V.10 

N.2
국내 O

2009

A simple method for the 
enhancement of

Jc in MgB2 thick films with an 
amorphous

SiC impurity layer

정순길 강원남 박세원, 성원
경, M. Ranot

Supercon

d. Sci. 

Technol.

22

(0750

10)

국외 O

2009

Influence of Ag- or 

Cu-Impurity Layers on the 

Microstructure and 

Flux-Pinning Properties of 

MgB2 Thick Films

M. 
Ranot 강원남 성원경, 정순길

J. Kor. 

Phys. Soc.

54

(2343)
국내 O



- 133 -

게재연

도
논문명

 자

학술지명
Vol.

(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2007

Characterization of 
the High Energy 

Milled Boron 
Precursor

Powders in the 
Synthesis of MgB2 

Superconductor

이지 박해웅
김찬 ,

신승용

Progress in 

superconduc

tivity

9권

1호
국내 X

2008

음  분무열분해를 

이용한 MgB2 

분말합성

박성창 김철진

김찬 ,

임 진,

강성구,

정 기

한국 도․
온공학회

논문지

10권 

1호
국내 X

2008

Refinement of 

crystalline Boron and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by attrition ball 

milling

이지 박해웅

김찬

병

신승용

Progress in 

superconduc

tivity

10권

1호
국내 X

2008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nano-sized MgB2 

powderbyspray 

pyrolysismethod

정 기 김철진

송규정, 

김찬 , 

박성창, 

임 진,

강성구

Physica C 468 국외 O

2008

TEM analysis of the 

interfacial defects in 

the superconducting 

C-doped MgB2 wires

강성구 김철진

병 , 

김찬 , 

정 기, 

박성창

Physica C 468 국외 O

2008

Fabrication of MgB2 

thin films on r-Al2O3 

substrates by 

rf-sputtering and 

thermal evaporation

박성창 김철진

김찬 , 

송규정,

정 기, 

강성구

Physica C 468 국외 O

2009

Characteristics of 

MgB2 thin films 

synthesized by 

co-evaporation 

method

박성창 김철진

정 기

강성구

임 진

김찬

Modern

Physics B

accept

ed
국외 O

2009

Microstructure of 

MgB2 thin film 

deposited on r-plane 

sapphire substrate by 

co-evaporation 

method

강성구 김철진

박성창

정 기

정 길

김찬

Physica C
accept

ed
국외 O



- 134 -

2. 특허 성과

구분 연도 특허명 등록(출원)인 등록(출원)국 등록(출원)번호

등록

출원

2008

리세린이 첨가된 

MgB2 도체 

제조방법

김찬

병

김이정

한국 2008-18210

2008

붕화마그네슘 도 

다심 선재의 제조 방법, 

제조 방치  이에 의해 

제조된 붕화마그네슘 

도 다심 선재

김찬

김철진

박성창

정 기

강성구

한국 2008-0075191

2008

기계  합 법을 이용한 

이종원소가 도핑된 MgB2 

도체 제조방법

임 형, 황수민, 

최 , 심종 , 

주진호, 김찬

한국 10-2008-0085023

2009
이붕소마그네슘 도 

선재의 제조 방법

병

김찬

김남규

한국 2009-001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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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교육훈련  국외출장

    가. 국내․외 교육훈련 성과

구 분 국가 기 명 기간 참가자 교육내용

국내

한국
성균 학

교
2008.1.23~25

주진호 외 

6명
도 기 강좌 참가

한국 경상 학교
2007.7.24

~2007.7.27
강성구

제14차 투과 자 미경 

Workshop

한국 경상 학교
2008.1.17.

~2008.1.18.
강성구

2008 투과 자 미경 연구장

비 의회  단기강좌

한국 경상 학교 2008. 5. 16 박성창 교류손실 연구회

한국
성균 학

교
2008.10.17-18

주진호 외 

8

MgB2 도 선재의 자기

특성 연구 워크샵

한국
성균 학

교
2009.2.12-13

주진호 외 

3명

고효율에 지기기과정( 도

기 )

한국
한국원자력

연구원
2008.10.17-18

김 찬 외 

10인

MgB2 도 선재의 자기

특성 연구 워크샵

한국
한국원자력

연구원
2008.6.11-12

이지혜외 

4인
고효율 도 력기술 강좌 

한국
한국기술교육

학교

2008.10.17

~2008.10.18

박해웅

이지

MgB2 도 선재의 자기특성 

연구 워크샵

한국
한국기술교육

학교

2009.02.12

~2009.02.13

이지

김효진

고효율 에 지기기과정 : 도 

기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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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출장 성과

국가 기 명 기간 출장자 출장업무내용

호주
University of 

Wollongong 

2007. 1. 16- 

2007. 3. 7
병

MgB2 도 선재 가공  임계 

특성 평가

국

Tangshan 

Weihao 

Magnesium 

Co. Ltd. 

2007. 5. 17- 

2007. 5. 20
김찬

MgB2 도 분말 품질  공  

논의

일본 스즈끼쇼깐
2007. 

2/11~2/14
정천근 온 냉각 장치 설계

호주

IUMRS_ICEM 

2008 학회  

University of 

Wollongong 

2008. 7. 26- 

2008. 8. 2
김찬

학회 논문 발표  울 공 학 MgB2 

도 연구자 교류회

미국 ASC 2008
2008. 8. 17- 

2008. 8. 24

Tan Kai 

Sin
학회 논문 발표

미국 LAM
2008/11.30~

12/13
박 명 마그넷 설계  

일본 ISS 2007 2007.11.5-7
김철진,

강성구
학회 논문 발표 3건

일본 ISS 2007 2007.11.5-7
박해웅,

신승용
학회 논문 발표 1건

일본 ISS 2008 2008. 11

김찬 , 

병 ,

박순동

학회 논문 발표

일본 ISS 2007
2007. 11. 4- 

2007. 11. 8
강원남 연구 결과에 한 논문 발표

일본 ISS 2008
2008. 10. 26-

2008. 10. 30
강원남 연구 결과에 한 논문 발표

호주
IUMRS-ICEM 

2008

2008. 7. 27-

2008. 8. 2
강원남 연구 결과에 한 논문 발표 

호주
IUMRS-ICEM 

2008

2008.7.28-8.

1

박해웅, 

이지
학회 논문 발표 1건

호주
IUMRS-ICEM 

2008

2008.7.28-8.

1

김철진,정

기,강성

구

학회 논문 발표 3건

일본 ISS 2008
2008.10.27-2

9

박해웅, 

이지
학회 논문 발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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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술회의 참석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참가국 인원 기간(일)

한국 기 자재료학

회, 도 

자성분과

MgB2 

도 
한국 50여명 2007. 3. 30~31 한국, 태안

한국재료학회

춘계학술발표 회
재료 한국 수백명 2007.5.10~11 무주리조트

한국세라믹학회 , 

춘계 연구발표회
재료 한국 수백명 2007.4.20 - 21 서울, 연세

도 온공학회 

2007년도 학술 회
도 응용 한국 수백명 2007.10.11-12. 무주

KSS 2007 벌크  선재 한국, 일본 수백명 2007. 8. 16 - 18 용평

ISS 2007 벌크  선재
일본외 

다수
수백명

2007. 11. 5 - 

2007. 11. 7 
쯔꾸바

KSS 2008 벌크 제조 한국, 미국 수백명
2008. 7. 9 -

2008. 7. 11
용평

ISS 2007
도

이론, 응용

일본외 

다수
5백여명 2007. 11. 5 - 7 일본, 쯔쿠바

한국 기 자재료학

회, 도 자성분과
MgB2 도 한국 60여명 2008. 2. 14 - 15 한국, 남해

한국 도춘계워크

샵

도

이론, 응용
한국 2백여명 2008. 3. 27 - 28

한국원자력연

구원

2008년 한국결정학회 

춘계연구 발표회

도

이론, 응용
한국 3백여명 2008. 5. 23.  서울 (KIST)

ICEC22-ICMC2008
도

이론, 응용

한국외 

다수
수백명 2008.7.21-25 서울 코엑스

IUMRS-ICEM 2008
도

이론, 응용

호주외 

다수
수백명 2008.7.28-8.1 호주 시드니

ISS 2008
도

이론, 응용

일본외 

다수
5백여명 2008. 10. 27 - 29 일본, 쯔쿠바

2009년 한국 도

춘계워크샵

도

이론, 응용
한국 2백여명 2009. 2. 19 - 20 서울, 이

KSS 2009 벌크  선재 한국, 일본 수백명 2009. 7. 8 - 10 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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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구분(연도) 세부연구목표
가 치 

(%)

평가의 착안  

 기

달성도 (%)  

내용

1차년도

(2006)

선재원료용 나노

분말제조
20

나노분말 100나

노미터 이하

100

탄소 도핑 분말의 링으로 50 nm

의 dopant 분말 제조. 보론 분말의 

링으로 수백 nm 크기의 분말 제

조

럭스피닝 재료 

탐구 연구
40

임계 류 도 평

가 자료

100 

탄소분말과 유기물에서 미세 탄소

제조. 종이재, 목탄, 액체 리세린

으로부터 럭스 피닝용 탄소 추출

선재제작 기 실

험
40

Power- in-tube 

공정연구 결과

100

끝단 가공기 swager 제작. 기존의 

Powder-in-tube 공정을 Fe sheath

로 용

2차년도

(2007)

단선재 제조 조

건 확립
40

10 meter  단

심선재

100

기존의 PIT 공정을 Fe sheath로 성

공 으로 용, 직경 1.42 mm, 길

이 10 m  선재 제조

럭스 피닝 재

료 역할 규명
30

류 도향상 기

자료

100

종이재, 리세린으로부터 럭스 

피닝용 탄소 첨가. 링 공정에 의

한 결정립계 피닝 향상

도 특성평가

용 장치제작
30 장치 설계도

100

통  임계 류 도 측정용 로  

제작  비 테스트 완료

3차년도

(2008)

시스 ( s h e a t h )용 

재료개발
20

Fe, Cu, Cu-Ni 

합  평가자료

100

Fe, Cu, Cu-Ni등의 속 시스 재료

를 이용한 MgB2 도 선재 제조

다심선재 기 연

구
30

길이 10 m  10

심 다심선재

95

7심  19심 10m  다심 선재 제

조. 가공경화로 인한 간 열처리 

공정으로 도 특성은 악화됨 

단심선재 자기 

특성연구
50

류 도 105 

A/cm
2
 at 20K, 

1 T

100 

단심선재의 자기  자기 특성  

통  자기 특성 평가. 링  

리세린 처리된 B 분말을 이용한 

선재에서 목표치 이상의 값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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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분야에의 기여도

MgB2 도 선재 제조 기술 확립의 1단계 최종 목표아래 B 분말의 링 공정, 

탄소 도핑에 의한 럭스 피닝 향상 연구, 단심 선재의 제조  자기 특성 평가, 

선재의 통  류 도 특성 평가등의 연구를 성공 으로 수행하 다고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MgB2 도 선재 제작에 련 확보된 연구 기술 가운데 핵심기술은 내자장 

특성을 향상시키는 럭스 피닝 기술, 원재료의 입자를 미세화 하는 나노 기술, 

속 시스에 감싸서 선으로 만드는 선재화 기술, 다심 선재로 만드는 다심화 기술, 

AC 력기기 응용에서 선재의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AC 손실평가  최소화 기

술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MgB2 도 선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도 선재 

제작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MgB2 도 선재의 국산화 기술은 도 

선재를 상품화 하려는 기업에게 이 되어 고부가가치 도 상품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이는 도 력기기 산업의 발달과 국내 도 산업의 기반 확립에도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재료 물성을 최 화하기 한 재료 설계 기술의 확

립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들은 다른 자기 분야의 연구에도 용될 것으로 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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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경제성장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에 지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며 그

에서도 기에 지의 사용량은 더욱 격히 증가할 망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에서는 기에 지 약  고 효율화 측면에서 온 도 선재를 이용한 도 

력기기들을 개발하여 왔으나 고가의 액체헬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 인 면에

서 기존의 력기기에 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 다. 그러나 일반 인 cryo cooler

로 냉각이 가능한 온도인 39K의 온도에서 도성을 보이는 MgB2 도체의 발

견으로 기존의 속계 온 도체를 체할 커다란 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고효율 력기기 개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MgB2 도 선재는 기존의 Bi계 고온 도 선재와 달리 구체 가격이 렴

할 뿐만 아니라 가의 Fe계 속 피복재를 사용할 수 있어서, 피복재의 선택의 폭

이 넓고, 선재 제작이 비교  용이하여 제조가격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개발 

성공시 기존의 온 도 선재를 사용한 의료용 MRI의 가격과 유지비를 폭 낮

출 수 있기 때문에 온 도 선재를 체할 뿐만 아니라 MRI의 보  확 에 따

라 력응용 분야 시장 규모는 크게 확 되어 질 것이다. 특히 MgB2 도 선재

는 Bi계 고온 도 선재와는 달리 선재화 공정  경제성에서 비교 우 를 가져 

지속 인 특성 향상만 이루어지면 20 - 30 K의 온도 역과 5 T 이하의 간 역의 

자장이 요구되는 규모 력응용 기기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어 에 지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체용 모터 (>1,000hp), 변압기, 발 기, 한류기, 자기분리

용 자석 등에서 막 한 경제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측되어 진다. 향후 이와 같

은 력 응용기기 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재료로 무한한 잠재 인 가능성이 있어 

차세  기, 기계분야, 의료  수송 분야 등의 각종분야에 그 응용이 확  되어질 

것으로 망되어 진다 (아래 표 참조).

재료
형태

핵심기술 응용분야 개발 상제품

MgB2

선재

력기기 기술
(AC 응용)

력기기
변압기, 한류기, 모터, 송 이블, 
SEMS

마그네트응용
기술
(DC응용)

의료기기 고자장 도 MRI, NMR

반도체 공정 Si 단결정 성장장치

환경 도 자기분리장치

교통 자기부상열차

거 과학 핵융합로, 입자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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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여러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특허 황  논문을 수집하 다. 해외 특허는 미

국과 일본에서 나온 것들을 으로 악해 책자화 하 다. 연구개발 과정  수

집한 해외 SCI 논문은 MgB2 도 제조 공정, 탄소 도핑 효과, PIT 공정  

sheath 재료, 임계 특성, 응용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책자화 하 다. 본 장에서는 미

국 특허 등록된 목록을 한 로 언 하 다. 

번호 특허명 보유기 명

US 6,511,943 B1

SYNTHESIS OF MAGNESIUM DIBORIDE BY 

MAGNESIUM VAPOR INFILTRATION 

PROCESS(MVIP)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lamos, NM (US)

US 6,5114,557 B2
SYNTHESIS OF SUPERCONDUCTING 

MAGNESIUM DIBORIDE OBJECTS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Ames, IA (US)

US 6,579,360 B2
FABRICATION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US)

US 6,586,370 B1
METAL BORIDE BASED 

SUPERCONDUCTING COMPOSITE

Nove' Technologies, Inc, 

El Segundo, CA (US)

US 6,591,119 B2
SYNTHESIS OF SUPERCONDUCTING 

MAGNESIUM DIBORIDE OBJECTS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Ames, IA (US)

US 6,878,420 B2 MGB2 SUPERCONDUCTORS
Lucent Technologies Inc, 

Murray Hill, NJ (US)

US 6,626,995 B2

SUPERCONDUCTOR INCORPORATING 

THEREIN SUPERCONDUCTIVITY EPITAXIAL 

THIN FILM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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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K. Onnes에 의해 항이 제로가 되는 도 상이 최  (1911년)로 발견된 이

래 도체에 한 이론  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1980년 반 액체질소 

온도 (77 K)에서도 도 상을 나타내는 고온 도체의 발견 이후, 속한 선재

화 (線材化)기술의 발 에 힘입어 최근에는 수 킬로미터의 고온 도테이 에 해

서도 공학  임계 류 도가 100 A/mm2 (@77 K/self-field) 이상으로 기존 구리의 

허용 류 도보다 100배 이상 높아 그 응용 가능성이 커져, 력 이블  한류기 

등과 같은 고온 도 력응용의 상용화를 한 선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고온 도 체의 경우 선재화가 용이 하지 않고 모재를 Ag를 사용함으

로써 가격경쟁력이 히 떨어져 서서히 산업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에 고온 도 체에 비하여 임계온도가 낮지만 장선화가 

용이하며 가격이 렴한 MgB2 선재가 개발되어 이를 응용하려는 시도가 이러 곳에

서 시도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MgB2 선재가 개발 되었을 때 이를 극 으로 산업에 이용

하기 해서 가장 실성 있는 응용 분야인 도자석에 선재를 활용하기 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 는 온 도 선재를 이용하여 도 자석을 개발할 때 필요한 

각종 기술들을 MgB2 선재를 활용하는데 목시키는데 있다. NbTi와 같은 온 

도 선재는 기계 인 특성이 뛰어나고 가공성이 훌륭하기 떄문에 MgB2 선재를 사

용하는데 그 기술을 바로 목 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

하려는 MgB2 선재의 경우 Winding & Reaction 공법으로 자석을 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NbTi에 사용되는 기술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Nb3Sn과 

같은 열처리가 필요한 선재의 기술을 극 활용하여 MgB2 도 자석의 제작 공

정을 확립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도 선재의 권선, 열처리 함침과 같은 제작 공정 기술 

둘째 냉각 류 통  Quench 보호 와 같은 운  기술  

셋째로 AC loss와 같은 자석 특성 분석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그 범 로 하

다. 

특히 Sample에서는 좋은 특성을 보이지만 자석으로 제작하 을 때 심각한 

Degradation이 나타나는 도 자석의 특성을 최 한 보완하여 선재의 특성을 십

분 활용하는데 그 근본 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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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국내에서는 온 도 선재를 이용하여 MRI와 Silicon Growing Magnet과 같은 

도 자석을 제작하 고, 이미 상용화 시킨 제품도 있다. 그리고 고온 도체의 

경우 력기기로의 응용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MgB2 도 자석의 개발은 국내에서는 무 한 상태이며 해외로는 미국 

이탈리아 일본 국에서 시험용 코일은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문헌 

[1][2][3][4]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콜럼버스社 경우 가장 극 으로 그 실질 인 용

도를 찾는 이며 MRI에 극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Hypertech의 경

우 18심 선재를 개발하여 4T  도 Solenoid를 제작하여 시험하고 있다. 일본

의 경우에도 학 등에서 요소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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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도 자석 Degradation의 이론  배경

1. Distributed disturbances 

가. 물리  상과 의미

MgB2 도 자석을 제작 할 경우 일반 도 자석과 동일한 물리  상황에 취

하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기 해서 자석의 Degradation에 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간에 해서 비교  균등한 에 지가 범 하게 에 지가 갑작스럽게 방

출되는 경우에, 온도는 단열상태에서 heat capacity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그

런데, 극 온 상태에서는 heat capacity가 상온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0.001배 

정도)  극 온 상태에서는 매우 작은 열량에 해서도 온도가 격히 상승할 가능

성이 있다. 도 자석은 이러한 상이 일어 날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

- 극 온 상태에서의 heat capacity는 통상 에 비례함

- Volumetric Specific Heat :        

  (  : Absolute temperature /   : density () /  : specific heat ( ))

  volumetric specific heat이 온도에 하여 NbTi, Nb3Sn의 경우에 임계온도 근

처에서 톱니형태의 비선형 인 specific heat의 변화가 발생 한다. Volumetric 

Specific Heat의 공식을 토 로 도에서의 엔탈피를 0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분식으로 표 할 수 있다. 

   




   / =volumetric specific enthalpy

나. 운 류 마진의 의미 (Margin of safety)

마그넷을 임계 류 이하에서 동작시키는 것은 아래의 그림3.1.1 Jc vs   그래 에

서 이해 가능하다. 만약, 에서 운 하는 마그넷의 임계 류 도가   이고 해당 

마그넷의 실제 운 류 도가  이라면 그 차이만큼의 운  마진이 발생하고 해

당 마진은 온도 측면에서는 - 만큼의 온도마진으로 환산될 수 있는데, 

distributed disturbance에 의한 온도 상승분이 해당 마진을 과하게 되면 운 류

의 일부는 선재의 상 도부분에 흐르게 되어 추가 인 heat input을 발생시킨다. 이

때부터는 온도는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임계 류는 지속 으로 감소하여 마그넷의 

온도는 까지 증가하게 되어 완 한 Quench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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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tric specific enthalpy를 기반으로 하여 6T magnet을 4.2K에서 동작 시

키고 Jm/Jco=0.9로 운 할 때 온도마진만큼의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volumetric 

energy를 계산하 을 경우. 해당 값은 750 J/m
3
 이며, 이정도의 양은 상온에서는 

겨우 × 의 온도상승을 야기하는 양이다 이는 극 온 마그넷에서 매우 은 

에 지가 Quench를 유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 다. 

2. Point Disturbance with 1-Dimensional consideration 

가. 물리  상과 의미

와 같이 비교  범 한 역에서의 disturbance 뿐만 아니라, 국부 인 교란  

 (local disturbance)이나 energy pulse역시 Quench의 원인이 될 수 있다.  

disturbance spectrum에서 degradation/training의 주요 원인은 transient 

disturbance이므로, 이와 같은 point disturbance, energy pulse에 의한 Quench의 가

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 Point disturbance 계산

아래의 그림3.1.2와 같이, 임계 류 도 Jc로 통 하고 있는 단선재 에서 길이가 l 

만큼의 역에서 point disturbance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 한 계산을 

간소화하기 해서, hot spot 내부의 온도는 와 같다고 가정함 ,온도에 따른 비

항의 변화를 무시하기 해서) 단열상태를 가정하여 냉각양을 계산하기 해서 온

도의 변화율을 아래와 같이 가정하면,   Point disturbance와 냉각양의 계를 수식

화 할 수 있다.








∴    


∴ 





 

발생하는 열의 크기는 
 이다. 

수식화한 l 은 Minimum Propagating Zone(MPZ)이다. point disturbance의 길이

가 l 보다 큰 경우에는 heat generation > cooling 이 성립되어 normal zone은 증가

하고 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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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산된 MPZ의 의미

disturbance의 크기가 l 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disturbance의 말단에서 발생하는 

냉각양은 거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volumetric energy density의 향이 커지게 된

다. 즉, 해당의 조건에서는 distributed disturbance라고 할 수 있다.

반 로 l 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heat conduction의 향이 커지고, Quench의 

발생 여부는 MPZ를 발생하기에 충분한 인 disturbance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라. 통상 인 NbTi의 경우에 한 MPZ, MQE 계산

6T 마그넷을 구성하는 NbTi 선재에 해, 아래와 같이 물성에 한 MPZ를 계산

  Critical current density :   ×
 

  Normal state resistivity :  × 

  Critical temperature    :    

  Thermal conductivity    :  

  

의 물성을 토 로 계산된 MPZ의 길이는...

   ≒
  와 같이 작은 부분의 선재 온도를  까지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 지의 

크기는 선재의 직경을 0.3mm 로 계산한 경우에 약    정도 이다.

3. Composite conductor 

가. Composite wire의 장

앞선 MPZ의 계산공식 (  ) 에서, MPZ를 증가시키면 MQE도 

증가  시킬 수 있으므로, 비교  조 하기가 쉬운 k와 ρ를 이용한다. 순 속의 경우

에는 극 온에서 k는 비슷한 수 으로 유지되면서 ρ는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도와 순 속을 함께 선재로 제작하여 MPZ를 상승시킬 수 있다. 한, 재의 

composite wire는 flux jumping 상을 막을 수 있도록 fine filament를 이용하여 

선재를 제작하는 특징이 있으면 이는 MgB2 선재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다.

나. Composite wire의 MPZ

Composite wire는 그림3.1.3과 같이 도/상 도의 2병렬회로로 모델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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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Flux flow resistivity : 도체내의 flux vortices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항 성분으로, 온도/자장의 함수로 표 할 수 있으며, 해당 항성분에 의해서, 

composite wire에 Jc 이상의 류가 통 될 경우에 격하게 기장이 증가하고 그

만큼의 항도 발생하게 된다. 해당 항은 도체의 상 도 상태에서의 항보

다는 작지만, composite wire의 상 도 속보다는 매우 크다. 

composite wire에 Jc 이상의 류 It가 흐를 경우에 임계 류 Ic 만큼은 도체

에, 나머지는 상 도 속에 흐르게 된다. 상 도 속에 흐르는 류는 상 도 

속의 항에 의해서 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기장은 도체에서도 동일

하게 용되어 도체와 상 도체 양쪽에서 열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열량을 단

부피에 해서 계산할 경우, 도체의 길이를 l 이라 하고, 도체 체에서 도체

가 차지하는 면 비를 λ라 하면, 만약 통 류가 임계 류보다 클 경우 다음과 같

이 열의 크기를 계산된다.

×××

∴

××
×

××
×


×


  

   공식의 E는 회로도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 




  


 ×

 
×


 × ×



∴  


 

- Jc(θ)는 1.-(2)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표 하고 이를 G 공식에 입하면...

   



 


 

  




  한, 앞서 소개한 θg 개념을 이용하여 의 G(θ) 공식에 입하면...

    











의 최종 G(θ) 공식따라 온도에 따른 단 부피당 열량은 그림3.1.4와 같은 형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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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Jc vs   

그림 3.1.2 MPZ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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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부터 열량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상이 되면 로 일정하게 유지된

다. 다만, 를 도출할 때 composite wire의 단면에 해서 온도가 일정함을 가

정했으나, 실제로는 그 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형

태가 변경될 수 있다.

2  MgB2 도 선재의 교류손실

1. MgB2 도 선재의 교류손실 평가기술

1911년 최 로 도 상이 발견된 이래, 1980년 반 특히 액체질소 온도 (77 

K)에서도 도 상을 나타내는 고온 도체의 장선화 (長線化)기술 발 에 힘입

어, 력 이블  한류기 등과 같은 도 력응용의 상용화를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력응용에 도를 응용하게 되면 이들의 고유한 자기  특성 

때문에 교류손실의 발생은 필연 이며, 이들 손실을 냉각하는 극 온냉동기는 본질

으로 사이즈가 크고, 효율이 낮으며, 고가여서 도응용의 가장 큰 장 인 소형

경량화  경제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상용화에 선행하여 개발된 도선재의 교류손실 특성에 한 평가  검토

는 필수 이다.

가. MgB2 도선재

교류손실 특성 평가  분석에 사용된 MgB2 도선재로서는 먼  본 연구개발

의 주 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에서 자체 으로 개발한 단심의 MgB2 필

라멘트를 강자성체 (ferromagnetic)인 Fe 모재 (matrix)에 복합화 한 직경 1 mm인 

선 (이하 Fe/MgB2 선)을 주요 상으로 하 다. 한 KAERI에서 제작한 Fe/MgB2

선의 교류손실 특성과 비교검토를 하여, 이와 유사한 직경 (0.88 mm)을 지닌 

(미)HyperTech사에서 제작한 선 (Cu/MgB2 선)의 교류손실 특성에 하여서도 실험

으로 조사분석을 하 다. 특히 Cu/MgB2 선의 경우는 19본의 MgB2 필라멘트를 

비자성체 (nonmagnetic)인 Cu 모재와 복합화 한 선이라는 에서 KAERI에서 제작

한 Fe/MgB2 선과는 상이한 특징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MgB2 도선재

에 한 단면도를 그림 3.2.1.1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2.1.1의 MgB2 도선재에 한 교류손실 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하기 

하여 이들 선재를 먼  길이 약 100 cm로 단한 후, 직경 30 mm인 구조물 (Aℓ

N-bobbin) 에 나선형의 홈을 만들어 helical-코일형상으로 권선하여 원통형의 Cu 

극에 납땜한 샘 을 비하 다. 이때 인 한 턴사이의 갭 (gap)은 2 mm로 하

으며 특히 도냉각 시, MgB2 도선재에서 발생된 교류손실을 연체 구조물인 

AℓN로의 달이 잘 되도록 열 도특성이 우수한 그리스를 사용하 으며, 이들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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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진  개략도를 그림 3.2.1.2에 각각 나타내었다.

나. 교류손실 평가기술

도선재의 교류손실은 기존 력기기에서 발생되는 철손(히스테리시스손실)과 

동일한 것으로 구리의 항손실 (Ohmic loss)과는 이하게 다르고, 따라서 교류손

실의 평가는 고도의 기술  주의를 요한다. 기존의 교류손실 측정에 사용되고 있

는 연속통  (continuous transport) 신에 거의 단열상태에 가까운 도냉각방식에

서 최 인 본 연구의  단계에서 개발된 수 주기의 매우 짧은 시간동안만 통 하

는 펄스통  (AC-pulse transport)을 사용하여 교류손실을 측정하 다. 한 helical-

코일형상으로 권선한 MgB2 도선재 샘 의 온도를 임계온도 (Tc= 약40 K)이하

로 냉각하기 해서는 본 연구의  단계에서 개발된 도냉각장치를 사용하 다. 

도선재 샘 에서 발생하는 손실성 자속 (loss flux)을 완  (100 %)하게 픽업하

는 압리드의 배열이자 유도성 압도 작은 특징을 지닌 diagonal리드를 사용하

으며, 이때 압탭사이의 도선재 길이는 약 90 cm로 하 다. 이들 교류손실 평

가장치의 개략도  샘 이 장착된 도냉각장치의 사진을 그림 3.2.1.3에 각각 나

타내었다. 그림 3.2.1.3의 도냉각장치에 장착한 샘  ( 도선재  AℓN-bobbin)

의 온도가 온도센서의 온도와 평형을 이루도록 하기 하여 시험온도가 센서의 온

도에 도달한 후 약 12시간정도 기를 하여 시험을 하 으며, 한 이  시험에서 

발생된 교류손실이 충분히 냉각되도록 하기 하여 약 20분정도 기를 한 후, 다

음 시험을 하 다.

그림 3.2.1.4에는 시험온도가 30 K인 경우, KAERI 제작의 Fe/MgB2 선으로 된 샘

에 80 Hz의 상이한 교류 류 (55Ap/ 80Ap)를 흘릴 때, 유도성 압을 상쇄하고 

남는 diagonal리드의 손실성 압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3.2.1.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유도성 압과는 달리 도선재의 손실성 압은 히스테리시스손실인 연유로 

제 1 주기동안은 다소간의 과도상태를 경험한 후, 제 2 주기에서야 비로소 자기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Fe/MgB2 선의 샘 에 흐르는 류

가 일정 크기 (약 50 Ap)보다 커지게 되면 즉 80 Ap로 되면 손실성 압은 더 이

상 일정하지 않고, 통  지속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는 그림3.2.1.3의 도냉각장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크기보다 큰 류에 

해서는 도선재에서 발생된 교류손실이 AℓN-bobbin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지 

못한 결과, MgB2 도선재의 온도를 상승하게 만들어 더 이상 도상태를 유

지하지 못하고, Quench(상 도상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샘

에 정  교류 류를 인가하여 자기  정상상태에 도달한 제 2 주기의 손실성 

압과 이때 샘 에 흐르는 류를 측정하여, 식 (1.1)에서와 같은 직 법을 사용하

여 도선재의 단 길이  1주기에 한 교류손실 (Q[J/mㆍcycle])을 도출하 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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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

FeMgB2

 a) Fe/MgB2 선  

 (1 mmψ/단심/KAERI제작) 

b) Cu/MgB2 선 

(0.88 mmψ/19심/HyperTech제작)

그림 3.2.1.1. MgB2 도선재의 단면도.

         

Current
lead

MgB2 wire

30 mm

Bobbin

Gap=2 mm

그림 3.2.1.2. MgB2 도선재 샘 의 사진  개략도 ( 도냉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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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T
 i( t)v( t)dt/l                                                   (1.1)

여기서 T는 교류전류의 주기를, i( t)는 초전도선재에 흐르는 전류를, v( t) 및 l은 

diagonal리드로부터 측정된 전압 및 이들 전압탭사이의 거리를 각각 나타낸다.

2. Fe/MgB2 선의 교류손실 특성

그림 3.2.2.1에는 30 K 시험온도에서 KAERI 제작의 Fe/MgB2 선에 직류 류를 

인가할 때, 그림 3.2.1.2 샘 의 류리드 (current lead)에 납땜하여 배열한 diagonal

리드로부터 측정된 압  손실 ( 류× 압)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샘  류가 제로에서 증가하자마자 diagonal리드의 양단 압도 동

시에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림 3.2.1.2 샘 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통형의 상 도(Cu) 류리드와 Fe/MgB2 선사이에 존재하는 

항에 의한 압이 diagonal리드 양단에서 나타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diagonal리드가 납땜된 압탭사이의 Fe/MgB2 선 (길이 90 cm)에서 발생되는 단

길이당 손실이 샘  류의 약 2.4승에 비례하는 것으로부터도 항에 의한 

항손실 (Ohmic loss)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항손실은 샘 류 증가에 따라 

약 2승에 비례하여 속히 증가하지만, 그림 3.2.1.3의 도냉각장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으로의 열확산은 용이하지 않는 본질 인 특징 때문에 Fe/MgB2 선의 온

도가 상승하게되어, 궁극 으로는 40 A에도 도달하기 에 Quench되어 버리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3.2.2.2에는 시험온도 30 K에서 Fe/MgB2 선에 그림 3.2.1.4에서

처럼 80 Hz의 정  류를 인가하여 측정한 교류손실을 나타내었으며, 교류손실 

특성분석을 하여 손실지수 (κ)도 함께 나타내었다[2]. 그림 3.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된 손실은 50 Ap부근에서 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림 

3.2.1.4 (80 Ap의 경우)에서 언 한 바와 같이 Fe/MgB2 선에서 발생되는 교류손실이 

AℓN-bobbin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지 못한 결과로 야기되는 온도상승으로 Fe/MgB2

선이 Quench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손실의 격한 증가정도를 나타내는 커다란 

손실지수 (κ=6.8) 한 Fe/MgB2 선이 Quench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50 

Ap이하의 류에서 측정된 손실성 압은 그림 3.2.1.4 (55 Ap의 경우)에서처럼 통

 지속시간에 무 하게 일정하며, 손실지수 (κ)가 1로서 손실지수 6.8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손실지수가 2 (△T효과가 없는 경우)인 항손실  

3～4 (self-field loss)인 도선재 (반자성체, diamagnetic)의 히스테리시스손실과는 

상이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9]. 이는 측정된 Fe/MgB2 선의 교류손실은 강자성체인 

Fe 모재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실 (eddy loss)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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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Fe/MgB2 선의 손실성 압신호 (30 K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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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Fe/MgB2 선에서 DC 압/손실 특성 (30 K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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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에서 언 한 바와 같이 Fe/MgB2 선의 교류손실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시험온도 30 K에서 다양한 주 수 (≤800 Hz)의 류를 인가하여 측정한 교

류손실을 그림 3.2.2.3에 각각 나타내었다. 

특히 50 Ap보다 작은 류 역에서 측정된 교류손실은 류의 주 수가 증가함

에 따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 수 의존성은 주 수에 반비례하는 

항손실  주 수에 무 한 반자성체 도선재의 히스테리시스손실과 상이함을 

알 수 있다[10]. 

이는 측정된 Fe/MgB2 선의 교류손실은 그림 3.2.2.2에서 언 한 바와 같이 Fe 

모재에서 발생되는 주 수에 무 한 히스테리시스손실 외에도 주 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와류손실이 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서 Fe/MgB2 선의 교

류손실은 Fe 모재의 히스테리시스손실과 와류손실의 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50 

Ap보다 큰 류 역에서 측정된 교류손실은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Fe/MgB2 선이 교류손실에 의해서 Quench된 결과 주 수에 반

비례하는 항손실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2.3에서 Fe/MgB2 선의 Fe 모재에서 발생되는 히스테리시스손실과 와류

손실의 온도의존성을 조사하기 하여 다양한 시험온도 (30K/ 20K/ 10K)에서 80 

Hz의 류를 Fe/MgB2 선에 인가하여 측정한 교류손실을 그림 3.2.2.4에 나타내었

다.  50 Ap보다 작은 류 역에서 측정된 Fe/MgB2 선의 교류손실은 시험온도에 

무 하게 동일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Fe 모재에서 발생되는 교류손실인 히스

테리시스손실과 와류손실은 온도에 무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50 Ap보다 큰 류 역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온도 30 K를 제외한 온도 

(20K  10K)에서 측정된 교류손실은 30 K의 경우와 달리 격히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험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Fe/MgB2 선의 임계온도 (Tc=약 

40 K)와 시험온도사이의 차가 커져 Fe/MgB2 선의 안정성 (stability)이 향상된 결과, 

50 Ap보다 큰 류 역에서도 Quench되지 않고 도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물론 시험온도 10 K인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0 Ap까지도 

Fe/MgB2 선은 Quench되지 않고 도상태로 유지되지만, 200 Ap부근에 도달하면 

결국 Fe/MgB2 선은 Quench되어 30 K에서처럼 손실이 단히 격히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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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Fe/MgB2 선에서 교류손실 특성 (30 K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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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Fe/MgB2 선에서 교류손실의 주 수 의존성 (30 K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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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Fe/MgB2 선에서 교류손실의 온도 의존성 (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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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MgB2 선의 교류손실 특성

그림 3.2.3.1에는 30 K 시험온도에서 HyperTech 제작의 Cu/MgB2 선에 직류 류

를 인가할 때, 그림 3.2.1.2 샘 의 류리드에 부착한 diagonal리드로부터 측정된 

압  손실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2.2.1의 Fe/MgB2 선에서처럼 류를 인가

하자마자 압리드 양단 압이 증가하며, 이는 류리드(Cu)와 Cu/MgB2 선사이의 

항 때문이다. 한 측정된 DC손실은 Fe/MgB2 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샘  

류의 약 2.2승에 비례하며, 이는 항손실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Cu/MgB2 선은 

그림 3.2.2.1의 Fe/MgB2 선 (약40 A에 도달하기 직 에 Quench)과는 달리 40 A까

지도 Quench되지 않으며, 이는 Cu모재의 사용으로 인한 류리드와 Cu/MgB2 선

사이의 항이 Fe/MgB2 선보다 약 1/10으로 작아진 결과로 사료된다.

그림 3.2.3.1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샘 에 부착된 압리드 양단사이에는 류리

드와 Cu/MgB2 선사이의 항  Cu/MgB2 선의 교류손실에 의한 두 종류의 

손실 압이 존재하게 되며, 합부 항손실은 주 수에 반비례하는 반면, 교류손실

은 주 수에 무 하게 일정한 특성 때문에 이들 총손실(total loss Q; J/m/cycle)은 

다음의 식(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 α + β/f                                                 (3.1)

여기서 α, β/f는 교류손실  합부 항손실을, f는 주 수를 각각 나타낸다. 

식(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샘  류의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샘 의 

총손실은 교류손실이 지배 으로 됨을 알 수 있으며, 그림 3.2.3.2에는 Cu/MgB2 선

에 한 총손실의 주 수 의존성을 조사하기 하여 시험온도 30 K에서 다양한 주

수 (≤800 Hz)의 류를 인가하여 측정한 손실을 나타내었다. 

그림 3.2.2.3의 Fe/MgB2 선과는 달리 측정된 총손실은 식(3.1)처럼 주 수가 증가

함에 따라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주 수가 어느 일정 값(약 400 Hz) 이

상으로 됨에 따라 총손실은 일정한 값으로 포화되며, 이러한 특성은 식(3.1)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400 Hz에서 Cu/MgB2 선의 교류손실(α)이 지배 임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부 항보다 Cu/MgB2 선의 교류손실 특성 조사

가 목 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샘  류 주 수를 그림 3.2.2.2 (80 Hz)와 크게 

다른 400 Hz로 하 다. 그림 3.2.3.3에는 시험온도 30 K에서 Cu/MgB2 선에 그림 

3.2.1.4에서처럼 400 Hz의 정  류를 인가하여 측정한 교류손실을 나타내었으

며, 교류손실 특성해석을 하여 손실지수 (κ)도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2.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실지수가 격히 변하는 즉 Quench되는 류가 그림 3.2.2.2의 

Fe/MgB2 선(50 Ap)보다 3배정도 큰 150 Ap임을, 그리고 샘 이 Quench된 각각의 

류보다 큰 류 역에서 손실지수도 Cu/MgB2 선(κ=5.4)의 경우가 Fe/MgB2 선(κ

=6.8)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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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Cu/MgB2 선에서 DC 압/손실 특성 (30 K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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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Cu/MgB2 선에서 총손실의 주 수 의존성 (30 K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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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Cu/MgB2 선에서 교류손실 특성 (30 K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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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샘 이 Quench되는 류에서 측정된 손실 벨은 약 1×10
-2

 (J/m/cycle)

로 Fe/MgB2 선  Cu/MgB2 선에 계없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특성은 두 MgB2 도선재에 사용된 모재가 Cu  Fe로 상이한 결과, 선재

의 안정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150 Ap이하의 류에서 Cu/MgB2 선의 측정된 손실성 압은 Fe/MgB2 선

과 동일하게 통  지속시간에 무 하게 일정하 으며, 반면 손실지수 (κ)는 약 3으

로 Fe/MgB2 선 (κ=1)보다 3배정도 큰 것을 볼 수 있고, 한 도선재(반자성체)

에서 발생되는 자기자계손실에 한 손실지수인 3～4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Fe/MgB2 선의 경우, 강자성체 모재인 Fe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는 달

리 Cu/MgB2 선의 경우는 도체인 MgB2에서 발생되는 히스테리시스손실임을 

의미한다.

그림 3.2.3.3에서 언 한 바와 같이 Cu/MgB2 선의 경우, MgB2 도체에서 발

생되는 히스테리시스손실임을 실험 으로 조사하기 하여 다양한 시험온도 (30K/ 

20K/ 5K)에서 400 Hz의 류를 Cu/MgB2 선에 인가하여 측정한 교류손실을 그림 

3.2.3.4에 나타내었다. 

그림 3.2.2.4의 Fe/MgB2 선과 달리 시험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Cu/MgB2 선의 측

정된 교류손실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Cu/MgB2 선의 임계온도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동일 크기의 통 류에 한 교류

손실은 작아진 결과로 사료된다[5]. 그리고 그림 3.2.2.4에서처럼 샘 이 Quench되는 

류인 150 Ap보다 큰 류 역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온도 30 K를 제외한 온도 

(20K  5K)에서 측정된 교류손실은 30 K의 경우와 달리 격히 증가하지 않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시험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Cu/MgB2 선의 임계온도 (Tc=약 

40 K)와 시험온도사이의 차가 커져 Cu/MgB2 선의 안정성이 향상된 결과, 150 Ap

보다 큰 류 역에서도 Quench되지 않고 도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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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Cu/MgB2 선에서 교류손실의 온도 의존성 (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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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 자석 제작 공정 기술 

1. MgB2 도 자석 설계

가. Solenoid magnet with uniform current density

 (1) 류 도가 일정한 solenoid magnet의 심자장 계산방법

  (가) solenoid magnet model : 단일 solenoid의 단면은 아래 그림3.3.1과 같다.

   - B0 : 심축, 솔 노이드의 심부분에서의 자기장

   - Bw : 마그넷 권선에 인가되는 최  자기장

   - J : 류 도

   - a/b : 마그넷 권선의 내경/외경 (※ 내경 ≠ bore size = 보빈 내경)

   - 2l : solenoid length

물론 의 모양은 단순화된 단면으로 마그넷을 하나의 실린더로 취 하 으나, 실

제로는 다수의 동일한 류를 통 시키는 도 선의 집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뒤에 다시 표시되겠지만, 의 수식의 α와 β는 도 마그넷을 하나의 실린더로 

생각하 을 때 마그넷의 형상을 비율 으로 표 하는 형상계수가 된다.

(나) 마그넷의 심 자장 (B0) 계산 : Biot-savart law를 기 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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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식을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해당 공식에서 F(αβ)는 shape factor라고 하여 마그넷의 형상만이 계수로 들

어간 함수로서 마그넷의 형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결국 solenoid magnet 의 

심자장은 다음의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ⅰ) 마그넷의 통전 전류 밀도 (average overall current density)

    ⅱ) 마그넷의 내경

    ⅲ) 마그넷의 형상 특성 함수 (shap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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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hape factor와 α, β의 쓰임

 보통의 경우에 심자장, clear bore의 크기는 설계의 목표로서 정해지고, 류 

도는 도체의 특성에 의해서 한계치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 B0, a, 

J가 결정된 상황에서 solenoid magnet의 설계는 shape factor와 연 성이 깊어진다. 

남은 문제는 해당 shape factor를 만족하는 α, β 에서 마그넷의 목 과 쓰임에 

합한 값을 찾아내면 된다. 아래의 그림3.3.2은 동일한 shape factor값을 갖는 지 을 

등고선의 형태로 연결한 것이다. 이 등고선을 횡단하는 선은 해당 일정한 shape 

factor를 만족하는 α, β에 해서 최소의 솔 노이드 체 이 되도록 하는 α, β 지

이다. (Min. volume line)

 (2) solenoid magnet 내의 자기장 불균일성에 의한 효과

 

 (가) 자기장 불균일성

앞선 설계는 solenoid magnet의 모든 역의 자기장이 심자장과 동일하다는 가

정하에 가능한 기 인 설계로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실제 solenoid magnet의 경

우에는 총 심자장보다는 강한 자기장이 도 권선에 인가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solenoid magnet 설계시엔 심자장뿐만 아니라 권선에 인가되는 최  자기장

의 크기도 (Bw) 고려하여야 한다. Bw는 보통 solenoid magnet의 심축 최내측에 

인가되며, 이 부분의 값과 심 자장의 값의 비 (Bw/B0) 는 α, β에 의해서 결정된

다. 다만, α, β에 의해서 결정되는 Bw/B0 는 수식으로 계산되기 힘들고 FEM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 (그림3.3.3 참조)

  - 이와 같은 solenoid magnet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해서 살펴보기 하여 마그넷 설계의 일례를 다음에 소개한다. 심자장 B0 는 6 T

이고 clear bore의 반경 a 는 75 mm 인 마그넷의 설계에서 자기장의 불균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한 설계 결과이다.

  (나) 자기장 불균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앞선    공식을 토 로 shape factor를 계산하기 해서는 J가 결정되

어야 한다. J는 도체의 특성으로 해당 도체에 인가되는 실제 자기장의 값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설계된 도 자석은 그림3.3.4에 보이는 것과 같이 12mH의 Inductance이며 

100A가지 류가 충 되었을 때 4300G의 최  자기장을 발생 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으며 선재의 임계 류 도의 약 60% 정도(15k 기 )에서 운  가능학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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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shape factor / Minimum volume line

그림 3.3.3 Ratio of maximum to central field

그림 3.3.4 설계된 자석의 자장 해석과 보빈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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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 자석 제작을 한 요소 기술 개발

가. 권선 

권선은 그림 3.3.5에 보는 것과 같이 미국 HyperTech사의 직경 0.88 mm/19심 상

용화된 선재를 이용하여 solenoid 권선을 하 으며 Tension  20kgF 으로 하 다. 

도 자석의 권선은 앞에서 설계된 보빈에 하 으며. 총 4-layer를 권선 하 고 

총 400 turn를 권선 하 다. 열처리를 해서 S-Glass Fiber로 Braid 되어 있기 때문

에 약한 힘에도 피복이 손상이 쉽게 갈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한 열처리

로 인한 상화를 방지하기 해서 보빈을 SUS로 제작하 다. 

나. 열처리 과정

그림 3.3.6은 열처리 시나리오 이다. 700도 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온도를 상승시

키고 약 30분을 유지 한 후에 70도 까지 자연 냉각 하 고 70도 후에 강풍으로 냉

각하 다. 열처리는 Ar 분 기에서 시행 하 고, Ar flow는 8L/min으로 하 다. 그

림3.3.7은 열처리 후 이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리의 경우 표피가 완 히 산

화 되었지만 SUS 보빈의 경우 약간의 색이 변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 

S-Glass 의 경우에도 열에 의한 손상이 없이 원형을 유지 하고 있었다.[1]

다. Vacuum Pressure Impregnation (VPI)

Vacuum Pressure Impregnation은 열처리 된 도 권선에 epoxy와 유기 재료

로 함침 시키는 작업이다. 도 자석의 함침은 도 자석의 성능을 좌우 하는 

요한 제작 공정이다. VPI의 성능에 따라서 도 선재가 온의 고자기장에서 

Stick-Slip과 같은 에 지 Pulse 방출을 최소화 하여 선재의 SPEC의 degradation 없

이 도 자석을 운  할 수 있게 된다.[12]

(1)시험용 Sample VPI

  VPI는 극 온 열 도가 높은 Stycast 2850 과 경화제 Catalyst24를 사용하 다. 비

율은 경화제 10%를 사용하여 공 자가 추천하는 7.5%보다 약간 높 으며 이를 통

해서 도를 높 다. Catalyst 비율 높인 것을 보상 하기 하여, 경화 과정에 6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 경화시켜 7.5%와 같은 경도를 유지 하도록 하 다. 그림 3.3.8 

은 시험용 권선과 함침이다. 권선은 폴리에스테르로 braid가 된 선재를 사용하 다. 

Stycast를 섞은 후에 그림3.3.8에서 보는 것과 같은 아크릴을 사용하여 함침을 시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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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연습용 권선과 본 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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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MgB2 도 선재 열처리 시나리오 

그림 3.3.7 열처리 후 MgB2 도 자석 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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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시험용 권선  함침 과정 

그림 3.3.9 시험용 함침 결과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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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침 결과는 그림3.3.9와 같다. 그림 3.3.9에서 보는 단면과 같이 선재의 내부까지 

Epoxy가 침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Epoxy의 주입구가 2mm 밖에 되지 않아

서 침투 속도가 매우 늦었으며 Epoxy에 첨가 되어진 Air를 제거 하는 과정을 넣지 

않아서 Epoxy 내부에 Micro Bubble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었다. 한 자석의 보빈

을 기 으로 함침을 수행하여 Epoxy가 자석의 맨 윗부분까지 주입되지 않는 상

도 나타났다.

(2) MgB2 Magnet VPI

그림 3.3.10 은 함침 하기 한 권선된 보빈과 아크릴 함침 용기 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립한 후에 보빈의 상부 부분을 이형재로 처리하 다. 이 게 된 

용기를 그림 3.3.11 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진공 가압용 함침 장치에 넣어서 Epoxy를 

주입하여 함침 하 다. 진공은 약 3 torr정도에서 하 으며 가압은 3Bar까지 하 고 

2회에 걸쳐서 1분 정도 Pulse로 가압하 다. 가압된 상태에서 약 12시간을 유지 한 

후 아크릴 용기를 60도 에서 다시 4시간 유지 하여 완 히 경화 시켰다. 그림3.3.12

은 함침이 완료된 도 자석이다. 

라. 냉각 기술

MgB2의 경우 임계 자기장의 크기가 Nb3Sn에 비하여 좋지 않지만 임계 온도가 

39k 가까이 되어 온도 마진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온도 조건을 만

족시키기 한 냉매는 액체 수소 정도 밖에 존재 하지 않아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

고 있다. 그 다고 액체 헬륨을 사용할 경우 Nb3Sn에 비하여 큰 장 을 발휘 할 

수 없는 것이 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한 냉각 기술로는 도 냉각 기술이 있다. 도 냉각은 극 온 

냉동기를 사용하며, 냉동기를 통해서 냉매가 없이 냉각이 가능하다. 한 극 온 냉

동기의 경우에도 란탄계열을 사용할 경우 냉각 온도가 3.5k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이 

고가이다. 따라서 Pb 계열을 사용하는 비교  가의 냉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MgB2 도 자석의 경제성과 맞아 떨어진다. Pb 계열의 냉동기는 란탄 계열 냉동

기의 1/2 ~1/3 의 가격이다. 이를 통해서 NbTi의 자기  특성과 가의 냉동기를 

통한 냉각 효과까지 릴 수 있다. 따라서 도 냉각 기술은 MgB2 자석을 개발하

기 한 선택이 아닌 필수 인 요소가 된다. 본 연구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요

구되는 기술들을 크게 나 면 (1) 냉각시스템  극 온용기의 시스템설계  성능

해석에 필요한 시스템 해석기술, (2) 냉각시스템과 마그네트를 합하는데 요구되는 

상세설계 기술, (3) 극 온용기(cryostat) 제작기술로 별할 수 있다. 그림3.3.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NbTi 3T  도 냉각 자석에 사용된 기술을 이용하여 MgB2 

도 자석의 도 냉각 장치를 설계하 다. 그리고 조립 하여 냉각 시험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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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함침 하기 한 권선된 보빈과 아크릴 함침 용기

그림 3.3.11 조립 형상과 진공 가압용 함침 장치

그림 3.3.12 함침 완료된 도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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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도 자석 시험용 도 냉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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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냉각  통  시험

조립된 도 냉각 장치를 사용하여 냉각을 진행하 다. 냉동은 4.2k 란탄계열 냉동

기를 사용하 고 4.2k에서 1.5W의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림 3.3.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냉각 시간은 12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최종 도달 온도는 보빈의 하부가 10k

까지 떨어 졌다. 보빈의 재료가 SUS인 계로 열 달 효과가 비교  낮았다. 그림 

3.3.15는 도 자석의 도 이를 보여 주고 있다. 

냉동기의 2단 부분에서 측정한 온도로 나타내어서 도체의 온도를 직  알 수 

없고 한 도에 시간이 소요되는 계로 14k 부분에서 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그림3.3.16과 같은 회로를 통해서 류 충  실험을 하 으며, 사용된 Power 

Supply는 250A-10V  이다. 그림 3.3.17은 류 충 과 그에 따른 온도 상승을 보

여주고 있다. 약2시간에 걸쳐서 류를 100A까지 상승 시켰고, 이에 따라 보빈의 

하단 부분이 최  3k의 온도가 상승하 다. 그리고 100A를 약 2시간 정도 유지 하

으며 온도 이때 온도상승은 모두 멈추고 포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MgB2 도 선재에 아직은 AC loss에 한 향이 큼을 알 수 있다

4   Cu/MgB2 선재 합부 항특성

그림 3.4.1에는 MgB2 선재 합부 (lap-splice) 항특성 평가에 사용된 MgB2 선

재 (<미>Hypertech사, 0.88 mmψ, 19-필라멘트)로 제작된 합부 샘 의 측면 사진 

 도냉각용 샘 홀더의 사진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4.1 a)에서 합부 샘

은 먼  상기 MgB2 선재 3본을 평면배열 상태에서 납땜하여 평 형상의 도체 (이

하 MgB2 3본-도체)를 제작한 후, 이들 두개의 MgB2 3본-도체를 첩시켜 (overlap

길이 50 mm) 납땜한 합부 샘 을 제작하 다. 한 그림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부 샘 의 냉각 특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샘 홀더 재질로서는 열 도 특성이 

매우 우수한 폭 90 mm인 직육면체의 동 (Cu) 속을 사용하 으며, 연되어있지 

않은 합부 샘 과의 기 연을 해서는 polymer  열 도 특성이 우수한 

Kapton(상품명)테이 를 사용하 으며, 이와 같이 비된 샘 을 동 속 표면에 

가공한 홈 내에 넣어 에폭시 (Stycast)로 샘 홀더와 열 을 시켰다.

합부 샘 에서 압탭사이의 길이는 약 70 mm로서, 직류 류에 한 합부 

항특성 평가이기 때문에 유도성 압의 문제는 요하지 않고, 따라서 임의 형상 

(free shaped)으로 배열한 압리드를 부착하 다. 한 합부 항 측정은 샘 에 

DC 류를 흘려 샘 에 부착된 압리드 양단에 발생하는 DC 압으로부터 측정하

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일 평가기술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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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도 냉각 온도 특성

그림 3.3.15 MgB2 도 자석의 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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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은 류 통 을 한 회로도 

그림 3.3.17 류 충 과 그에 따른 온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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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상태 항특성

먼  합부를 지닌 MgB2 선재의 실제응용에서 요한 장시간 (정상상태)의 일정

한 류에 한 합부 항특성 평가에 앞서 다양한 DC 류 (최  100 A까지)에 

한 합부 항특성 악을 하여 ～1 A/s의 류상승률로 천천히 류를 증가

시켜 갈 때, 합부 항특성 ( 정상상태)을 여러 운 온도 (샘 홀더 온도<Th>)에 

해 조사한 결과를 그림 3.4.2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 온도가 10 K  20 K의 경우는 DC 류가 

100 A까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합부 항이 그다지 변하지 않는 (즉 정상상

태) 반면, 온도가 증가하여 30 K로 되면서부터는 작은 DC 류 역에서는 합부 

항의 변화가 비교  작지만 특히 100 A부근에서는 합부 항이 격히 증가하

는 즉 정상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그림 3.4.2의 표  고온

도체인 Bi-2223테이 를 20 mm 첩시켜 납땜한 경우의 속부 항특성 (약 

1/100 μΩ @77 K)과 비교하여 운 온도가 최소 50 K이상 낮은 온도인 

10K/20K/30K에서 MgB2선재의 50mm- 합부 항이 수십μΩ으로 약 103배정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2. 정상상태 항특성

다음은 합부를 지닌 MgB2 선재의 실제응용에서 요한 장시간 (정상상태)의 일

정한 DC 류에 한 합부 항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일정 류를 흘린 상태에

서 최소 5분 이상 동안 합부 항의 류 인가시간에 한 변화를 조사하 으며, 

그 표 인 결과를 그림3.4.3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4.3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 K 운 온도에서 샘 에 흐르는 류가 일정 류인 50 A에 도달하는 순간 (

정상상태) 합부 항 (18.3 μΩ)이 동일 류를 흘린 상태에서 약 7분 후 (정상상

태) 항 과 동일함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합부 항의 DC 류 인가시간 의

존특성은 운 온도가 10 K  20 K인 경우는 DC 류 크기에 계없이 100 A까지

도 동일한 특성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30 K 운 온도에서 DC 류가 

80 A로 증가하게 되면 일정 류 (80 A)를 인가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합

부 항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정상상태에서와 같은 방법 (즉 정상

상태 특성 평가)으로는 실제 응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 특성 

평가방법임을 의미하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림 3.4.4에는 다양한 운 온도 

(10K/20K/30K)  DC 류에 하여 정상상태   정상상태에서 MgB2 선재의 

합부 항특성을 평가한 결과를 비교․정리한 것을 나타내었다. 그림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 온도 (30 K)가 높고, DC 류 (80 A이상)가 큰 경우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정상상태에서 측정한 합부 항이 최소 5분 이상 일정 류를 

흘린 상태 (정상상태)에서 측정한 항의 약 83%정도로 양자 사이에 그 차가, 운

온도 (10K/20K)가 낮아짐에 따라 DC 류의 크기에 무 하게 정상상  정상상

태에서 측정한 합부 항의 차는 수% 이내로 단히 작아 졌다.



- 180 -

 

a) 50mm-접합부 샘플 측면사진

b) 샘플홀더 사진

그림 3.4.1. MgB2선재 합부 항특성 평가용 샘 의 사진 ( 도냉각)

a) 50 mm joint, Th=1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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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0 mm joint, Th=2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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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0 mm joint, Th=3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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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2. MgB2선재 50mm- 합부 항특성 ( 정상상태, 

10K/20K/30K,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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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MgB2선재 50mm- 합부 항특성 비교 (10K/20K/30K, 도냉각).

a) 50 mm joint, Th=3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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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0 mm joint, Th=3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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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MgB2선재 50mm- 합부 항특성 

(정상상태, 30K, 도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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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론

1. 도 자석 제작 공정

가. 상용화된 HyperTech사의 MgB2 장선재를 이용하여 소형 Solenoid를 제작하

다. Solenoid 설계 방법은 기존의 도 코일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자기장이 

가장 높은 곳에서의 선재의 임계 류 도 이하에서 약 60% 정도의 임계 류 마

진을 가지고 운 되도록 하 다. 

나. 제작 공정은 권선, 열처리, 함침 순서로 진행되었다. 권선의 S-Glass로 Braid되

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처리의 

경우 보빈의 산화가 문제가 되었다. 한 함침의 경우 열 도도가 높은 함침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 향상을 한 방법을 시도하 다. 

다. 냉각은 냉동기를 사용하여, 도 냉각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기존의 NbTi 

선재를 사용한 도 자석의 냉각 기술을 이용하 다. 

라. 류 통 과 냉각 시험을 하 다. 냉각은 보빈의 온도가 3.5k~12k 까지 형성

되었으며 100A 류 통 에서 약 15k까지 온도가 상승하 다. 그리고 류 통 은 

2시간에 걸쳐서 100A까지 충 하 다. 100A까지 Quench는 발생하지 않았다. 

2. MgB2 선재 특성 해석 

가. 본 연구개발의 주 기 인 KAERI에서 제작한 직경 1 mm/ 단심인 Fe/MgB2 

선뿐만 아니라 (미)HyperTech사에서 제작하여 KAERI에서 열처리한 직경 0.88 

mm/19심인 Cu/MgB2 선에 하여 특히 류리드에 부착한 압리드를 이용하

여 두 MgB2 도선재의 DC  AC 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하 다.

나. DC특성 시험결과(≤50 A), KAERI제작의 Fe/MgB2선과 류리드(Cu)사이의 

항에 의하여 발생되는 DC- ohmic손실은 HyperTech사 제작의 Cu/MgB2 선

과 비교하여 약 10배정도 크며, 이는 모재(matrix)의 상이(Fe  Cu)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측정된 교류손실의 주 수특성 시험결과, KAERI제작의 Fe/MgB2선에서 교류손

실은 주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Hyper-Tech사 제작의 Cu/MgB2 선은 

주 수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자의 경우 측정된 교류손실은 강자성

체 모재인 Fe에서 발생되는 와류손실 때문으로, 후자의 경우는 Cu/MgB2 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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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리드(Cu)사이 즉 합부의 항에 의하여 발생되는 ohmic손실에 기인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 30 K의 시험온도에서 측정된 교류손실의 통 류특성 시험결과,   

   a) KAERI제작의 Fe/MgB2선은 약 50 Ap에서 Quench되는 반면, Hyper-Tech사 

제작의 Cu/MgB2 선은 KAERI 보다 3배나 큰 150 Ap에서 Quench된다.   

   b) Quench 류이하 즉 도상태에서 KAERI 제작의 Fe/MgB2 선에 하여 

측정한 교류손실의 손실지수 (κ)는 1인 반면, HyperTech사 제작의 Cu/MgB2 

선은 약 3으로, 이는 Fe/MgB2선의 경우는 강자성체인 Fe에서 손실이 발생됨

을, 그리고 Cu/MgB2 선은 도체인 MgB2에서 발생되는 교류손실임을 의

미한다.

   c) 도상태의 동일 류에서 측정된 교류손실은 KAERI 제작의 Fe/MgB2선이 

HyperTech사 제작의 Cu/MgB2 선보다 약 10배 크다. 

마. 측정된 교류손실의 온도특성 시험결과, KAERI 제작의 Fe/MgB2 선의 교류손실

은 시험온도에 무 하게 일정한 반면, Hyper-Tech사 제작의 Cu/MgB2 선은 온

도가 낮아짐에 따라 손실이 감소하며, 이는 Fe/MgB2선의 경우는 강자성체인 Fe

에서 손실이 발생됨을, 그리고 Cu/MgB2 선은 도체인 MgB2에서 발생되는 

교류손실임을 의미한다.

바. 운 온도 (30 K)가 높고, DC 류 (80 A이상)가 큰 경우에 비하여 운 온도 

(10K/20K)가 낮아짐에 따라 DC 류의 크기에 무 하게 정상상  정상상태에

서 측정한 합부 항의 차는 서서히 낮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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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 성과 

가. 논문게재 성과

게재

연도
논문명

 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나. 특허 성과

구분 연도 특허명 등록(출원)인 등록(출원)국 등록(출원)번호

등록

출원

  다. 국내․외 교육훈련  국외출장

    (1) 국내․외 교육훈련 성과

구 분 국가 기 명 기간 참가자 교육내용

국내

국외

    (2) 국외출장 성과

국가 기 명 기간 출장자 출장업무내용

일본 스즈끼쇼깐 2007.2/11~2/14 정천근 온냉각장치설계

미국 LAM 2008/11.30~12/13 박 명 마그넷 설계  

  라. 학술회의 참석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참가국 인원 기간(일)

KSS 도 한국 3 2009.7.8~10 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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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구분(연도) 세부연구목표 가 치
평가의 착안  

 기
달성도   기여도

1차년도

(2006)

자장 해석기

술 정립
50 % 해석기술의 신뢰성

100%

FEM를 통한 자장 해석 

능력 확보

MgB2 선재의 

자기 특성

평가

50 % 평가기술의 신뢰성

100%

교류 손실  임계 류 측

정에 한 새로운 기술 확

보

2차년도

(2007)

열 해석기술 

정립
50 % 해석기술의 신뢰성

70%

도 냉각 용 기술 확보

MgB2 선재 

합부의 특성평

가

50 % 평가기술의 신뢰성

90% 

정  항 특정을 통한

평가 기술을 확보하 다.

3차년도

(2008)

MgB2 선재 권

선, 열처리, 함

침기술 개발

40 % 로세스의 신뢰성 
100%

제작공정을 확보 하 다.

MgB2 선재 냉

각기술 개발
30 % 열  안정성

100%

도 냉각을 통해서

냉각 기술을 확보 하 다. 

AC 손실 평가 

기  실험
30 % AC 손실 평가 Data

100%

도 냉각을 통한 AC loss 

측정 가능

최종

평가

MgB2 

마그네트 요소 

기술 개발

100 % 요소기술의 우수성

90%

MgB2 도 자석 제작 능

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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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축 한 자기 손실해석 기술  평가시스템  가장 요한 

MgB2 도 자석 제작기술은 도 온시스템의 성능향상에 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단계별로 MgB2 선재를 이용한 도 응용 시스템의 개발을 추

진하여 운 온도의 상승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경제성 향상을 도모한다

면, 기존의 상 도 시스템을 체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실용화가 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재 사용하는 NbTi를 체한 도 자석이 

가능하다. 한 가의 Pb 극 온 냉동기를 사용한 도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 냉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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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참고 문헌 [1]에 의하면 도 자석을 통해서 4.2k에서 최  4T의 MgB2 도 

자석을 제작한 것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742m의 코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참고 문헌 [6]을 통하여 각종 온용 Epoxy 함침 system의 온 특성을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Stycast 2850이 온 특성이 매우 뛰어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2]에 의하면 최근에 도 자석의 함침에 Pre-Preg Epoxy 함침을 

이용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Oxford社에 의하면 Pre-Preg를 이용할 경우에 Train 

효과가 없이 자석을 만드는 것에 성공 하고 있다. 하지만 MgB2의 경우 Reaction & 

Winding에 만 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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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업 보 고 서

제목 : MgB2 분말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의 

제조 공정 개발

참여기  : (주) 세라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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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MgB2에서 도체 상이 발견된 후 많은 기업과 연구기 에서 수행되었다.  

MgB2 도체는 도온도(Tc)가 2원계 속형태이기 때문에 가공성, 응용  생

산단가 측면에서 기존의 온  고온 도 선재에 비해 우 를 할 수 있다.  

한 온 도체에 비해 Tc가 높기 때문에 고가인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고 냉

동기를 이용하여 각종 력기기에 응용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따라서 

MgB2 도체는 일반 산업용 DC 기기응용과 력기기용 AC 응용 등 보다 범

한 산업  력기기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세계 도 시장의 규모는 재 5 billion $이며 2020년에는 100 billion $가 

될 것으로 상된다.  미국에서의 도 선재의 시장은 2006년 185 million $ 

(1850억 원)이며 2010년에는 재의 두 배인 340 million $ (3400억 원)가 될 망이

다.  산업 인 향과 경제 인 가치를 고려한다면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이 시 하

며 원천특허 선 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개발에서는 열처리 온도 조 과 함께 분말에 류를 통 시켜서 분말 

합성 반응을 진하는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개발하 다.  개발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이용하면 분말 합성 반응이 진되기 때문에, 분말 합성 열처

리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제조 분말의 입자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

필요한 이차상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장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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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MgB2 도 재료 제조 공정에 한 연구는 일본에서는 NIMS를 심으로 물성 

특성 향상을 한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 호주, 유럽 등에서도 기본물성 향상을 

한 연구가 진행 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MIT를 심으로 력응용기기에로의 

용을 한 연구가 진행 이다.  호주 Wollongong 학교의 Dou 교수는 10% 나

노 SiC 가 첨가된 경우 37T의 Hc2 값을 얻었으며 Jc 값도 4.2K에서 10
5
 A/cm

2
이상

을 얻었다고 발표하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비가역자기장(Hirr)값과 상부임계자

기장 (Hc2)값의 2배 향상을 보인 결과로 나노 SiC 입자 첨가에 따라  유도된 수 나

노 의 결함들이 super current를 방해 받지 않고 흘릴 수 있는 coherence length

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속고정 특성의 향상을 보 다고 발표하 다.  일본 NIMS의 

Kumakura박사 그룹의 결과를 보면 Mg 분말 신 나노 Mg 분말을 사용하여 

MgB2 선재의 자장 하에서의 특성을  실용화가 가능한 수 까지 근 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내는 (주) LG, 한국기계연구원, 한국 기연구원 등에서 MgB2 선재 제조를 

한 분말제조 연구, 임계 류 도가 높은 MgB2 선재 제조를 한 기계  가공 공

정 연구  자장 하에서의 특성향상을 한 나노 MgB2 분말 제조의 기 연구를 수

행하 다.  기타 여러 학에서도 기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투자 연구비가 미약하

기 때문에 박막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  수 의 결과를 발표한 기 은 없다.  그

리고 MgB2 선재를 이용한 력응용기기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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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 신(新)공정 개발을 통한 MgB2 분말 제조

1. 서 론

고성능 MgB2 도 재료 제조를 해서는 MgB2의 최  분말 합성 반응 공정 

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본 연구 개발에서는 MgB2 분말 제조의 온 공정을 개

발하 다.  일반 인 분말 합성 공정에서는 환원 분 기에서 열처리 온도를 조 하

여 MgB2 분말을 합성한다. 그러나 본 연구 개발에서는 열처리 온도 조 과 함께 

분말에 류를 통 시켜서 분말 합성 반응을 진하는 “고 류 통  분말 합성법”

을 새로 개발하 다.  새로 개발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이용하면 분말 합성 

반응이 진되기 때문에, 분말 합성 열처리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제조 분말의 입자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이차상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 세부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이용하여 분말 합성 반응이 진하여 

MgB2 분말을 제조하 다.  그리고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의 MgB2 분말 제조에 

한 향과 장  등을 연구하 다.

그림 1은 새로 개발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 장치의 개략도이다.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이용한 분말 합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Mg와 B 등의 원료 

분말을 혼합하여 혼합 분말을 만들고, Graphite 몰드에 혼합 분말을 넣는다.  혼합 

분말을 장입한 Graphite 몰드를 진공 챔버에 넣고, 진공 챔버에서 공기를 제거한다.  

Graphite 몰드내의 혼합 분말의 가열은 류를 통 시킬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진행된다.  일반 인 가열법보다 속 승온이 가능하고, 보다 낮은 온도에서 상 합

성과 소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승온 속도가 높고 온에서 상합성이 가능하여, 일

반 인 공정보다 미세한 분말 제조에 더 유리하다는 장 이 있다.    

그림 2는 열처리 조건(500도, 550도, 600도 등의 각 온도에서 5 분간 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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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합성 분말의 XRD 상분석 결과이다.  500도에서 5 분간 열처리한 경우(그림 

2(a))에는 MgB2 분말 합성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550도에서 5 분간 열처리한 

경우(그림 2(b))에는 MgB2 분말 합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600도에서 5 분간 

열처리한 경우(그림 2(c))에는 MgB2 분말 합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 다.  Mg 

분말과 B 분말을 혼합하여 만든 분말에 류를 통 시켜서 분말을 합성하는 경우에

는, 600도에서 5 분간의 짧은 열처리만으로도 MgB2 분말을 합성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열처리 조건(500도, 550도, 600도 등의 각 온도에서 5 분간 열처리)에 

따른 합성 분말의 미세조직 사진들이다.  미세조직 사진에서 MgB2 분말의 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의 사진들에서 큰 둥근 모양의 입자는 Mg 속 입자이

다.   MgB2 분말 합성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그림 3(a))에는 큰 둥근 모양의 입자는 

Mg 속 입자가 찰되지만, MgB2 분말 합성이 활발히 진행된 후(그림 3(b)와 그

림 3(c))에는 Mg 속 입자는 찰되지 않고 빈 자리만 찰되었다.  Mg 분말과 B 

분말을 혼합하여 만든 분말에 류를 통 시켜서 분말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MgB2 

분말을 방법은 열처리 온도를 낮출 수 있었다.  낮은 분말 합성 열처리 온도로 인

하여, 제조된 MgB2 분말의 입자 크기는 평균 0.5 μm 이하로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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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 류 통  분말 합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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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oC, 5 분 - MgB2 상형성 시작 온도

(b) 550
o
C, 5 분 - MgB2 상형성 간 온도

(c) 600
o
C, 5 분 - MgB2 상형성 완료 온도

그림 2. XRD 상분석 - MgB2 상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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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o
C, 5 분

     

(b) 550oC, 5 분

     

(c) 600
o
C, 5 분

그림 3.  미세조직 분석 - MgB2 상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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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 신(新)공정 개발을 통한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

합체 분말 제조

1. 서 론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제조를 해서는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

체의 최  분말 합성 반응 공정 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본 연구 개발에서는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 제조의 온 공정을 개발하 다.  일반 인 

분말 합성 공정에서는 환원 분 기에서 열처리 온도를 조 하여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을 합성한다. 그러나 본 연구 개발에서는 열처리 온도 조 과 함

께 분말에 류를 통 시켜서 분말 합성 반응을 진하는 “고 류 통  분말 합성

법”을 새로 개발하 다.  새로 개발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이용하면 분말 

합성 반응이 진되기 때문에, 분말 합성 열처리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제조 분말의 

입자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이차상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2. 세부 연구내용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을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으로 제조하

다.  MgB2 분말 제조의 경우와는 달리,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 제

조 시에는 럭스 피닝 재료가 MgB2 분말 합성 과정에 향을  수 있다.  럭스 

피닝 재료가 MgB2 상 형성을 진 는 억제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다른 이차상의 

생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향은 어떠한 분말 합성 공정을 사용하

는 것 는 어떤 열처리 조건에서 분말 합성을 하는 것에 따라서 크게 변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이용하여 분말 합성 반응이 진하

여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을 제조하 다.  그리고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의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 제조에 한 향과 장  등을 연구

하 다.

그림 4는 순수한 MgB2 분말과 SiC가 첨가된 MgB2 분말의 XRD 상분석 결과이

다 (A. Matsumoto, H. Kitaguchi, and H. Kumakura,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Fe Tape Heavily Doped with Nanosized-SiC," Superconducto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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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21, 65007 (2008)).  SiC가 3 mol% 이상 첨가되는 경우에는 SiC 

상이 XRD 분석에서 분명하게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iC가 MgB2 상으로 고

용이 아주 게 된다는 것을 보여 다.  

그림 5는 순수한 MgB2 분말과 Al2O3가 첨가된 MgB2 분말의 XRD 상분석 결과

이다 (X. F. Rui, J. Chen, X. Chen, W. Guo, and H. Zhang, "Doping Effect of 

Nano-alumina on MgB2," Physica C, 412-414, 312-315 (2004)).  Al2O3가 10 mol% 

이하로 첨가되는 경우에는 Al2O3 상이 XRD 분석에서 미약하게 검출되었다.  Al2O3

가 15 mol% 이상 첨가되는 경우에는 Al2O3 상이 XRD 분석에서 분명하게 검출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분말 합성 에 Al2O3가 MgB2 상으로 고용되어 들어간다는 것

으로 보여 주었다.  

Mg와 B 분말에 10 mol%의 SiC를 첨가하여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으로 

MgB2-(10 mol%)SiC 복합체 분말을 제조하 다.  그림 6은 MgB2-(10 mol%)SiC 복

합체 분말의 XRD 상분석 결과이다.  550
o
C에서 5 분간 열처리한 경우(그림 6(a))에

는 MgB2 분말 상형성이 시작되었고, SiC 상도 찰되었다.  600
o
C에서 5 분간 열처

리한 경우(그림 6(b))에는 Mg 속 분말이 거의 없어지고 MgB2 분말 상형성이 완

료되었다.  그리고 SiC 상도 찰되었다.  MgB2-(10 mol%)SiC 복합체 분말을 제조

하는 경우에는 분말 합성 조건이 순수한 MgB2 분말의 경우와 유사하 다.

그림 7은 제조된 MgB2-(10 mol%)SiC 복합체 분말의 SEM 미세조직 사진이다.  

그림 6의 XRD 상분석 결과와 같이, 550
o
C에서 5 분간 열처리한 경우(그림 7(a))에

는 MgB2 분말 상형성이 시작되었고, SiC 상도 찰되었다.  600
o
C에서 5 분간 열처

리한 경우(그림 7(b))에는 Mg 속 분말이 거의 없어지고 MgB2 분말 상형성이 완

료되었다.  따라서 MgB2-(10 mol%)SiC 복합체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분말 합

성 조건이 순수한 MgB2 분말의 경우와 유사하 다.

Mg와 B 분말에 10 mol%의 나노 분말 Al2O3를 첨가하여 고 류 통  분말 합성

법으로 MgB2-(10 mol%)Al2O3 복합체 분말을 제조하 다.  그림 8은 MgB2-(10 

mol%)Al2O3 복합체 분말의 XRD 상분석 결과이다.  550
o
C에서 5 분간 열처리한 경

우(그림 8(a))에는 MgB2 분말 상형성이 시작되었고, Al2O3 상도 찰되었다.  순수

한 MgB2 분말이나 MgB2-(10 mol%)SiC 복합체 분말 제조의 경우와 비교하면, 

MgB2-(10 mol%)Al2O3 복합체 분말의 경우에 MgB2 상이 보다 활발하게 생성되었음



- 200 -

을 알 수 있었다.  600
o
C에서 5 분간 열처리한 경우(그림 8(b))에는 Mg 속 분말이 

거의 없어지고 MgB2 분말 상형성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Al2O3 상도 찰되었다.  

MgB2-(10 mol%)Al2O3 복합체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MgB2 분말이나 

MgB2-(10 mol%)SiC 복합체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서 MgB2 

상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 결과에서와 같

이 Al2O3 상이 MgB2 상으로 고용되고, Al2O3 고용 효과가 MgB2 상 형성을 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는 제조된 MgB2-(10 mol%)Al2O3 복합체 분말의 SEM 미세조직 사진이다.  

그림 8의 XRD 상분석 결과와 같이, 550
o
C에서 5 분간 열처리한 경우(그림 9(a))에 

MgB2 분말 상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Al2O3 상도 찰되었다.  600
o
C에서 5 분

간 열처리한 경우(그림 9(b))에는 Mg 속 분말이 거의 없어지고 MgB2 분말 상형

성이 완료되었다.  Al2O3 상도 찰되었다.  MgB2-(10 mol%)Al2O3 복합체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MgB2 분말이나 MgB2-(10 mol%)SiC 복합체 분말을 제조

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서 MgB2 상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Al2O3 상이 MgB2 상으로 고용되고, 

Al2O3 고용 효과가 MgB2 상 형성을 진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은 기존의 분말 합성법에 

비하여 MgB2 분말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 제조에 보다 유리하

다.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 분말 합성과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 분말 합성을 가능하게 하 다.  그리고 다양한 럭스 피닝 재료를 포함

하는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 제조에 합하 다.  이러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의 장 을 그림 10에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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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XRD 상분석 결과 - pure and SiC-doped MgB2 Ceramics

그림 5. XRD 상분석 결과 - pure and Al2O3-doped MgB2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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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50oC, 5 분 - MgB2-SiC 복합체 분말 상형성 시작 온도

(b) 600
o
C, 5 분 - MgB2-SiC 복합체 분말 상형성 완료 온도

그림 6. XRD 상분석 - MgB2-SiC 복합체 분말 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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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50
o
C, 5 분

   

     

(b) 600oC, 5 분

그림 7.  미세조직 분석 - MgB2-SiC 복합체 분말 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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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50oC, 5 분 - MgB2-Al2O3 복합체 분말 상형성 시작 온도

(b) 600oC, 5 분 - MgB2-Al2O3 복합체 분말 상형성 완료 온도

그림 8. XRD 상분석 - MgB2-Al2O3 복합체 분말 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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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50
o
C, 5 분

   

(b) 600oC, 5 분

그림 9.  미세조직 분석 - MgB2-Al2O3 복합체 분말 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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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통한 MgB2 분말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제조

그림 10은 본 연구에서 새로이 개발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의 장 들을 

보여 다.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은 MgB2 분말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

합체 분말을 안 하게 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  활용이 기 된다.  이

러한 MgB2 분말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 제조 공정에 합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은 재 특허 출원을 비 에 있다. 

그림 10.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의 장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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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 연구성과

가. 논문게재 성과

없음.

나. 특허 성과

구

분
연도 특허명 등록(출원)인

등록

(출원)국
등록(출원)번호

등

록

출

원
정 고 류 통  분말 합성법

이호용, 

이성민, 김동호
한민국 비 

  다. 국내․외 교육훈련  국외출장

    (1) 국내․외 교육훈련 성과 - 없음

    (2) 국외출장 성과

국가 기 명 기간 출장자 출장업무내용

미국

MRI, 

Pennsylvania 

State Univ.

2007. 4. 25- 

2007. 5. 5
이호용 연구 실험

국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

2007. 8. 28- 

2007. 8. 30
이호용 Mg  B 분말 특성 평가 실험

미국

MRI, 

Pennsylvania 

State Univ.

2008. 5. 11-

2008. 5. 18
이호용 연구 실험

미국

MRI, 

Pennsylvania 

State Univ.

2008. 10. 5-

2008. 10. ?
이호용 연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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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라콤은 국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

사와 “A SALES AGENCY AGREEMENT”를 체결하 다 (그림 11).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 는 재 MgB2 도 재료용 Mg 

속 분말과 B 분말을 양산하고 있으며, MgB2 도 재료 분야의 사업 확장을 하

고 있다.  국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에서 생

산하는 MgB2 도 재료용 Mg 속 분말과 B 분말의 우수성과 매 가격을 고려

하면, 향후 세계 제 1 의 MgB2 도 재료용 Mg 속 분말과 B 분말 공 업체

가 될 것이다.  세라콤과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의 직  공  계약은 향후 우수한 MgB2 도 재료용 Mg 속 분말과 B 분

말을 국내에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안정 인 MgB2 도 재

료용 Mg 속 분말과 B 분말의 국내 공 은 국내의 MgB2 도 산업 발 에 기

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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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 ( 국)와 

(주) 세라콤 사이의 A SALES AGENC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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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 ( 국) 소개

- 회사 카타로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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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 ( 국)의 

제조 Mg와 B 분말 

그림 12.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LTD ( 국)의 

소개와 제조 분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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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술회의 참석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참가국 인원 기간(일)

한국 도 

학회
MgB2 도 한국 100 여명 2007. 8. 16~18 한국, 용평

한국 도 

학회
MgB2 도 한국 100 여명 2008. 7. 9~10 한국, 용평

한국 기 자재

료학회, 도 

자성분과

MgB2 도 한국 50 여명 2008. 2. 14~15 한국,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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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 연구개발의 목표  평가의 착안

1. 최종 연구개발 목표

고임계 류/고자장 특성을 가지는 MgB2 도 분말 개발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고특성 MgB2 분말 제조

     ② 개발내용  개발범

1. MgB2 분말의 합성 반응 기구 연구

2. 원료 분말에 따른 MgB2 분말의 특성 변화 연구

3. 최  분말 합성 반응 공정을 통한 고특성 MgB2 분말 제조

4. MgB2 분말 특성 분석 (입도 분포, 평균 입자 크기, 입자 형상 등)

5. MgB2 소결체의 미세조직 연구

   (2)  2차년도  

     ① 개발목표: 고특성 MgB2 복합체용 럭스 피닝(Flux Pinning) 재료 개발

     ② 개발내용  개발범

1. MgB2 복합체용 럭스 피닝 재료 개발

2. MgB2와 럭스 피닝 재료간의 계면 반응 연구

3.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의 미세조직 연구

4. 최  분말 합성 반응 공정을 통한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제조

   (3) 3차년도  

     ① 개발목표: 고임계 류  고자장 특성을 가지는 MgB2 복합체 개발

     ② 개발내용  개발범

1. 고임계 류/고자장 특성 MgB2 복합체용 럭스 피닝 재료 개발

2. 럭스 피닝 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따른 MgB2와 복합체의 미세조직

3. 럭스 피닝 재료에 따른 MgB2와 복합체의 임계 류  고자장 특성화

4. 고임계 류  고자장 특성을 가지는 MgB2 나노 복합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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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진척도

1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MgB2 분말의 합성 반응 

기구

2

최  분말 합성 반응 

공정을 통한 고특성 

MgB2 분말 제조

3
제조된 MgB2 분말의 

특성 분석

4 보고서

(- - - - 당 계획;  진도)

2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고특성 MgB2 분말 제조

2

고특성 MgB2 복합체용 

럭스 피닝(Flux Pinning) 

재료 개발

3

고임계 류  고자장 

특성을 가지는 

MgB2 복합체 개발

4 보고서

(- - - - 당 계획;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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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MgB2 복합체용 럭스 

피닝 재료 개발

2
MgB2와 복합체의 

미세조직 연구

3 MgB2 나노 복합체 개발

4 보고서

(- - - - 당 계획;  진도)

4.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고특성 MgB2 분말 제조

새로운 고 류 통  분말 합성법 개발:

기존 분말 합성 공정과 다른 온 속 분말 

합성 공정 개발 

MgB2 분말 제조에 용

고특성 MgB2 복합체용 

럭스 피닝 재료 개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에 의한 

복합체 분말 제조 공정  

럭스 피닝 재료가 분말 합성에 미치는 향 

고임계 류  고자장 특성을 

가지는 MgB2 복합체 개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이용한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 제조

제 2 . 기 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은 기존의 제조법에 비하

여 특성이 우수한 MgB2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의 제조를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우수한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이용하면, MgB2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의 량 생산  산업화에 유리하다.  고 류 통  분

말 합성법을 이용한 MgB2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 제조 기술의 개

발은 향후 우수한 특성의 MgB2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의 안정  

공 과 MgB2 도 재료의 실용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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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개발된 MgB2  MgB2/ 럭스 피닝 재료 복합체 분말 제조 기술 즉, 고 류 통

 분말 합성법을 더욱 개선하여 MgB2 재료 성능 향상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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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과 제 보 고 서

탁연구기  : 성균 학교, 경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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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과 제 보 고 서

제목 : MgB2 도 선재의 요소기술 확립  특성평가

탁연구기  : 성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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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 연구개발 배경  요성 

 도 재료는 완 도성(zero resistance), 완 반자성(Meissner effect), 조셉슨 

효과(Josephson effect)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첨단 력응용기기에 용될 수 

있는 신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도 재료가 이용되는 분야는 에 지, 교통, 자, 

통신, 의료, 친환경  자원분야 등으로 매우 범 하며, 자기공명 상장치(MRI)나 

핵자기공명장치(NMR),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치 등에 실제로 용되고 있다 [1]. 

1986년 액체질소(77 K) 이상의 높은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 Tc)를 가진 고온

도체가 발견된 후 가의 냉매를 이용할 수 있어 응용가능성에 한 기 가 한

층 높아졌다 [2]. 특히,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문제와 함께  심이 높아지는 환

경문제로 인해 고효율, 친환경 도 력기기 개발의 필요성이 세계 으로 인식

되고 있다.

도 력기기의 개발을 해서는 임계특성이 우수한 장선의 도 선재 개

발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이를 해 제 1세  도 선재라고 불리는 

PIT(Powder-in-tube)법으로 제조하는 BSCCO 도선재, YBCO 고온 도 물질을 

사용해 박막형태의 장선재를 제조하는 2세  도선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1, 2

세  도선재는 높은 제조비용으로 인한 선재의 낮은 경제성, 외부 자장 하에서 

격하게 감소하는 임계 류특성, 그리고 심각한 교류손실 등으로 인해 상용화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3].

반면에 2001년 일본의 Akimitsu 연구 이 발견한 임계온도가 39 K인 MgB2 

도체는 [4] 제 1, 2세  도선재가 가지는 단 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MgB2 도체는 단순한 육방구조(공간군 P6/mmm)를 갖고 있으며 다

른 고온 도체와는 달리 Mg와 B 원자가 교 로 층상을 이루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1 참조). 도 특성을 나타내는 임계 이온도(Tc)는 Nb3Sn과 같

은 온 도체에 비해 상 으로 높은 39 K를 나타낸다. 이는 산화물계 도

체 보다 도 이온도가 낮지만 이미 상용화가 된 온 도체보다 높아 액체

수소(Tcc~20.13 K)를 사용한 냉각시스템에서 쉽게 도 특성의 구 이 가능하고, 

원료물질의 가격이 렴하며, 고가의 은(Ag) 피복재가 아닌 가의 Fe계 피복재 사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MgB2 도체는 고온 도체

와는 달리 통  류의 장해요인인 결정립들 사이의 약결합(weak link)에 의한 류

도의 하가 상 으로 낮다 [5]. 그러므로 재 응용의 에서 MgB2 도 선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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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MgB2 결정 구조와 (b) 임계 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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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임계자기장(Hc2)을 향상시키고, 선재의 합  교류용 선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시 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특성의 장선재 제조기술을 확립한다면 자, 의

료  력산업 등으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 기존연구의 문제   연구개발방향

 MgB2 선재를 상용화하기 해서는 상부임계자장(Hc2)  자장 하에서의 임계

류 도(Jc)가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한 일반 인 방법은 결정격자 내에 이종원소

를 도핑(doping)하는 것이다. 특히, C 는 C 화합물을 사용하여 MgB2내의 B자리

에 한 양의 C를 치환시킬 경우, 그 효과는 극 화될 수 있다. 지 까지 보고된 

효과 인 도핑물질로는 C, B4C, SiC, carbon nanotube 등이 있으며 [6-10], 이들이 

나노크기로 상 으로 큰 표면 을 가질 경우, C 원자로의 분해(decomposition)가 

용이하여 Mg  B과의 반응성이 향상되어 더욱 효과 으로 도핑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MgB2 도 선재는 일반 으로 고온 도선재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PIT 공

정에 의해 제조된다. 즉, MgB2 분말을 Fe 튜 에 충진한 후, 다양한 기계  공정을 

통해 와이어(wire) 형태나 재(tape) 형태의 도 선재를 제조한다. MgB2 PIT 선

재는 기 원료물질에 따라 ex-situ 공정과 in-situ 공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

다(그림 2 참조). Ex-situ 공정은 이미 합성된 MgB2 분말을 피복재(sheath) 튜 에 

충진(packing)하고 가공공정을 거쳐 선재형태로 제조한 후에 소결(sintering) 열처리

하므로 core의 도가 높고 균일한 미세조직을 가지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이종 

원소의 도핑이 어려워 Hc2와 자장 하에서의 Jc 향상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반면

에 in-situ 공정은 Mg와 B 분말을 튜 에 장입한 후 최종 선재형태로 제조한 후 열

처리를 통해 내부의 원료 분말을 반응시켜 MgB2를 형성시킨다. 이 공정은 열처리 

동안 MgB2 합성과정에서 이종 원소의 도핑이 상 으로 용이하여 고 자장 하에서

의 우수한 임계특성을 가지는 선재의 제조가 가능한 장 이 있으나, Mg 원자가 B 

내로 확산하여 MgB2의 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도 재료 내에 Kirkendall void가 

형성되며 이는 류 도의 감소와 기계  특성 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11]. 한 

도핑물질로써 상기한 C, C 화합물, 속, 는 유기화합물 등을 주로 사용하 으나 

SiC 도핑물질이 개발된 이후로는 수년 간 더 효과 인 도핑물질  도핑기술이 개

발되지 않아 임계특성 값도 더 이상 향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높은 코어 도를 가지는 ex-situ 공정에서 격자 내에 이종원소 도핑을 가

능하게 하는 방법이나 in-situ 공정에서 불순물의 형성을 최소화하고 코어 도를 높

이며, C 도핑이 보다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도핑물질  도핑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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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기존의 in-situ 공정과 

ex-situ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 , ex-situ 공정에서의 장 인 높은 코어 도와 피복재 물질과의 화학  호환성

(chemical compatibility)을 이용하여 MgB2 격자 내에 이종원소 도핑을 이룩하고자, 

MgB2 분말(ex-situ)과 C 분말의 혼합분말에 기계  합 공정(mechanical alloying)을 

용하여 높은 에 지를 가함으로써, MgB2 격자 내에 C 도핑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 분말을 제조한다. Mg, B,  C 분말을 통해 제조된(in-situ) C 도핑

된 MgB2 분말을 사용하여 최종 으로 코어 도가 높고 C 도핑된 MgB2 선재를 제

조(ex-situ)한다.

한편, 박막형태로 제조된 MgB2 도체의 임계 류는 PIT (Powder-In-Tube) 방

법으로 제조한 것에 비해 10 − 100 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MgB2 박막에서 나타나는 자속(flux) 동력학에 한 연구를 통하여 MgB2 도선

의 임계 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HPCVD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통해 textured Al2O3를 모재 

기 으로 하여 제조한 MgB2 박막의 결정립 크기  SiC 도핑에 따른 임계 류 상

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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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situ 공정과 ex-situ 공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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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재 MgB2 선재는 렴한 제조비용과 운용상의 우수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호주, 일본을 심을 비롯하여  세계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재료의 상업성을 미리 인식하여 온 도 산업을 이끌고 갈 차세  선재로 

개발 이다. 일본에서는 NIMS(물질재료연구기구)를 심으로 선재특성 향상을 

한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 호주, 유럽 등에서도 기본물성 향상을 해 기 원료

에 다양한 공정변수를 두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13]. 

재료의 물리 , 기계 , 기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는 주로 MgB2 선재의 상

부임계자장(Hc2)  자장 하에서의 임계 류 도(Jc)를 향상시키는 분야로 집 되어 

있으며 이를 해 PIT 공정의 변수확립과 flux pinning 효과를 높이는 연구에 

이 맞추어져 있다. PIT 공정변수는 기존의 1세  도 선재인 BSCCO 공정에서 

연구한 내용의 범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반면에 flux pinning를 극 화하기 

해 이종원소의 도핑과 결정립계의 미세화에 한 연구가 으로 행해지고 있

다 [14, 15]. 

결정격자 내에 이종원소를 도핑(doping)하는 것은 MgB2 선재의 상부임계자장

(Hc2)  자장 하에서의 임계 류 도(Jc)를 향상시키기 한 보편 이고 용이한 방

법  하나이다. 특히, C 는 C 화합물을 사용하여 MgB2내의 B자리에 한 양

의 C을 치환시킬 경우, 그 효과는 극 화될 수 있다. 지 까지 C, B4C, SiC, C60, 

carbon nanotube 등이 효과 인 도핑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6-10], 이들이 나노단

(~nm)크기로 상 으로 큰 표면 을 가질 경우, C 원자로의 분해(decomposition)

가 용이하여 Mg  B과의 반응성이 향상되어 더욱 효과 으로 도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노크기의 물질들은 제조단가가 높을 뿐 아니라, 응집

(agglomeration) 상으로 인해 모재(Mg, B)와 균일하게 섞이기 어렵다. 결과 으로, 

MgB2 내에서 응집되어 도핑되지 않고 결정립계에 분포하게 됨으로써, 류 흐름

을 방해하는 취약한 연결부 (weak link)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비해 ex-situ 공정에서의 이종원소 doping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데, Senkowicz 연구그룹에서 기계  합 공정(mechanical alloying)  열간정수압

(hot isostatic press)을 이용하여 ex-situ 분말에 C이 도핑된 벌크체를 제조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 다 [16]. 그러나 기계  합 공정이 기 원료분말에 미치는 향에 

해 상형성이나 미세조직학  에서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이종원소 doping이 가능한 in-situ 공정에서 큰 결 으로 부각되고 있는 낮

은 코어 도를 개선하기 해 일본의 Kumakura 연구그룹에서는 Mg diffusion 공



- 229 -

정을 용하 고, 호주 Wollongong 학의 Dou 연구그룹은 고온  온에서의 혼

합된 열처리공정을 이용하여 각각 일반 인 PIT 선재보다 높은 코어 도를 가지고 

향상된 Jc특성을 가지는 선재를 제조하 다 [17, 18]. 한 일본 Fujii 연구그룹에서 

in-situ  ex-situ 의 혼합공정을 이용하여 C 도핑된 MgB2 테잎을 제조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in-situ 공정을 분말 비 시 형성된 MgO에 의해 Jc(B) 특성이 

오히려 하된 것으로 보고하 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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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 신(新)공정 개발을 통한 고(高) 도 코어(core)를 가

지는 C 도핑된 MgB2 선재 제조

1. 서 론

MgB2 도 선재는 일반 으로 PIT(Powder-In-Tube)법으로 제조되는데, 사용

된 기 원료물질에 따라 in-situ 는 ex-situ 공정으로 나뉜다. In-situ는 반응하

지 않은 Mg와 B 분말을 사용하는 반면, ex-situ는 기(旣) 형성된 MgB2분말을 사용

한다. 자의 경우는 상 으로 열처리 온도가 낮고 이종원소의 도핑(doping)이 용

이하나, 열처리 시 발생하는 Kirkendall 효과에 의해 코어 도(core density)가 낮

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기 형성된 MgB2분말을 사용하므로 상 으로 코어 

도가 높고 피복재(sheath)와의 반응성이 으며, 선재의  역에 걸쳐 균일한 특

성을 가지므로 응용 에서 보았을 때, 보다 유리한 특징들을 가진다 [20]. 그러나 

in-situ로 제조된 경우에 비해 MgB2 자체의 경한 분말특성으로 결정립 간의 연결성

(grain connectivity) 부족하여 상 으로 낮은 임계 류특성을 보이며, 이종원소의 

도핑이 효과 이지 못하여 자장 하에서의 자속 고정힘(flux pinning force)도 낮다 

[21]. 

본 과제에서는 앞에서 언 된 두 공정의 장 들을 최 한 이용하기 해 다음의 

두 가지 공정들을 통해 상 으로 고 도 코어를 가지는 이종원소가 도핑된 MgB2

선재를 제조하 다.

2. 세부 연구내용

(가) 기계  합 화를 통한 ex-situ 공정에서의 doping 효과 연구

일반 으로 자장하에서의 임계 류 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이종원소 도핑

은 in-situ 공정에서만 가능하며 dopant의 종류와 공정 조건에 따라 최  소결 온도

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2]. 본 연구에서는 in-situ 공정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도를 가지는 ex-situ 공정에서의 도핑방법을 기계  합 법(mechanical 

alloying, MA)을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in-situ와 ex-situ 두 공정의 장 을 동시에 

얻고자 하 다. MA는 고 에 지를 이용하여 입자 는 결정립의 크기를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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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정질 상태를 유발하거나 원료물질들을 합 화 하는데 유용한 공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MA에 사용된 dopant는 나노 size의 carbon black (CB) 분말을 사용하

으며, planetary ball mill (PBM) 시간과 CB의 도핑함량을 변수로 연구하 다.

MA 공정은 분 기 제어용 jar와 PBM 장비를 사용하 다. 도핑함량은 원료물질

인 MgB2(Alfa-aeser, 70~90 ㎛) 분말에 carbon black (CB, Evonik, HIBLACK
®

 50L, 

18 nm) 분말을 0, 1 (x=0.01), 5 (x=0.05) at% (in MgB2-xCx)의 조성으로 변화시켰고, 

텅스텐 카바이드(WC) 볼을 사용하 으며 볼과 분말은 20 : 1의 무게비율로 고정하

여 실험하 다. PBM 공정의 회 속도는 175 rpm으로 고정하고, milling 시간을 25, 

50, 100 시간으로 달리하여 MgB2 구체를 제조하 다. 한, MA 공정의 효과를 

확인하기 해 일반 인 ball milling법으로 비교시편을 제작하 다. 비교시편은 

MA 조건과 마찬가지로 MgB2 분말에 각각 CB을 1, 5 at% 첨가하 고, Ar 분 기

에서 ZrO2 볼과 분말을 10 : 1의 무게비율로 고정한 후, 6 시간동안 milling하여 

MgB2 구체를 제조하 다. 앞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비된 MgB2 구체 분말은 

Fe tube (외경: 8mm, 내경: 5mm)를 사용하여 powder-in-tube (PIT)  인발 

(drawing) 공정을 통해 최종직경 1.4 mm인 선재로 제작하 다.

그림 3은 순수한 MgB2 분말의 열분석(TG/DTA) 곡선으로, 약 900℃의 온도에서

부터 흡열반응이 찰되었다. 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결공정은 입자간의 충분한 

확산으로 분말간의 necking이 원활히 일어나도록 반응이 시작되는 900℃ 보다 높은 

1000℃, 1 시간으로 하 다. 

그림 4에는 CB 분말에 한 XRD 패턴과 TEM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4(a)

에서와 같이 CB peak의 반가폭이 매우 크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CB 분말의 크기가 

나노사이즈로 매우 작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그림 4(b)의 TEM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나노 단  크기(약 18 nm)의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을 찰할 수 있

었다. 그림의 고배율 사진과 회 패턴에 의하면 CB은 매우 작은 크기의 비정질 상

인 것으로 단되며 이는 XRD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 5에 MA 공정 후, CB의 조성별 PBM 시간에 따른 XRD 상분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모든 조성 (pure, x=0.01, x=0.05)에서 MgB2 peak 외에 C peak은 찰되

지 않았으며, MA 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의 경우 공정시간 증가에 따른 두드러진 변

화는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MA 공정을 거치지 않은 비교시편에 비해 체 으로 peak의 

반가폭이 증가하 으며, 이는 MA 공정에 의해 분말의 크기 감소와 MgB2의 격자변

형으로 인한 결정성 하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MA 공정을 통한 MgB2 구체의 입자크기 감소를 확인하기 해 분말의 입도분

포를 평가하 다. 입도분포는 고순도 에탄올을 분산 용매로 사용하여 습식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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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으며, 그림 6에 각각의 조성별 PBM 시간에 따른 분말들의 입도 분포를 나

타내었다. 부분의 조건에서 입도분포는 PBM 공정유무에 계없이 bimodal 분포

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PBM 공정이후 bimodal 분포 곡선이 작은 크기 방향

으로 broad 해지는 것으로 미루어 분말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즉, 25 시간

에서 50 시간으로 mill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분말들의 크기가 작은 쪽으로 입

도분포가 이동되었으며, 100 시간으로 증가하 을 때는 크기가 크게 감소하여 

bimodal 분포에서 multimodal 분포로 곡선의 형태가 바 었다. 

MA 공정으로 제작된 MgB2 분말의 형상, 크기  결정성을 확인하기 해 투과

자 미경(TEM)으로 미세조직을 분석하 다. CB이 첨가되지 않은 MgB2 분말을 

PBM 처리 하지 않은 경우와 25 시간, 50 시간 동안 PBM 처리한 후의 TEM 사진

을 각각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a)에 나타난 바와 같이 PBM 처리 하지 않은 

MgB2 분말은 부분 으로 각이 진 형상으로 입자의 크기도 상 으로 크고, 불규

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회 패턴은 AlB2 타입의 육방 결정구조를 보여 다. 

PBM 공정을 25 시간, 50 시간 처리함에 따라 MgB2 분말의 형상은  둥근 형상

으로 바 며, 크기도 균일해지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7(b), (c)). PBM 처리

한 경우의 분말회  패턴은 링 패턴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PBM 공정에 의한 결정성 

하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0 시간 PBM 처리한 경우의 고배율 미세조직(그림 7(d))에 

의하면 긴 시간의 milling 공정으로 인해 분말의 표면이 많이 변형되어 요철이 부

분 으로 찰되었다. 따라서 각지고 불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기 분말은 PBM 공

정이후 입자가 미세화 되고 크기가 균일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큰 가공에

지에 의해 분말 표면의 결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arbon black 분말을 5 at%(x=0.05, (MgB2)1-xCx) 첨가하고 PBM 공정을 25 시간, 

50 시간, 100 시간 처리한 분말에 한 TEM 분석결과를 각각 그림 8에 나타내었다. 

Carbon black 분말을 첨가한 경우에도 PBM 공정이후 MgB2 분말은 입자가 미세화 

되고 균일해지는 것으로 찰되었다. MgB2 분말과 CB 분말과의 반응  상호 간의 

분포를 찰해 보았다. 25 시간 PBM 공정이후 carbon black 입자는 MgB2 분말의 

표면에 부착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찰되는 반면, milling 시간이 50 시간, 100 시간

으로 증가된 경우 CB 분말은 MgB2 분말의 표면에서 내부로 침입하여 분포하는 경

향을 보 다. 한, 25 시간의 경우, MgB2 표면에 존재하는 CB의 찰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는 50, 100 시간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MgB2 분말과의 반응이 크

지 않아 CB 분말과 MgB2 분말이 서로 분리되어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PBM 시간이 50 시간 이상인 경우, PBM 공정에 의한 높은 에 지 때문에 MgB2 상

이 metastable 상태로 되면서 CB 분말과의 반응성이 높아져 부분 으로 합 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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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received (10k 배율)

  

(b) 25 시간 (30k 배율)  

   

(c) 50 시간 (10k 배율)                (d) 50 시간 (500k 배율)

그림 7. As-received MgB2 분말과 PBM 처리 후 MgB2 분말의 T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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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 시간 (10k 배율)             (b) 25 시간 (300k 배율)  

  

(c) 50 시간 (10k 배율)             (d) 50 시간 (300k 배율)

  

(e) 100 시간 (10k 배율)             (f) 100 시간 (300k 배율)                 

                    

그림 8. 5 at% carbon black이 첨가된 PBM 처리 후 TEM 사진



- 239 -

열처리 공정 이후에는 MgB2 분말들의 소결과 함께 부분 으로 합 화된 C 성분의 

도핑이 보다 용이하게 일어날 것으로 상된다.

그림 9에 선재에 한 XRD 상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조건에서 MgB2가 

주상으로 찰되었으며 Fe 피복재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의 분석결과이므로 Fe 

peak이 함께 찰되었다. 한, 조건에 따라 MgB4와 MgO와 같은 2상도 찰되었

다. PBM 처리된 MgB2 분말의 XRD 상분석 결과와 비교하 을 때(그림 5), XRD 

peak의 반가폭이 감소된 것을 통해 1000℃의 소결처리로 MgB2의 결정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재의 임계특성을 평가하기 해, MPMS를 이용해 각 선재의 임계온도(Tc)  

임계 류 도(Jc)를 측정하 다. 그림 10는 MPMS로 측정된 MgB2 선재의 M-T 그래

이다. PBM 공정 처리한 조건의 경우는 PBM 처리하지 않은 조건에 비해 Tc가 감

소하 고, mill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일반 으로 

MgB2에 도핑효과를 얻기 해 다른 원소를 첨가하는 경우, 고자장하에서의 Jc는 증

가하나 MgB2의 결정성 감소로 인해 Tc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PBM 처리와 처리 시간 증가에 따른 임계온도의 감소는 CB 도핑과 큰 가공에 지

에 의한 MgB2 상의 결정성 감소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정성의 감소 

때문에 Tc의 천이폭(△Tc, Tc-onset, 10~90%)도 CB 함량 증가와 PBM 공정시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11 참조).

MgB2 선재의 자장변화에 따른 Jc 값의 변화를 PBM 공정 시간과 CB의 함량에 

따라 각각 그림 12, 13에 나타내었다. 자장변화에 따른 Jc의 측정은 5 K와 20 K 두 

온도에서 0~7 T까지 자장을 변화시키며 측정하 다. 체 으로 낮은 자장 하에서 

PBM 공정 처리한 조건의 선재는 PBM 처리 하지 않은 선재에 비해 낮은 Jc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장 증가에 따른 Jc의 감소 특성은 CB의 doping 유

무에 계없이 PBM 공정이후 향상되었으며, 공정시간 증가에 따라 기울기는  

완만해져 고자장하에서는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7 T 이상의 고자장

하에서는 PBM 공정 처리한 선재의 경우 공정시간 증가에 따라 PBM 공정 처리하

지 않은 선재보다 오히려 Jc 값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PBM 

공정으로 미세한 입자가 형성되고 소결공정을 거치면서 상 으로 미세한 결정립

을 유도함으로써 결정립계 자속 고정 (flux pinning center)을  증가시킨 것으로 

단된다. CB이 첨가된 경우, PBM 공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 효과와 C doping에 

의한 자속 고정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CB을 첨가한 경우, 나

노크기의 CB이 MgB2 결정립계 부근에 분포하여 자속 고정 의 역할을 할 뿐만 아

니라, 소결공정 시 MgB2 분말들의 결정립 성장 하로 인한 결정립의 미세화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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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으로써 결정립계 자속 고정 의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 PBM 공정

을 통해 원료 분말에 높은 에 지를 가하여 소결공정 시 C 입자들이 MgB2내로 원

활히 확산될 수 있는 구동력을 제공함으로써, B과의 치환을 통한 불순물 산란

(impurity scattering)을 유발시켜 상부 임계자장(Hc2)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러한 상부 임계자장의 증가는 고자장하에서 높은 Jc 값을 유발한다.

  결론 으로 ex-situ 분말에 한 PBM 공정  CB의 doping은 고자장에서 우수한 

Jc 거동을 보여주었다. 아래의 그림 14에 in-situ 공정에 의한 CB 도핑(x=0.01, 

MgB2-xCx) 실험결과와 ex-situ 공정에서 MA 공정을 통한 CB 도핑실험결과를 비교

해 보았다. In-situ 공정으로 제작된 선재의 자장 변화에 따른 Jc 곡선은 ex-situ 공

정에서 MA 법으로 제조된 선재의 Jc 곡선과 약 7 T 부근에서 교차되어 7 T 이상의 

고자장하에서는 본 실험의 결과가 더 높은 Jc값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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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계  합 법으로 제조된 MgB2 선재의 carbon black 

시간에 따른 MPMS Jc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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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계  합 법으로 제조된 MgB2 선재의 planetary ball mill

함량에 따른 MPMS Jc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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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In-situ 공정을 통한 carbon black 도핑 (x=0.01, in MgB2-xCx) 

실험결과와의 비교(5 K, 20 K에서의 MPMS Jc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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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situ  ex-situ의 혼합공정을 통한 C 도핑된 MgB2 선재 제조

In-situ 공정을 통한 이종원소의 도핑과 ex-situ 공정에서 가지는 높은 코어 도

를 얻고자, 본 연구에서는 in-situ 공정으로 비된 C이 도핑된 MgB2 분말을 사용

하여 ex-situ의 MgB2 선재를 제조하 다.

Mg(Tangshan, 325 mesh, 99%), B(Tangshan, 4~6 μm, 95%)  나노크기의 

C(Evonik, HIBLACK
®

 50L, 18 nm) 분말들을 MgB2-xCx에서 x=0, 0.01, 0.03의 조성

으로 각각 비하여 일반 인 볼 링 공정을 통해 균일하게 혼합하 다. 상기 혼합

분말들에 해 200 MPa의 냉간 정수압(cold isostatic pressing)을 용하여 성형체

를 제조한 후, 900
o
C에서 1시간 동안 Ar 분 기의 상로 내에서 소결처리 하 다. 

상기 소결체들을 분쇄(crushing)하고 200 mesh 표 체를 이용하여 미세한 MgB2분

말을 비하 으며, 이 분말들을 각각 Ex-0, Ex-0.01, Ex-0.03로 명명하 다. 

상기의 방법들로 비된 ex-situ의 MgB2 분말들을 각각 Fe 튜 (외경: 8 mm, 내

경: 5 mm)에 장입한 후, 스웨이징(swaging)  인발(drawing) 공정을 반복하여 최

종 직경 1.4 mm의 선재를 제조하 다. 소결공정은 1000
o
C에서 1시간 동안 Ar 분

기의 상로 내에서 수행하 다. 이러한 공정효과를 비교하기 해 in-situ 공정으로 

MgB1.99C0.01의 조성을 가지는 선재를 제조하 고, In-0.01로 명명하 다.

MgB2 선재 코어에 한 상 분석  이상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해 X-선 회

분석(D8 Discover, Bruker AXS)을 하 으며, 격자상수를 계산하기 해 리트벨트법

(Rietveld method)을 바탕으로 한 EVA
®

로그램을 이용하 다. 한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Hitachi-1000)을 이용하여 선재 코어의 미세조직을 찰

하 다. 임계 류 도(Jc)와 임계온도(Tc)는 MPMS(magnetic properties measurement 

system)를 이용하여 MgB2 도 심(core)을 손상시키지 않기 해 피복재를 제거하

지 않은 상태로 측정하 으며, 완  반자성신호의 10%일 때의 온도를 임계온도(Tc)

로 정하 다.

그림 15(a)는 in-situ 공정으로 비된 x=0, 0.01, 0.03의 조성을 가지는 MgB2-xCx 

분말에 한 XRD 패턴을 나타낸다. 모든 분말들은 MgB2의 주상과 소량의 MgO  

MgB4의 이상을 보 으나, C peak은 찰되지 않았다. C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gO상의 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찰되었는데, 이는 C 입자와 O와의 반응으로 

CO2가 형성됨으로써, 시스템 내에 남아있던 O를 제거하여 MgO의 형성을 억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 (100) peak의 반가폭이 0.225° (Ex-0)에서 Ex-0.01  Ex-0.03

의 경우 각각 0.229°  0.249°로 증가하 는데(그림 15(b)), 이는 C 함량 증가에 따

른 격자변형 는 결정립 크기 감소에 의한 결정성 감소를 암시한다. C 치환정도를 

평가하기 해 a축  c축의 격자상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c축은 3.5271~3.5276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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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gB2-xCx 분말에 한 XRD 결과 (a) XRD 패턴 (b) a축 격자상수 변화 

 (100) peak의 반가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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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a축은 3.0858Å(Ex-0)에서 Ex-0.01  Ex-0.03의 경우 3.0828Å 

 3.0777Å으로 감소하 다(그림 15(b)). 이러한 a축의 감소는 MgB2내의 B자리에 C

이 치환되었음을 암시한다 [22].

그림 16에 x=0, 0.01, 0.03의 조성을 가지는 MgB2-xCx 분말(Ex-0, Ex-0.01, Ex-0.03) 

 In-0.01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선재 코어의 횡단면 SEM 사진 (1k 배율)을 나타

내었다. 그림 16(a)에서 볼 수 있듯이, In-0.01 시편에서는 Kirkendall 효과에 의해 형

성된 많은 수의 void가 찰되는데, image analyzer를 사용하여 void의 크기와 역

비를 측정해 본 결과, 각각 5.53~39.40 μm 크기와 20.2% 비율로, 상 으로 낮은 

코어 도를 보 다. 반면에 Ex-0, Ex-0.01  Ex-0.03 시편(그림 16(b), (c), (d))들은 

void 비율이 4.4%~8.0%로 측정되었고, Kirkendall void가 없는 상 으로 높은 코

어 도를 보 다. 그러나 결정립 간에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In-0.01 

시편과 다르게 개개의 작은 분말들이 단순히 응집(agglomeration)되어 있는 것으로 

찰된다. 이는 높은 온도(1000
o
C)에서의 열처리에도 불구하고, 소결  결정 성장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이는 여분의 Mg 첨가를 통해 소결 진을 

유도하여 결정립 간의 연결성(connectivity)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7(a)은 선재의 XRD 패턴을 나타낸다. 그림 17(a)에 보인 분말의 XRD 패턴

과 유사한 결과를 보 으나, 소량의 MgB2C2  피복재에 의한 Fe peak이 추가 으

로 찰되었다. XRD 결과로부터 Williamson-Hall plot을 이용하여 각 시편들의 결

정립 크기를 계산해 본 결과, 29.4 nm(Ex-0 시편)에서 Ex-0.01  Ex-0.03 시편의 경

우, 각각 17.9 nm  15.8 nm로 감소하 다. 이는 열처리 공정 동안 Mg  B과 반

응하지 않고 남은 C 입자들이 MgB2 결정립의 성장을 부분 으로 억제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결정립 크기의 감소는 결정립계 면 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장하에서 

높은 자속 고정력(pinning force)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림 18(a)에는 MPMS을 이용하여 측정된 선재의 임계온도(Tc)  천이폭(△Tc, 

Tc-onset 10~90%)를 나타내었다. Ex-0 시편은 35.6 K로 가장 높은 Tc를 보 으며, C 

함량이 x=0.01와 x=0.03으로 증가함에 따라 Tc는 각각 34.8 K, 33.0 K으로 감소하

다. 반면, 측정을 통해 △Tc는 3.1 K(Ex-0)에서 3.8 K(Ex-0.01), 4.0 K(Ex-0.03)으로 증

가하 다 (그림 18(a)의 삽입그림 참고). 이러한 거동은 C의 B자리로의 치환에 의한 

격자변형  impurity scattering의 증가, 비화학양론  조성, a축 면간거리 변화와 

련 있으며, 상기의 XRD 분석결과  a축 격자상수의 변화와 일치한다.

그림 18(b)는 5 K과 20 K에서 측정된 선재의 Jc 그래 이다. 5 K, 1 T에서 Ex-0 

시편은 Ex-0.01  Ex-0.03 시편에 비해 약간 높은 Jc를 보이나 자장이 증가함에 따

라 격히 Jc는 감소하여 Ex-0.01의 Jc와 4.2 T에서 교차하고, Ex-0.03의 Jc와는 4 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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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6. 선재 코어의 SEM 미세조직 (a) In-0.01, (b) Ex-0, (c) Ex-0.01,  (d) 

Ex-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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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 선재의 임계온도(Tc)  천이폭(△Tc, Tc-onset 10~90%)과 (b) 5 K  

20 K에서의 선재의 Jc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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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한다. 그리하여 5 K, 6.6 T에서는 Ex-0의 경우, 0.7 kA/cm
2
의 Jc를 가지나 

Ex-0.01  Ex-0.03의 경우 1.45 kA/cm
2
  3.34 kA/cm

2
의 Jc를 보인다. 이러한 C 

도핑된 시편에서의 향상된 Jc(B) 거동은 C 도핑에 의해 유발된 결정립 크기의 감소, 

B 자리에의 C 치환에 따른 잉여 자 형성  격자변형의 혼합된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최종 으로 자장 하에서의 자속 고정력의 증가와 그에 따른 

Jc(B)의 향상을 가져온다.

 In-0.01 시편은 5 K  20 K에서 Ex-x 시편들(x=0, 0.01, 0.03)에 비해  자장 

역에서 높은 Jc를 보이는데, 특히 그 차이는 자장 역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상

기의 미세조직을 통해 확인하 듯이, 결정립간의 연결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In-0.01 시편의 Jc는 자장이 증가함에 따라 격히 감소하여 6.6 T에서

는 4.81 kA/cm
2
로 Ex-0.03의 Jc (3.34 kA/cm

2
)와 거의 등한 값을 보인다.

결론 으로 in-situ  ex-situ의 혼합공정은 in-situ 공정에서의 이종원소 doping

이 가능한 과 ex-situ 공정에서의 높은 코어 도를 얻을 수 있는 을 바탕으로 

in-situ 공정  이종원소 doping을 통해 제조된 선재만큼 고자장에서 높은 Jc를 보

임을 확인하 다.  자장 역에서 Jc를 보다 향상시키기 해서는 ex-situ 분말간의 

연결성을 높이기 한 개선된 처리  열처리 공정이 요구된다.

 



- 254 -

제 2 . HPCVD법을 이용한 MgB2 박막제조

1. HPCVD법을 이용한 MgB2 박막제조

일반 으로 박막형태로 제조된 MgB2 도체의 임계 류는 PIT (Powder-In-Tube) 방

법으로 제조한 것에 비해 10-100 배정도 크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MgB2 박막에

서 나타나는 자속(flux) 동력학에 한 연구를 통하여 MgB2 도선의 임계 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HPCVD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textured Al2O3를 모재 기 으로 하여 제조한 MgB2 박막의 결

정립 크기에 따른 임계 류 상을 연구하 다.

 

(가) Al2O3 기 에 MgB2 박막 증착

도체의 결정립 크기가 가능한 한 작은 박막으로 제조하기 하여 500℃-600℃의 낮은 

온도에서 양질의 박막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이러한 조건으로 제조한 박막의 결정립 

크기는 증착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작아지게 된다. MgB2 박막은 성장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임계 온도가 하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520°C에서 성장된 박막의 경우에도 임계온도 39 

K 이상의 우수한 품질의 MgB2 박막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19 참조). 재까

지 HPCVD 법을 이용하여 MgB2 박막을 제조하는 경우, 550°C 이하에서 양질의 박막을 제조

한 결과를 보고된 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고안된 susceptor를 사용하여 520°C에서 

품질이 우수한 박막을 제조하는데 성공하 다. 성장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임계온도가 감소하

고, RRR(Residual Resistivity Ratio) 값도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온에서 성장된 박막의 경우, 결정립들이 c축 방향을 따라 컬럼(column) 형태로 기

의 표면에 수직하게 성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면(in-plane) 방향에 해서도 정렬된 결과

를 XRD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 다. 이러한 컬럼 형태의 박막구조는 도 특성을 연구하는

데 유리하며, 특히 볼텍스(vortex)의 운동에 련된 임계 류 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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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성장 온도 변화에 따른 MgB2 박막의 온도- 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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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PCVD법을 이용한 고성능 MgB2 박막제조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박막제조방법인 HPCVD법을 사용하는 경우 임계온도가 39 K 이상인 

동시에 액체헬륨온도(4.2 K)에서 임계 류 도가 10 MA/cm
2
인 고품질 박막을 제조하는 재

율이 90% 이상임을 확인하 다. 한 MgB2 박막을 도 선재이나 소자에 산업화하기 

해서는 량 생산 능력이 요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증착률을 약 0.2 µm/min 까지 끌어 올

릴 수가 있었다. 이러한 증착률이 높은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막의 두께를 0.1 

µm에서 4 µm 까지 변화시키면서 도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었다.  

특히 두꺼운 MgB2 박막인 경우 도 임계온도가 40.5 K으로 단결정 MgB2 도체의 

도 임계온도인 39 K보다 더 높은 매우 우수한 박막을 제조할 수가 있었으며, 이에 한 

메카니즘 규명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 특성  박막의 구조를 분

석하기 하여 MPMS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PPMS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FIB (Focused Ion Beam) system, XRD, SEM, TEM, 

등을 사용하 으며, 이러한 연구 내용 에서 요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20은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온도 변화에 따른 항 곡선이다. 우선 

도 임계 온도가 단결정의 임계온도(39 K) 보다 1.5 K 높음을 확인하 으며, 본 연구를 통

해 제조된 박막을 우수함을 직 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측정된 MgB2 막의 두께는 1.7 

µm이며, 이러한 두꺼운 막에서 높은 임계온도를 측한 것은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내부에 나타낸 작은 그림은 이온도 근처에서 확 한 그림으로 도 

이가 매우 격하게 일어남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결과 한 본 연구에 제조한 도 박막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상상태의 항-온도 특성에서 RRR (Residual Resistivity 

Ratio = ρ(300K)/ρ(42K)) 값을 비교하여 시편의 품질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본 시료에서는 

RRR 값이 4가 됨을 확인하 으며, 이는 단결정에서 보이는 RRR 값인 5에 유사한 값이다. 

그림 21은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에 해 XRD 패턴을 측정한 결과이다. 

기  피크를 제외하고 MgB2에 의한 피크는 (00l) 방향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충분히 두

꺼운 박막임에도 불구하고 MgB2 도 막이 기 의 표면에 수직하게 c축 방향으로 성장하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MgB2의 피크가 기 인 (0001) Al2O3 피크에 비해 매우 크

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MgB2 막의 두께가 두꺼워서 X-선이 기 에 깊이 침투

하지 못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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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온도 변화에 따른 항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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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XR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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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표면(a)  단면(b) SEM 사진이다. 먼

 그림 22(a)에 보이는 박막의 표면에는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육각형 형태의 단결정이 집

되어 성장된 모양을 측할 수가 있으며 XRD 분석(그림 21)을 통하여 이 결정립들이 기 의 

표면에 c축 방향으로 성장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두꺼운(1.7 µm) 박막임에도 불구하고 

결정립의 성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곧게 성장함을 본 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확인할 수

가 있었다. 

MgB2 박막의 단면 그림 22(b)에서 결정립간의 경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

한 경계면(grain boundary)이 자기 소용돌이의 운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임계온도

를 향상시키는데 근원이 된다. 한편, 고자장에서 임계온도를 높이려면 이러한 결정립 경계면의 

도를 크게 제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온에서 박막을 제조하여 결정립의 반경을 작게 하면 

고자장에서 임계 류 도가 높은 도체 박막을 제조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HPCVD법을 이용한 MgB2 박막제조

그림 23은 이 를 이용한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의 온도 변화에 따른 항 특

성을 측정한 것이다. 임계 온도가 40.2 K으로 고진공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한 박막들 에 가

장 높은 온도에서 도 상이 일어나는 우수한 박막을 제조할 수가 있었으며, 향후 조셉슨 

소자 등을 제조하는데, 유용한 박막 제조 방법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는 이 를 이용한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의 온도 변화에 따른 항 특

성을 보여 다. 그림 23에서 항 측정결과와 일치되는 온도에서 도 상이 측되었다. 

삽입된 그림은 XRD 결과이며, 기 의 표면에 수직하게 c 축 방향으로 박막이 성장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25는 이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SEM 표면(a)과 계면(b) 사진

이다. 일반 인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박막에 비해 표면이 매우 평탄하다. 계면사진에서는 

불순물이 없고 도가 상당히 높은 형상을 보여 다. 

그림 26은 이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M-H  Jc-H 측정 결과이다. 

자기장이 0인 경우 임계 류가 10 MA/cm
2
으로 매우 크지만 고자장에서는 임계 류가 격

히 감소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본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품질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다른 실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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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표면(a)  단면(b)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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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온도- 항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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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이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SEM 표면(a)과 

계면(b)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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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이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M-H  

Jc-H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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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이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박막의 

온도-자화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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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 MgB2 박막의 특성  자속 고정 메카니즘 규명

1. MgB2 박막제조의 임계 류  자속 고정

그림 27(a)에서 임계 류 도가 10
7
 A/cm

2
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MgB2 후막

에서 보고된 임계 류 도 값보다 매우 큰 값이며, 본 연구에서 제조한 MgB2 후막

이 실제 도 선을 제조하는데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다. 그림 27(b)에서 

5 K에서 측정한 데이터의 경우, 두께가 1.7 μm(결정립 크기: 300 nm)인 후막이 1.0 

μm(결정립 크기: 400 nm)인 후막보다 더 높은 자기장에서 피크가 나타났다. 이는 

1.7 μm인 후막의 임계 류 도가 고자장에서 더 크게 측된 그림 27(a)와 일치되

며, 결정립의 크기가 작을수록 고자장에서 임계 류 도가 커짐을 보여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를 통하여 결정립의 크기가 각각 300, 400 nm인 

박막에 한 임계 류를 찰한 결과는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고자기장하

에서 임계 류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었다. 이는 결정립의 크기가 작을수록 결정립

계(grain boundary)의 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MgB2 도 박막이 갖는 고 임

계 류 특성은 결정립계가 매우 강한 자속 고정 (vortex pinning site) 역할을 한다

는 사실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면, MgB2 도체의 임계 류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MgB2 도체를 제조할 때,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제조하여 

결정립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2. MgB2 박막제조의 자속 고정 메카니즘 규명

도체의 자속 고정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해서는 시편이 매우 깨끗하고 자속 고정 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시료가 필수 이다. 따라서 HPCVD 방법으로 성장온도를 변화시키

면서 결정립크기가 다른 다양한 박막을 제조하여 임계 류를 분석하고 자속 고정 메카니즘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에피택시 성장된 MgB2 박막의 경우 자속은 결정립계면과 

결정립 내의 불순물이나 결함에 의해 자속이 고정되며, 결정립에 의한 자속 고정힘은 불순물

이나 결함에 의한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의 발견하 다. 그림 28은 520, 540, 560 ℃에서 제조

한 MgB2 박막의 항-온도 곡선이다. 성장 온도가 높을수록 임계온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가 있다. 한 그림 29에서 보듯이 성장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결정립들은 자속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결정립이 작을수록 결정립 계

면이 증가하므로 고 자장에서 임계 류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30은 520℃, 540℃, 560℃에서 

제조한 박막의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임계 류 곡선이다. 성장 온도가 낮을수록(결정립 크기

가 작을수록) 임계온도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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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임계 류 도(a)  자속고정힘 

도(pinning force densit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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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520, 540, 560 ℃에서 제조한 MgB2 박막의 항-온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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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520℃, 560℃에서 제조한 MgB2 박막의 표면(a)  계면(b)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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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520, 540, 560℃에서 제조한 MgB2 박막의 임계 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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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520, 540, 560℃에서 제조한 MgB2 박막의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자속고정힘 

도를 보여 다.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두 개의 우리(peak)가 나타나는 상을 발견하 으며, 

낮은 자기장에서 나타나는 우리는 결함(point defects)에 의한 것이며, 고자장에서 나타나

는 우리는 결함(planar defects)에 의해 나타남을 규명하 다.

그림 32는 520, 540, 560℃에서 제조한 MgB2 박막의 자장 역에 한 자속고정힘에 

한 것이다. 그림 31에서 고자장 자속고정힘을 제거하여 자장 자속고정힘을 계산하 으며, 

이론 인 계산 결과와 실험오차 범  내에서 잘 일치됨을 볼 수가 있다.  

3. SiC를 도핑한 MgB2 박막제조  자속고정 기구 규명

도핑에 의한 pinning 효과를 연구하기 하여 Al2O3 기 에 PLD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

질의 SiC를 7-70 nm 두께로 증착한 후에 HPCVD 방법으로 MgB2 후막 제조에 한 연구도 

수행하 다. SiC를 도핑하 음에도 불구하고 SiC 두께에 무 하게 모든 후막의 임계온도는 

40 K으로 높은 박막을 제조할 수가 있었으며, 결정립 크기는 SiC 층의 두께가 커짐에 따라 

400 nm에서 488 nm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도핑된 모든 후막의 임계 류 도는 도

핑이 되지 않은 순수 후막에 비해 2-4배 향상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이 결과는 향후 

도 테잎을 제조하는데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상세한 실험결과는 아래와 같다.  

- 그림 33은 Al2O3 기 에 PLD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질상 SiC를 7-70 nm 두께로 증

착한 후에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후막의 온도 변화에 따른 항 곡선이다. 그림에

서 보듯이 불순물 층의 두께에 무 하게 임계온도가 39.5-40.7 K으로 품질이 우수한 박막임

을 보여 다. 

- 그림 34는 상기한 MgB2 후막의 XRD 결과이며, 불순물 층의 두께에 무 하게 c 축으로 

잘 성장된 우수한 후막임을 알 수가 있다. 한 SiC 불순물 상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SiC가 MgB2 후막에 도핑이 잘 되었음을 측할 수가 있다. 

- 그림 35는 Al2O3 기 에 비정질상 SiC를 (a) 7 nm, (b) 14 nm, (c) 35 nm, (d) 70 

nm 두께로 증착한 후에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후막의 SEM 사진이다. 불순물 층

의 두께에 무 하게 결정립이 균일한 크기로 잘 성장된 우수한 후막임을 알 수가 있다. 
- 그림 36은  시편들의 자장하에서의 임계 류 도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불순

물 층의 두께가 35 nm인 경우 임계 류 도가 가장 크며, 순수한 후막에 비해 임계 류 도가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도핑된 SiC가 매우 효과 인 자속고정 물질임을 보여 다.

- 그림 37은  시편의 자속고정힘 스 일링 결과이다. 자장 역에서 스 일링이 벗어

나며, 이는 자속고정 기구가 결정립 경계면과 SiC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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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20, 540, 560℃에서 제조한 MgB2 박막의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자속고정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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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520, 540, 560℃에서 제조한 MgB2 박막의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자속고정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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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l2O3 기 에 PLD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질상 SiC를 

7-70 nm 두께로 증착한 후에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후막의 온도 변화에 따른 항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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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Al2O3 기 에 PLD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질상 

SiC를 7-70 nm 두께로 증착한 후에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후막의 XR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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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Al2O3 기 에 비정질상 SiC를 (a) 7 nm, (b) 14 nm, (c) 35 nm, 

(d) 70 nm 두께로 증착한 후에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후막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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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Al2O3 기 에 비정질상 SiC를 (a) 7 nm, (b) 14 nm, (c) 35 

nm, (d) 70 nm 두께로 증착한 후에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후막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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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Al2O3 기 에 비정질상 SiC를 (a) 7 nm, (b) 14 nm, (c) 

35 nm, (d) 70 nm 두께로 증착한 후에 HPCVD 방법으로 제조한 

MgB2 후막의 pinning force 스 일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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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properties of

MgB2 superconductor

임 형 주진호

김규태, 박의철, 

이창민, 심종 , 

강원남, 김찬

Physica C 468 국외 유

2008.0

5

Effects of the sintering 
temperature and doping of C60 

and SiC on the critical

properties of MgB2

임 형 주진호

장석헌, 황수민, 

최 , 강원남, 

김찬

Physica C 468 국외 유

2008

Superconductivity of Epitaxial 

MgB2 Thick Films and MgB2 

Nanowires Grown by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성원경 강원남 Physica C
게재

정
국외 유

2008

Growth of MgB2 Thin Films on 
Alumina-Buffered Si Substrates 

by using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이태경 이태경
박세원, 성원경, 
허지 , 정순길, 
안기석, 강원남

Physica C
게재

정
국외 유

2008.

08

Possible origin of double-peak 

behavior of the pinning force 

density in thick MgB2 films 

with columnar structures

정순길 강원남
성원경, 이남훈, 

Mahipal Ranot

J. Kor. 

Phys. Soc.

게재

정
국내 유

2008.

08

Growth of MgB2 thin films by 

using a novel laser-assis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technique

정순길 강원남
이남훈, 성원경, 

최은미, 이성익

Supercon

d. Sci. 

Technol.

21(8) 국외 유

2007.

12

Influence of Mg deficiency on 

superconductivity in MgB2 thin 

films grown by HPCVD

허지 강원남 성원경, 정순길

Supercon

d. Sci. 

Technol.

20(12) 국외 유

2007.

11

Preparation of Epitaxial MgB2 

Thick Films at Low 

Temperatures by Using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허지 강원남
이태경, 강원남, 

양남근, 박제근

J. Kor. 

Phys. Soc.
51(5) 국내 유

2008.5

Effect of charcoal doping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bulk

김남규 김찬
K.S. Tan, 병

, 주진호
Physica C 468 국외 유

2009.0

1

Fabrication of superconducting 

MgB2 thin films on textured 

Cu(100) tape by hybrid 

physical-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태경 강원남

Mahipal Ranot, 

성원경, 정순길, 

, 주진호, 김찬

, 병 , 김

하, Y Zhao, 

S X Dou

upercon

d u c t o r 

S c i e n c e 

a n d 

Technol

ogy

22 국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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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연

도
논문명

 자

학술지명
Vol.

(No.)

국내

외 

구분

SCI

구분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2009

Development of carbon-doped 

ex-situ MgB2 wire by 

mechanical alloying

황수민
임

형

최 , 박의철, 

주진호, 강원남, 

김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유

2009

Fabrication of ex-situ 

processed MgB2 wires using 

nano carbon doped powder

이창민
주진

호

박진 , 황수민, 

임 형, 강원남, 

김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유

2009

Effects of nano-carbon doping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MgB2

임 형
주진

호

심종 , 최 , 

박진 , 김원, 김

찬

Physica C
게재

정
국외 유

2009
Pore formation in in-situ 

processed MgB2 superconductors
이지혜

김찬
김규태, 병 , 

손재민, 김 구, 

주진호

Physica C
게재

정
국외 유

2009

Enhancement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MgB2 thick 

films by Ag and Cu impurity 

layers

M. 
Ranot

강원

남

성원경, 정순길,

이남훈, 주진호,

Y. Zhao, S.X. 

Dou

Physica C
게재

정
국외 유

2009

Mechanical Alloying and 

Combined Process of in-situ 

and ex-situ to Fabricate the 

ex-situ C-doped MgB2 Wire

황수민 주진호

이창민,임 형,

최 ,박진 ,

병 ,김찬

Progress 

i n 

Superco

nductivi

ty

V.10 

N.2
국내 무

2009.

06

A simple method for the 
enhancement of

Jc in MgB2 thick films with an 
amorphous

SiC impurity layer

정순길
강원

남
박세원, 성원경, 
M. Ranot

Supercon

d. Sci. 

Technol.

22

(0750

10)

국외 SCI

2009.

06

Influence of Ag- or 

Cu-Impurity Layers on the 

Microstructure and 

Flux-Pinning Properties of 

MgB2 Thick Films

M. 
Ranot

강원

남
성원경, 정순길

J. Kor. 

Phys. Soc.

54

(2343)
국내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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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 성과

구

분
연도 특허명 등록(출원)인

등록

(출원)국
등록(출원)번호

등

록

출

원

2008

.08.2

9

기계  합 법을 이용한 

이종원소가 도핑된 MgB2 

도체 제조방법

임 형, 황수민, 

최 , 심종 , 

주진호, 김찬

한민국 10-2008-0085023

  다. 국내․외 교육훈련  국외출장

    (1) 국내․외 교육훈련 성과

구 분 국가 기 명 기간 참가자 교육내용

국내

한국 성균 학교 2008.1.23~25 주진호 외 6명 도 기 강좌 참가

한국 성균 학교 2008.10.17-18 주진호 외 8
MgB2 도 선재의 자기특성 

연구 워크샵

한국 성균 학교 2009.2.12-13 주진호 외 3명
고효율에 지기기과정( 도기

)

한국 성균 학교 2009.6.11~19 주진호 외 3명 고효율 도 력기술

국외

    (2) 국외출장 성과

국가 기 명 기간 출장자 출장업무내용

일본

20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perconductivity

2007. 11. 4- 

2007. 11. 8
강원남 연구 결과에 한 논문 발표

일본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perconductivity

2008. 10. 

26-

2008. 10. 30

강원남 연구 결과에 한 논문 발표

호주
IUMRS-ICEM 

2008

2008. 7. 27-

2008. 8. 2
강원남 연구 결과에 한 논문 발표 ( 청 강연)



- 281 -

  

라. 학술회의 참석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참가국 인원 기간(일)

한국 기 자재

료학회, 도 

자성분과

MgB2 도 한국 50여명 2007. 3. 30~31 한국, 태안

ISS 2007
도

이론, 응용
한국 1백여명 2007. 11. 5~7 일본, 쓰쿠바

한국 기 자재

료학회, 도 

자성분과

MgB2 도 한국 50여명 2008. 2. 14~15 한국, 남해

한국 도춘계

워크샵

도

이론, 응용
한국 2백여명 2008. 3. 27~28

한국원자력연

구원

도 신물질 

워크샵
MgB2 도 한국 1백여명 2009.02.19~20

이화여자 학

교

ISS 2008
도

이론, 응용
한국 1백여명 2008.10.27~29 일본, 쓰쿠바

ASC 2008
도

이론, 응용
한국 1백여명 2008.08.17~22 미국,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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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 연구개발의 목표  평가의 착안

1. 최종 연구개발 목표

(1) Flux pining 효과 평가  측정법 확립

- 자기장하에서 도선재 특성평가기술 개발

- 자화율 측정을 통한 비 괴 임계 류측정기술 개발

- 자기장하에서 직 인 임계 류측정기술 개발

- 측정범  : 최 류 150 A, 최 자장 5 T

(2) 미세조직 평가를 통한 선재 제조공정변수 확립

- 조성, 2상, 결정립, 결정립계, 고정 (pinning site) 등의 분석을 통해 

  분말조건과 열처리공정변수 확립 

- 계면의 morphology 분석을 통한 가공공정변수 확립 

(3) 선재의 기계  특성 평가 

- 경도, 인장강도, 변형률내성(strain tolerance by bending test) 평가

(4) 교류용 도선재 개발  평가

- 와이어  테입 선재에 한 교류손실 평가

- 교류손실 감용 선재개발을 한 twisting과 insulation barrier 공정의 

  용가능성 평가

(5) 선재의 합공정 확립

- 상 도 합공정 확립, 합강도  합 항 측정

- 도 합공정 확립, 합강도  합 항 측정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1) 1차년도

 - 기분말 조건에 따른 소결 후 미세조직 평가

 - 가공공정에 따른 core의 계면 균일성(interface irregularity) 평가

 - 결정립 크기에 따른 임계 류변화  자속고정 메카니즘 규명

 - 고 류용 임계 류 측정 방법 개발

(2) 2차년도

 - 가공공정에 따른 core의 계면 균일성(interface irregularity) 평가

 - I-V 측정을 통한 직 인 임계 류측정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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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텍스 동력학에 한 연구와 임계 류 상 연구

(3) 3차년도

 - 도핑원소 첨가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찰  임계특성과의 연 성 확립

 - In-situ와 ex-situ 혼합분말의 조성변수에 의한 MgB2 선재의 공정 변수 

  확립  임계특성 평가

 - 기계  합 법을 이용한 ex-situ MgB2의 doping 연구

 - Cu, Ag, Ni, Ti, SiC 등을 도핑한 MgB2 박막의 임계 류 상 연구 

 - 이온(He) 조사를 통한 임계 류 향에 한 연구 

     

3. 연구의 진척도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자료조사 -   - - -

2 분말의 미세조직 평가 - - - - - - - - - - - -

3 분말의 열  특성 평가 - - - - - - - - - - - -

4 도심의 조성 평가 - - - - - - - - - - - -

5 자속고정 측정장치 구축 - - - - - - - - - - - - - - - -

6 자속고정 메키니즘 규명 - - - - - - - - - - - - - - - - - - - -

7 교류손실 메카니즘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계획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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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열처리온도에 따른 미세

조직 평가
- - - - - - - -

2
열처리시간에 따른 미세

조직 평가

- - - - - - - - - -

3 피복 재료의 기계  특성 - - - - - - - - - - - -

4
가공조건에 따른 미세조

직 변화 찰
- - - - - - - - - - - - - - - - - - - -

5 임계 류 측정기술 개발 - - - - - - - - - - - - - - - -

6 교류손실 측정장치 구축 - - - - - - - - - - - - - -

7 볼텍스 동력학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계획

  진도

3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첨가원소에 따른 미세조직 

찰

--------- ------------------ --------- --------- --------- --------- ------------------ --------- --------- --------- --------- ------------------ ---------

2
첨가원소와 임계특성과의 

연 성 평가

--------- --------- --------- --------- --------- ------------------ --------- --------- --------- --------- ------------------ --------- --------- --------- --------- ---------

3 선재의 변형률 내성 평가
--------- --------- --------- ------------------ --------- --------- --------- --------- ------------------ --------- --------- ---------

4 단심선재의 교류손실 평가 --------- ------------------ --------- --------- --------- --------- ------------------ --------- --------- --------- --------- ------------------ --------- --------- ---------

5
자기장 하에서의 볼텍스 

동력학 연구
--------- ------------------ --------- --------- --------- --------- ------------------ --------- --------- ---------

6 선재의 임계자기장 평가 --------- --------- --------- ------------------ --------- --------- --------- --------- ------------------ --------- --------- --------- --------- ---------

7
첨가원소와 임계자기장의 

연 성 연구
--------- --------- --------- ------------------ --------- --------- --------- --------- ------------------ --------- --------- ---------

- - - -  당 계획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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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미세조직 평가를 통한 선재제조 공

정변수 확립
용융공정, 분말공정 등의 다양한 신공정 시도

비 괴 임계 류측정기술 개발  

SiC, 나노 carbon 등의 나노입자에 

의한 자속고정 메카니즘을 규명

 SiC, Carbon black, fullerene, CNT 등의 나노

입자에 첨가에 따른 도 특성을 MPMS로 

측정. 도 임계온도를 4단자법으로 측정    

첨가원소에 따른 미세조직 찰  

임계특성과의 연 성 연구

첨가원소  그 함량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SEM/TEM 분석. MPMS 측정결과와 연계.

I―V 측정을 통한 직 인 임계

류측정기술 개발  볼텍스 동력학

에 한 연구와 임계 류 상 연구

볼텍스 동력학에 한 연구와 임계 류 상 연

구는 목표를 달성하 으나, I―V 측정을 통한 

직 인 임계 류측정기술에 한 연구는 정

한 측정장치 설계  연구기간이 추가 으로 

요구됨. 

제 2 . 기 효과

In-situ  ex-situ 혼합분말의 사용, in-situ  ex-situ 혼합공정의 사용, ex-situ 

공정에서의 기계  합 법을 이용한 도핑(doping) 연구는 높은 도의 도 코어

(superconducting core)을 가지는 MgB2 선재를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doping 물질 첨가에 의한 자속고정(flux pinning) 효과로 자장 하에서의 임계 류

도(critical current density, Jc)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in-situ에서의 도핑에 의한 결과

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며, 이는 분말 는 결정립간의 연결성 향상 연구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in-situ  ex-situ 혼합분말에 의한 Jc 증가효과는 없었지만 선

재의 미세조직 찰결과 도 코어의 도는 증가한 것으로 찰되었다. 따라서 

열처리온도를 최 화하고, Mg의 비율 변화를 통해 Jc 향상이 기 된다고 단된다. 

한, 도핑 물질의 조성 변화를 통한 Jc 향상의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재까지의 

결과보다 더 우수한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와 더불어, in-situ  

ex-situ 혼합공정은 in-situ 공정에서의 C 도핑 효과와 ex-situ 공정에서의 높은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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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장 을 극 화할 수 있으므로, 원료물질들의 조성비  열처리 조건 등의 

공정변수를 추가 으로 연구한다면 더욱 향상된 특성의 선재를 제조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한, 기계  합 법은 MgB2 도체의 결정립 크기의 감소를 통

해 고자장하에서의 임계 류 도 특성을 향상시키며, 최 로 시도되는 ex-situ 공정

에서 화학  도핑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자장하에서의 임계 류 도 특성 향상을 

해  세계 으로 도핑 효과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계  합 법과 

이를 통한 ex-situ 공정에서의 도핑을 통해 높은 코어 도를 가지고, 효과 으로 C 

도핑된 MgB2 도 선재를 제조한다면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상회하는 특성을 보

일 것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HPCVD 법으로 제조한 박막선재에서 임계 온도가 40.2 K로 고진공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한 박막들 에 가장 높은 온도에서 도 상이 일어난 결

과는 향후 조셉슨 소자 등을 제조하는데 유용한 박막 제조 방법으로 이용될 것으

다. 한 자속고정 메카니즘을 연구한 결과는 우수한 특성을 가진 선재를 제조하기 

한 미세조직  공정방법에 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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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MgB2 도체의 제조에는 PIT 공정이 일반 으로 용되며, 열처리 공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 열처리 온도와 시간은 600~1000℃에서 1시간 미만부터 48시간까지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라 임계온도와 임계

류 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공정 조건들이 in-situ 공정, ex-situ 공정, 이들의 

혼합공정 시에 미치는 향과 각 도핑물질 종류에 따른 최 의 조건을 확립하는 데 

추가 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In-situ와 ex-situ 혼합분말의 조성변수에 의한 MgB2 선재의 도변화는 미세조직 

찰결과 다소 향상된 것으로 찰되었으나 Jc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 향상과 함께 Jc의 향상을 해서는 열처리온도와 Mg의 비율 변화  도핑 물

질의 조성변화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기계  합 법을 이용한 ex-situ MgB2의 도핑 연구의 경우, 2차년도의 향상된 Jc 

특성 결과를 바탕으로, 각 planetary ball milling(PBM) 공정시간에 합한 소결조건

(온도, 시간)을 확인하는 연구가 추가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단되며 한 

다양한 dopant들의 MgB2의 격자 doping 조건을 확립하여 고자장하에서의 임계

류특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MgB2 선재 코어의 도를 증가시키고 고자장하에서의 임계 류 도 하를 낮

추기 해 in-situ와 ex-situ의 혼합분말/혼합공정 사용  기계  합 화 공정을 

용하여 C를 첨가하고 미세조직 변화  임계특성 변화를 평가하 다. 그러나 자

장에서의 Jc 특성이 in-situ에서의 도핑에 의한 결과에 비해서 아직 부족하므로, 

ex-situ분말에 의해 코어의 심부에서 crack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분말 는 

결정립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ex-situ 분말 비율의 변화, 소결 진제 사용 는 열처리 조건의 확립에 을 맞

추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도체에 불순물을 주입하여 임계 류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도핑뿐만 아

니라, 시료를 만든 후에 인 으로 불순물을 주입하거나 결정 결합을 만드는 방법

이 있는데, 재까지 MgB2 박막의 이온 조사 효과에 한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

가 없다. 향후, MgB2 박막에 이온을 조사하여 인 인 결함을 만들고, 이 인

인 결함이 자속운동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온 조사 도  조사 

에 지를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임계 류  임계자기장의 변화를 찰함으로서 임

계 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 조건을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임계 류가 높은 MgB2 도 선을 개발하는데 원천기술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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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의 설계와 반응연구

탁연구기  : 경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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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목

  1. MgB2의 합성조건에 따른 2차상의 제어  반응경로 최 화

  2. 석출물의 자속고정 (flux pinning center)응용  임계 류 도 향상

  3. Mechanical alloying에 의한 MgB2 나노 분말 구체 합성  혼합공정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범

  1. 필요성

   MgB2의 합성조건에 따른 2차상의 제어  반응경로 최 화를 통하여 미세구

조  불균일성(Inhomogeneity)분석과 고 에 지 attritor를 이용한 Mechanical 

alloying 장치 설계  나노스 일 MgB2혼합공정을 통하여 Dopants가 첨가된 

MgB2 혼합분말의 Mechanical alloying 공정등을 개발하여 도 분말의 기 제

어를 통한 특성향상에 필요하다.

  2. 개발내용  개발범

   MgB2는 Cu-화합물 형태의 고온 도체(HTSC)보다 값이 싼 경량원소로만 구

성되어 있으나 Cu-화합물보다 10~100배 이상의 높은 conduction electron density

를 가지며 입계에서의 항이 낮아 HTSC에서의 문제 인 weak-link를 회피

할 수 있어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Mg-B계에는 MgB2외에 MgB4, MgB7

의 화합물이 보고되어 있고 이러한 2차상들이 MgB2의 합성과정에 불순물로 나타

난다(Fig.1 & Table 1). 본 연구에서는 주된 2차상인 MgB4와 MgO의 형성을 억제

하는 조건을 찾아 순수한 MgB2상을 제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 고에 지 

attritor를 이용한 Mechanical alloying 장치설계  나노스 일 MgB2 혼합 공정 

개발을 통하여 Dopants가 첨가된 MgB2 혼합분말의 Mechanical alloying 공정을 

개발하여 특성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MgB2는 입자의 형태  크기, 입계의 특

성, 불순물  2차상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MgxB2 (0.6<x <1.2)의 범 에서 Mg의 

함량을 변화시키거나 여러 가지 순도의 Mg를 출발물질로 이용하는 연구, 여러 가

지 순도의 B  비결정질 B를 이용한 상분석 연구, 기 제조된 MgB2분말을 

ball-milling 등 기계 으로 분쇄하여 출발물질을 미세화한 연구 등이 시도되었다

[3-4]. Fe는 피복물질로 이용될만큼 MgB2와 고용체를 잘 형성하지 않으므로 Fe 

ball을 이용하여 출발물질의 미세화뿐만 아니라 milling과정 의 기계  에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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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에 축 시켜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Mechanical alloying방법으로 미리 

혼합된 분말을 성형하고 이를 열처리함으로서 Mg의 휘발을 근본 으로 억제할 

수 있다. MB2 (M= 속원소)계 에서는 MgB2만이 도성을 가지며 Mg1-xMxB2 

(M=Al, Li, Si, Zn, Cu, Mn, Nb, Fe, Co, Ni, Hf, Zr, Cr, V, etc)의 고용체도 쉽게 

형성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핑한 조성에서는 Tc를 비롯한 도성이 하된

다[5-6]. 그리하여 S.X. Dou가 nano-carbon, nano-Al2O3, nano-SiC nano-carbon 등

을 첨가하여 임계자장  임계 류값을 향상시켰고 이를 특허화하 으며[7-11], 10 

wt% nano-SiC를 첨가한 시편에서 임계 류값이 ~2.3x10
5 

A/cm
2
(2T)를 나타내었

다. 한 nano-carbon을 첨가한 시도에서는 nano-size의 Mg2C3, MgB2C2상을 형성

시켜 이를 자속고정 으로 이용하 다. 따라서 dopants를 nano-size로 형성시키면 

임계 류값을 증 시킬수 있는 증거가 되나, S. X. Dou는 거의 모든 실험에서 고

상합성법을 이용하여 nano-scale로의 혼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SiC를 

dopant로 이용한 경우는 SiC의 용융 이 높고 Si와 C가 강한 공유결합으로 결합

되어 있어 MgB2의 in-situ 제조온도에서 MgB2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용한 경우

이고 nano-carbon을 첨가한 경우는 휘발된 Mg와 C가 반응하여 Mg2C3를 형성하

거나 MgB2와 C가 반응하여 MgB2C2상을 형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두 

MgB2의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MgB2의 입자 크기를 미세화

하는 것이 요하나 고상합성법에서는 입자크기를 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mechanical alloying을 용하면 S.X. Dou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상된다. Mg의 하 가에 한 보고[12]에 따르면 Mg가 항상 +2가

의 하 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Mg
2+
→Mg2

2+
의 부분 인 환원(subvalent Mg형

성)이 MgB2의 valence band 에 hole을 생성시켜 도 상을 일으킨다고 하

다. 이는 Cu-화합물로 구성된 고온 도체와 유사한데 2차원 인 Cu-O 도층

이 (+)하 가의 counter- ion층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counter-ion이 Cu-O층의 (-)

하 을 조 하는데 Cu
2+
→Cu

3+
의 산화과정이 valence bond에 hole을 생성시켜 

도 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 본 과제에서는 TEM을 이용한 

MgB2상분석, spray pyrolysis를 이용한 MgB2분말 제조, 그리고 이미 효과가 검증

된 nano-size SiC  nano-size CNT를 attrition milling을 이용하여 나노스 일로 

구체를 형성한 다음 mechanical alloying공정으로 MgB2 합성 열처리 공정을 개

발하고자 한다. 한 동시증착법을 이용한 MgB2 상형성  분석을 통하여 MgB2

선재의 특성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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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 a) Calculated binary phase diagram of Mg-B system and b) hypothetical 

ternary phase diagram of Mg-B-Impurity[1-2].

Table 1. Crystallographic data of the compounds in the Mg-B system.

Phase Crystal system Lattce parameter
Decomposition 

Temperature

Heat of 

formation  △H

[KJ/mole]

MgB2

hexagonal

S.G P6/mmm

a=3.086Å

c=3.518Å
1545℃ -24.025-0.343T

MgB4

orthorhombic

S.G. Pnam

a=5.464Å

b=7.472Å

c=4.428Å

1735℃ -18.429-0.655T

MgB7

orthorhombic

S.G. Imam

a=5.597Å

b=8.125Å

c=10.480Å

2150℃ -15.375+0.1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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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Sputtering이나 PLD(Pulsed Laser Deposition), HPCVD(Hybrid Physical- 

Chemical Vapor Deposition) 등의 공정으로 기공이 거의 없는 치 한 MgB2상을 얻

을 수 있으나, 단결정기  는 속기 을 사용하므로 선재 형태로의 제조가 어렵

다. 보론나노와이어[13-14]에 Mg를 확산시켜 MgB2상을 형성하기도 한다. J. H. Kim 

et al.[15]에 의하면 W core를 가진 B을 사용하여 38.1K의 임계온도를 가지는 MgB2 

도 선재를 제조하 다. B가 CVD로 증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이 dense하여 

Mg가 B섬유사이로 깊게 확산되어 들어가지 못하는 반면, Specialty Materials Inc.사

는 Mg가 B섬유 사이로 완 히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39.2K의 MgB2 선재를 제조하

다[16]. 한 CVD를 이용하여 제조된 텅스텐 코어를 가진 B섬유에 Ti를 도핑하여 

1.4T에서 25K의 임계온도가 보고되어지고 있다[17]. 재 B섬유를 사용한 MgB2 

도체는 Mg 매트릭스 내에 MgB2 섬유를 장입하여 선재화시키는 실험이 진행 에 

있으나 장선화를 해서는 여러 문제 을 극복해야 할것으로 보인다[18-19]. 이외에 

카본나노튜 를 첨가한 경우, 그 지 않은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은 임계 류 도값

을 가짐을 알수 있다[20]. 한 W core 에 SiC층을 증착하고 그 에 MgB2 

도층을 올린 경우, 높은 임계온도와 비가역 자기장을 가짐을 알수 있다[21].

 1 . 국내 기술개발 황

   MgB2의 선재화는 일본, 미국, 랑스 등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용화 측면에서 In-situ 방법으로 텅스텐(W)이 코 된 

B-fiber (Specialty Materials Inc.)를 900℃에서 Mg를 증착 반응시켜 MgB2 선재를 

제조하 다[15]. Fig. 2는 B-fiber에 Mg가 침투된 모습을 보여주는 EDX mapping사

진이다. Mg의 침투가 깊을수록  농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fiber는 

내부 도가 높기 때문에 내부까지 Mg가 침투하는 것은 어렵다. 최종 으로 제조된 

MgB2 선재의 경우 Fig. 3과 같이 30에서 40K의 임계온도를 나타냄을 알수 있다. 

  2 . 국외 기술개발 황

   랑스 Iowa state university “Ames Lab.”의 경우 심부에 W core(Fig. 4)가 

있으며, 외부는 B로 증착시킨 B/W fiber를 사용하여 Ex-situ 방법으로 증착시킨다

[16]. Quartz로 입된 B/W fiber와 Mg 블록을 Ta tube에 넣어 열처리로에서 95

0℃/1시간 열처리를 하여 39.4K의 MgB2 선재를 제조한다.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의 John D. DeFouw의 연구소에서는 B섬유로부터 합성된 MgB2선재의 메

카니즘에 해 연구하 는데[22], Boron Grain-boundary에 Mg가 흡수되는 것에 

을 두었다. Fig. 5에서 Mg의 침투 깊이에 따라 MgB2, MgB4, MgB7의 형태로 Mg

이 부족한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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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ping of Mg, B atoms from the cross-section by the EDX measurement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the cross-section area of an MgB2 

fiber in Mg-rich vapor, Resistance vs. temperature curves of the MgB2 fiber 

under various magnetic fields.

  

Fig. 4.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cross section of grown MgB2. The diameter 

of the wire is 160μm. Inset: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the un-reacted boron 

filament. The diameter of the filament is 100μm. For both images the 

wire/filament was snapped in-situ.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B fibers partially reacted with liquid Mg at 800℃ 

for 5 days (degree of reacting x~0.3), showing irregular cracking within the 

MgB7 phase associated with MgB2 veins, together with a MgB2 shell surrounding 

the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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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 연구개발결과

1. MgB2의 합성조건에 따른 2차상의 제어  출발물질의 조건에 따른 반응      

  특성 분석

가. MgB2의 TEM을 이용한 분석

   PIT(Powder in Tube)법으로 제조된 순수한 MgB2 선재와 Malic acid (C4H6O5)를 

carbon source로 10wt% 혼합하여 제조한 선재, 그리고 HPCVD(Hybrid Physical-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증착된 MgB2 박막에 한 2차상의 분석  반

응특성을 찰하고자 하 다. MgB2 상분석을 해 반 인 조직을 계방출 주사

자 미경(FE-SEM, Philips XL 30S)으로 분석한 뒤, carbon source의 분포  결함 

등을 분석하기 해 tripod법 혹은 FIB(Focused Ion Beam)법으로 투과 자 미경 

시편을 제작하 다. 제작된 시편은 경상 학교 공동실험실습 의 JEM-2010 (JEOL) 

200kV- EDS, STEM과 창원 학교 공동실험실습 의 JEM-2100F (JEOL) FE-TEM 

200kV-HREM, EDS, STEM을 이용하여 미세 조직을 찰  분석하 다.   

(1) MgB2 와이어의 TEM 미세구조 분석

   순수한 MgB2 분말과 Malic acid가 혼합된 MgB2 단심 와이어를 MgB2의 합성조

건 의 하나인 소결온도를 700℃, 800℃, 900℃, 1000℃로 변화하면서 열처리한 시

편을 TEM으로 비교 분석하 다(Fig. 6). 순수한 MgB2 분말로 제조된 선재와 비교하

을 때 Malic acid를 첨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나 이차상의 분포 등을 찰하

다. 순수한 MgB2는 주로 20~100nm의 입자들로 구성된 MgB2 상을 보여 다. Malic 

acid가 첨가된 MgB2 입자 크기는 50nm정도이며, 고배율로 보았을 때 Malic acid 

첨가 향에 따른 2차상들이 기지 내에 불균일하게 찰되었다. 2차상 분석을 해 

고분해능 이미지로 보았을 때 2-5nm 정도의 결정성을 가진 입자들이 으며, Fig. 7

의 STEM 모드에서 EDS로 분석 결과는 Mg, B, O, C, Fe 등이 검출되었다. Malic 

acid에 의한 2차상의 형성은 균일하지 않으며 이를 EDS로 분석한 결과 Boron은 검

출되지 않고 Mg, O, C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비교  고온에서 열처리함으로 인

해 반응성이 좋은 Mg가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MgO로 형성한 것으로 단된다. 이

러한 MgO 입자가 20nm두께로 형성된 부분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이

온 연마 후, 연마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염에 의한 artifact들이 찰되었다. 다양

한 형태의 artifact들은 주로 시편의 얇은 부 에 국부 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한 

입자 주변은 비정질의 MgO가 둘러싸인 형태를 볼 수 있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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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TEM images of a) pure MgB2 and b) MgB2 doped with malic acid. 

       Fig. 7. TEM image of the 2nd phases and the EDS analysis. 

Fig. 8. a) Artifacts formed during Ar ion-milling, b) MgO layer due to oxidation, 

and c) second phases by malic acid d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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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gB2 박막의 TEM 분석

   MgB2 박막은 c축으로 배향된 사 이어 단결정 기  에 HPCVD법으로 증착시

킨 것으로 박막의 두께는 1.1㎛나 1.7㎛ 으며 박막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각각 

170-200nm와 220-250nm 다. 1.7㎛ 두께를 가지는 MgB2 박막은 1.1㎛의 시편에 비

해 입자간의 결합성과결정성이 좋았고 이로 인한 입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Fig. 9는 에피탁시 방향에 한 cross-section 방향의 명시야상 이미지와 고분해

능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체 으로는 MgB2 박막이 c축 배향성을 가지면서 

columnar 성장했으나 결정 입자의 크기는 편차를 보이면서 성장하 다. Fig. 10의 

HREM 이미지에서는 columnar 방향으로도 coherent 입계는 찰되지 않았지만 

형 인 c축 배향성을 가짐을 확인하 다. 

   Cu 기 에 다양한 열처리 온도에서 증착된 MgB2 박막을 tripod polishing 방

법으로 투과 자 미경 시편을 제작하 고, 제작된 시편은 경상 학교 공동실험실

습 의 JEM-2010 (JEOL) 200kV- EDS, STEM과 창원 학교 공동실험실습 의 

JEM-2100F (JEOL) FE-TEM 200kV- HREM, EDS, STEM을 이용하여 미세 조직을 

찰  분석하 다.

Fig. 11은 Cu(100) 기 에 HPCVD 방법으로 제조된 MgB2 박막의 TEM 이미지이

다. 기 의 표면이 평탄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회  패턴을 통해 기 과 MgB2 

박막의 결정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2의 고배율 TEM 이미지를 통해 

Cu(100) 기 의 계면을 따라 치 하게 MgB2 박막이 증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증

착된 박막의 두께는 1.2 ~ 1.4㎛로 확인 되었으며, MgB2 박막 내부에는 Cu2O, 

Cu4MgO5, MgO 등으로 상되는 2차상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 박막의 모

서리 부분에는 Ion-milling에 의한 오염이 찰 되었으며 다음의 EDS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milling 된 Cu 가 re-sputtering 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3의 EDS 분석에서는 MgB2 박막 내의 Mg, B의 분포를 알 수 있으며, 다량

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박막 내부의 검은색 형상의 

입자들은 Cu를 포함한 2차상임을 확인하 다. 이외에 한국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공  받은 Ball-milling과 carbon source로 glycerin 첨가에 따른 MgB2 bulk 시료에 

한 TEM 미세구조 분석을 행하 다.

(3) 요약

   MgB2의 실용화를 해서는 주 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을 하고있는 

PIT공정에서 불순물, 2차상, 자속고정을 한 dopants 등의 미세구조 분석이 필수

이다. 본 과제에서는 총 과제에서 발생하는 시편들을 TEM, STEM, EDS, SEM, 

XRD 등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효율 으로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feed -back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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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ross-secional TEM image of the MgB2 thin films with the different 

thickness of (a) 1.1㎛ and (b) 1.7㎛.

Fig. 10. TEM images of MgB2 thin film. a) plane view, b) cross-sectional view, 

and c) HREM image of the interface 

  

Fig. 11. TEM image and the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s(SAD) of the 

MgB2/Cu interface synthesized by HPCV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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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TEM image of the MgB2/Cu(100) interface for compositional analysis

Fig. 13. EDS analysis of the MgB2/Cu(100)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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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ray Pyrolysis를 이용한 MgB2  precursor 분말의 제조

   MgB2 분말을 합성하기 하여 Boric Acid(H3BO3, Aldrich) 와 Magnesium acet

음  진동자에 의해 발생된 액 의 가수분해 반응을 유도하기 한 열처리온도는 

800℃~1000℃이며, 900℃에서 합성된 분말을 750℃에서 10시간 후열처리를 하 다. 

실험과정  형성된 분말은 XRD와 SEM, 이  입도분석기를 사용하여 찰하

다.

가. MgB2 용액제조

   분무 열분해법을 이용하여 분말을 제조하려면 먼  원하는 조성의 원소를 수용

액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MgB2 도체의 경우 Mg와 B의 수용액을 제조하여야 

한다. 재 알려진 표 인 방법으로는 Mg와 B를 에탄올에 녹여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23-25]. 이 방법으로 제조된 MgB2 분말은 36K의 임계온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높은 임계온도를 가지기 해 (C2H3O2)2Mg・4H2O와 

H3BO3 시약을 증류수에 녹여 0.1 M의 MgB2 수용액을 만들었다. Fig. 14에 MgB2수

용액 제조를 한 간단한 실험공정도를 나타내었다. 

나. 분무열분해(Spray pyrolysis) 장치 구축

   Fig. 15는 MgB2를 합성하기 한 음  분무열분해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미세한 액 을 제조하기 하

여 음  진동자 부분(진동자 주 수: 2.56 MHz), 혼합 gas(Ar/4%H2)와 함께 이동

한 액 의 가수분해 반응을 유도하는 열처리부분 그리고 생성된 분말을 채집하는 

집진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결과  고찰

   Fig. 16 a)는 Mg와 B의 몰비를 1:2로 제조한 수용액 900℃에서 음  분무열분

해장치에 의해 합성된 Mg2B2O5 분말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분말의 모양은 

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좁은 입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분말의 크기는 작은 분

말의 경우에 0.5~1μm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큰 분말의 경우에는 작은 

분말들이 응집된 큰 구가 가수분해 반응을 함으로서 합성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이

러한 큰 분말은 음  진동자에 의해 생성된 미세한 액 이 도가스(carrier 

gas(Ar/H2))에 의해 운반되는 과정에서 서로 응집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측 된다. 

Fig. 16 b)는 900℃에서 합성된 Mg2B2O5 분말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작은 분

말들이 서로 응집하여 조 한 분말이 없는 평균 입자크기(X50) 2.14μm정도의 입도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  분무 열분해장치에 의해 합성된 분말은 

고상법으로 합성된 분말의 특징인 응집(aggregation)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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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low chart of experiments.

  

Fig. 15. Schematics of spray pyrolysis equipment.

Fig. 16 a) SEM images and b) particle size distribution data of the particles 

prepar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t 900 ˚C with the solute concentration of 

0.1 mol/ L in the  distilled water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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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7은 Mg와 B의 몰비를 1:1로 하여 0.1mol농도의 용액을 제조하여 900℃ 와 

1000℃에서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합성된 분말의 XRD분석 결과이다. 900℃에서 합

성된 분말은 Mg3B2O6와 Mg2B2O5의 두가지 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MgB2분말을 합성하기 한 용액의 비과정에서 MgB2상의 화학양론 인 몰비보다 

많은 Mg을 첨가함으로서 새로운 상인 Mg3B2O6상이 생성된 것으로 단된다. 

   가수분해 온도가 증가한 1000℃에서는 새로운 상이 합성되었는데, 즉, 산소를 포

함하고 있지 않은 B10C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은 식 (1)와 같은 반응

에 의해 생성되고, B10C는 B가 출발물질에 포함된 acetate ((C2H3O2)2)의 탄소(C)와 

반응하여 B10C가 합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B10C는 낮은 산소압하에서 720K이하의 

온도에서도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3 Mg  +  B2O3  →  2 B  +  3 MgO …… (1)

Fig. 18은 Mg와 B의 몰비를 2:1로 하여 0.1mol농도의 용액을 제조하여 900℃에서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합성된 분말의 XRD분석 결과이다. Mg가 2배로 들어간 분말

은 결정구조가 서로 다른 두가지의 Mg3B2O6 상을 형성하 다. 이러한 결과는 출발

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과잉의 Mg를 첨가함으로서 산소에 의한 산화 비를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Fig. 19 a)는 에탄올과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

하여 900℃에서 분무열분해를 한 경우로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작은 

분말을 얻었다(평균 입자크기(X50) : 1.16㎛). 특수 제작한 집진 필터를 사용하여 

300~400nm정도의 분말을 집진하여 이 분말을 750℃에서 Ar/H2(4%)분 기에서 10

시간 후열처리를 행하 다. Fig 19의 b), c)에서와 같이 열처리 후 입자크기가 1.04

㎛로 증가하 으며 MgO와 같은 불순물을 가진 MgB2상이 형성됨을 Fig. 20의 XRD

결과에서 알수 있었다. 한 MgB2 분말내에 존재하는 이차상을 제거하기 한 방

안으로 Ar/H2분 기에서 수소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실험을 진행 에 있다. 분무열

분해기를 사용하여 형성된 MgB2 분말의 도성을 확인하기 하여 Quantum 

Design사에서 만든 PPMS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를 이용하여 임

계온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21에서와 같이 38K의 임계온도를 가짐을 알수 있었다. 

라. 요약

   Mg와 B의 몰비가 1:2 (MgB2상의 화학양론  몰비)가 되도록 증류수를 용매로 

하여 제조한 용액의 경우, 가수분해 반응(900℃)을 통하여 Mg2B2O5상이 합성되었다. 

음  분무열분해(Ultrasonic spray pyrolysis) 장치에 의해 합성된 Mg2B2O5분말들

은 서로 응집하여 생성된 조 한 분말이 없는 평균 분말크기 (X50)가 2.14μm크기의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한 고상 반응법의 특징인 응집 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Mg와 B의 몰비를 1:1로 제조한 용액을 사용한 경우, 900℃에서 합성된 분말은 

Mg2B2O5와 Mg3B2O6의 두가지 상이 합성되었으며, 몰비를 2:1로 변화시킨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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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XRD patterns for powders prepar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t 900 

˚C and 1000 ˚C (Mg:B=1:1, 0.1mol/L).

Fig. 18. XRD patterns for powders prepar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t 90

0℃ (Mg:B = 2:1, 0.1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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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EM images of the powders a) prepared at 900 ˚C, b) post annealed at 

750 ˚C. c)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MgB2 powders after post annealing.

Fig. 20. a) XRD patterns for powders prepar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t 

900 ˚C with the solute concentration of 0.1 mol/ L in the mixed solvent. b) after 

post annealing at 750 ˚C for 10 hrs.

Fig. 21.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magnetization at 10 Oe of the post 

annealed MgB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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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Mg3B2O6상이 생성되었다. 

   즉, MgB2상의 화학양론 인 몰 비보다 많은 과잉의 Mg을 첨가함으로서 산화비

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다. Mg와 B의 몰비를 1:1로 한 용액을 

1000℃에서 가수분해한 경우, 보다 많은 새로운 상들이 합성되었다. 산소를 포함하

고 있지 않은 C, B, 그리고 B10C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Mg와 B의 몰비가 1:2가 되도록 증류수와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제조한 용액을 

900℃에서 분무열분해를 한 경우 평균입자크기(X50)가 300~400nm정도인 MgB2 기

분말을 집진하여 750℃ Ar/H2(4%)분 기에서 10시간 후열처리를 행하여 MgO와 

같은 불순물을 가진 1.04㎛의 MgB2상을 형성하 으며, 임계온도 38K인 MgB2 

도 분말을 얻을수 있었다.    

   기존의 MgB2 제조과정에서 가장 요한 변수는 구체의 입자크기  불순물, 

dopants 등의 제어인데 나노 크기의 구체를 제조하기 해서 spray pyrolysis를 

이용하여 MgB2 구체를 형성하 다. 이때 제조된 MgB2 구체는 수nm 크기의 원

형모양을 하고 있었다. 입자크기가 아주 미세하여 분말 포집이 어려우며 수율도 낮

았다. 한 비표면 이 크기 때문에 휘발된 용매 내의 수분과 반응하여 표면에 

MgO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spray pyrolysis를 이용하여 MgB2분말을 형

성하는 방법은 소량의 시편은 가능하지만 산업 으로 이용하기에는 하지 않다

는 것을 확인하 다.

3. 고에 지 attritor를 이용한 Mechanical alloying 장치 설계  나노 스 일    

 MgB2 혼합공정 개발

   

   기계 합 화 방법을 이용한 MgB2 나노스 일 혼합분말 합성을 하기 해 고에

지 attritor를 이용한 mechanical alloying system을 설계  제작 완료하 고, B 

 Mg 시작분말의 특성을 SEM, XRD 등의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혼합된 분말의 

크기, 분포, 형성 화합물상을 분석하 으며 나노 스 일 분말 반응  미세조직 분

석을 수행하 다. 매개물로 에탄올과 톨루엔을 사용하고 시간과 rpm을 변수로 습식

공정을 행한 후, 분말의 입자크기와 형태는 SEM으로 분석하 고(Fig. 22), XRD를 

사용하여 시간과 rpm에 따른 pattern의 변화를 찰하 다(Fig. 23). Milling한 

Boron 분말과 Mg를 혼합한 후 DSC 분석과 열처리를 한 후 XRD 분석을 하여 

MgB2의 형성 여부를 분석하 다. Fig. 24의 4%H2-Ar 가스 분 기에서 700℃에서 1

시간 열처리를 행한 후 MgB2의 합성반응을 비교한 결과 attrition milling을 한 경

우가 milling을 하지 않은 분말보다 훨씬 반응성이 높았으며 MgO peak도 발견되었

다. DSC 분석결과에서 발열peak는 MgB2의 반응피크라고 추정되며, milling 시간이 

증가할수록  낮은 온도 쪽으로 이동하는 하고 peak의 강도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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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 SEM image of Boron powder during milling stages.

a

         

b

          

Fig. 23. XRD pattern of milled Boron powder with different milling media, a) 

ethanol, b) tolu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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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XRD patterns of reacted Mg and B precursors at 700℃ for 1hr in 

4%H2-Ar gas atmosphere, a) ethanol media and b) toluene media 

Fig. 25. DSC analysis with different milling media and time a) ethanol and b) 

toluene (Ar atmosphere, heating rate of 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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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약

   Top-down방식으로 기계  합 화법을 이용한 MgB2 제조 공정에서는 공정 변수

에 따라 MgB2의 입자크기가 감소하여 증가된 입계 면 을 자속고정 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attrition milling 과정 에 증가된 에 지  시간에 

따라 불순물의 함량이 증가하 고, 이러한 2차상을 자속고정 으로 활용하는 연구

를 지속할 정이다. 이외에 Moissan 반응을 통하여 출발물질인 B의 순도와 입자크

기를 조 할수 있었다. 한 Attrition milling을 이용하여 MgB2 구체 분말을 혼

합할 때, 매개물의 향으로 MgO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도 특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OH기를 포함하지 않는 매개물을 이용하여 MgB2 합성시의 MgO 생성을 최

한 억제 할 계획이다. 

4. Flux pinning용 dopants를 첨가한 MgB2 나노스 일 구체 합성  열처리 

공정 최 화 

   Fig. 26은 attritor를 사용하여 볼 링 시간을 0,5,10,20시간으로 변화시킨 후의 보

론 분말의 XRD 결과이다. 0시간의 XRD 결과에서 약간의 결정성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정성상은 마그네슘과 보론의 반응에서 열처리 시 높은 온도

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결과에서 볼 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론 피크가 

약해지고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론 분말의 결정성이 약해진

다고 볼 수 있다. 보론 분말의 결정성이 약해지는 것은 마그네슘과의 반응에서 반

응성이 향상하는데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 할 수 있다. 여기에서 2 theta 값이 

약 27.8도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볼 링을 하면서 시간이 

증가될수록 산소와 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B2O3 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한 20시간의 결과에서는 이 B2O3 의 피크가 다시 약해지는데, 이것은 볼 링 

시간이 증가하면서 B2O3의 상이 부서지게 되어 강도가 약해진다.

   Fig. 28은 Fig. 27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링 시간에 따른 계산입자크기와 격

자응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28에서 볼 수 있듯이 볼 링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두 결과는 반 의 경향을 보인다. 볼 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

는 감소하며, 격자의 응력은 증가한다. 작은 입자 크기는 MgB2에서 입자 경계 피닝

의 역할을 한다. 격자응력의 값은 격자 구조결함의 정도를 반 한다. 일반 으로 격

자 응력은 무질서함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좋은 측정방법이다. 무질서함은 하운반

자의 분산을 유도하며, 평균자유행정을 감소시킨다. 결과 으로 resistivity와 Bc2를 

증가시키고 결과 으로 류 도를 향상시킨다. Fig. 27의 XRD pattern으로부터 

(110) 피크의 FWHM의 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0,5,10,20 시간으로 시간이 증가

할 수록 값이 0.234, 0.308, 0.309, 0.373° 로 조 씩 증가 하고, (100), (002),(102) 피

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볼 링 시간이 증가하면서 피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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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X-ray diffraction (XRD) patterns of reference and ball-milled boron 

powders as a function of ball-milling time.

  

Fig. 27. X-ray diffraction (XRD) patterns for all MgB2 samples with different 

boron ballmill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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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ed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of (100), (002), (110), 

and (102) peaks for all MgB2 samples with different boron ball-milling times.

Ball milling 
time (hrs)

FWHM (deg.)
(100) (002)

 
(110)

 
(102)

 

0 0.227 0.223 0.234 0.324

5 0.282 0.320 0.308 0.372
10 0.279 0.361 0.309 0.452

20 0.318 0.314 0.373 0.435

 

Fig. 28. Correlation between calculated grain size and lattice strain for all MgB2 

samples with different boron ball-mill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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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에 따른 임계온도의 변화를 Fig. 29에 나타내었다. 볼 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0은 가해지는 자기장에 따른 류 도를 측

정 한 것이다. 5K과 20K에서 측정하 으며 5시간의 결과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다. 5K의경우 4T에서 70000A/cm
2
의 값을 갖는다. 이 류 도 값은 볼 링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입자 사이즈가 감소함으로서 높은 격자 뒤

틀림을 일으킴으로 인한 결과이다. 작은 입자사이즈는 럭스 피닝을 강화하는데 

효과 인데 입자경계가 효과 인 피닝 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자 

변형은 상부자기장의 증가를 유발하고 높은 류 도 값을 갖는데 향을 미친다. 

 

5. MgB2 나노 구체 분말의 특성 분석  입자크기/입자형상 제어

   Fig. 31은 carbon black을 dopant로 사용한 SEM 사진이며, 평균 인 carbon 

black 입자의 크기는 Mg와B입자보다 매우 작은 약 20~30nm이다. 이  연구에 따

르면 이 정도 크기의 작은 분말입자는 쉽게 뭉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에 지 

attritor 링 공정은 hand-mixing보다 균일하게 혼합 되도록 사용할 수 있다. Fig. 

32는 carbon black의 양을 달리하여 doping 하 을 때 XRD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격자 상수 a와 일치하는 110 피크는 carbon black의 양이 증가 할 때 더 높은 각도

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격자 상수 c와 일치하는 002피크는 carbon black의양

이 증가 할 때 이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doping 된 carbon 

black의 양이 증가 할수록 B로 치환 되는 C입자가 더 많아 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33은 carbon black 의 doping이 입자크기에 미치는 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SEM 사진이다. 사진에서 carbon black 으로 doping된 sample의 입자 크기가 더 작

아 진 것 을 볼 수 있으며, 이는 MgB2 상의 높은 소결 도와 입자의 균일성을 가져 

온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한 입자 크기가 작아져 더 많은 결정입계를 형성 하면 

더 강한 flux pinning strength를 가진다. Fig. 34는 carbon black의 doping양에 따

른 임계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arbon black의 doping양이 증가 할수록 임

계온도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5는 carbon black의 doping양에 따른 임

계 류 도를 측정 한 것이다. 5K과 20K에서 측정하 으며 5K에서는 Mg(B1-xCx)2에

서 x=0.025일 때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다. 5K의 경우 8T에서 50000A/cm2의 값을 

갖는다. 이 임계 류 도 값은 doping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20K에서는 doping양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 류 도는 감소한다. 이는 C 

doping으로 인한 MgB2상내에서 impurity상의 증가로 인해서 임계 류 도가 감소

하 다고 생각 할 수 있다. 

  6. 동시증착법을 이용한 MgB2 박막제조

   직  제조한 B 타겟(50 mm in diameter, 5mm thick)을 스퍼터링 타겟홀더에 장

착한 다음 100-200W 범 로 B를 증착시킴과 동시에 Mg 호일로 만든 꼬깔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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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Normalized magnetization versus temperature of MgB2 samples prepared 

from different ball-milled boron powders.

 

Fig. 30. Magnetic critical current density (Jc) of all MgB2 samples at 5K and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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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FEG-SEM image of carbon black as dopant

Figure 32. X-ray diffraction (XRD) patterns of undoped and doped Mg(B1-xCx)2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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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FEG-SEM images of (a) x=0 and (b) x=0.05 in the composition of 

Mg(B1-xCx)2

Fig. 34. Transition temperature of Mg(B1-xCx)2 samples with the carb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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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를 가진 열 증발기로 Mg 블럭을 증발시켜 동시증착으로 MgB2박막을 제조하

다. 사용된 기 은 r-Al2O3기 으로 증착하기 에 산소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해 챔버내의 공기를 5 × 10
-7

 torr 까지 배출하 다. 제조된 박막은 2 × 10
-2

 torr 

Ar gas 분 기에서 합성되어졌다. Mg는 10 Å/s, B는 2 Å/s 이상의 속도에서 증

착되어졌으며, MgB2박막을 형성하기 해 기 온도를 500℃에서 800℃로 변화시키

면서 증착속도, 증착시간등의 변수를 조 하 다. 동시증착에 앞서 Mg와 B의 증착

시간에 따른 두께변화를 찰하 다. Ar gas를 사용하여 각각의 조건에서 MgB2박

막의 형성조건을 확립하 고, 좋은 특성을 가지는 박막을 제조하 다. MgB2박막을 

분석하기 한 X-ray 시스템은 GADDS (General Area Detector Diffraction System, 

Bruker) 를 가진 D8 DISCOVER 를 사용하 다. MgB2박막의 표면 형상과 두께 그

리고 거칠기 등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JEOL JSM-6400,  Japan) 과 

Atomic Force Microscopy (AFM) 을 사용하 다. 한 제조된 MgB2박막의 임계온

도는 Quantum Design사의 PPMS 9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Fig. 36에 실험에 사

용한 동시증착기의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 증착속도에 따른 MgB2박막의 특성분석

   Mg와 B의 증착속도에 따른 두께변화를 찰한 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비

교실험을 해 Mg의 증착속도가 당 0.7, 10, 16.5Å인 경우를 선택하여 각각의 박

막에 한 분석을 행하 다. Fig. 37은 Mg의 증착속도가 당 0.7, 10, 16.5Å인 경

우의 XRD 결과로서 Mg의 증착속도가 증가할수록 MgB2상의 강도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gB12상의 이차상도 동시에 존재하 고 Mg의 증발속도가 낮은 경

우에서는 MgO 상도 나타났다. Mg가 W-boat에서 증발된 후, 기  에서 스퍼터링

된 B와 반응하여 MgB2를 형성하기 해서는 반응에 충분한 량의 Mg-flux가 확보되

어야 하는데, 증발된 Mg vapor가 진공펌 의 작동에 따라 증착기 보다는 exhaust 

valve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해 B의 sputtering에 향

을 주지않는 깔때기 모양의 가이드를 사용하여, 반응에 충분한 Mg-flux를 확보할수 

있었다. MgB2의 형성에 필요한 Mg-vapor의 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Fig. 37에서와 

같이 MgB12의 2차상이 형성되었으며 반응시간  온도, 그리고 챔버 내의 산소 분

압 등의 변수에 따라서 MgB2상이 형성되는 동안 여분의 Mg가 산소와 반응한 경우

에는 표면에 MgO가 형성되었다. 각각의 증착조건에 한 MgB2 박막의 미세구조사

진을 Fig. 38에 나타내었다. Fig. 38 a)는 Mg의 증발속도 0.7Å/sec, B의 증발속도 

0.47Å/sec인 경우로서 실제 미반응된 둥근 입자가 보이고 MgB2의 입자크기는 아주 

미세함을 알 수 있다. Mg의 증발량과 B의 스퍼터링 속도를 증가시키면 Fig. 38 b)

와 Fig. 38 c)에서와 같이 MgB2상이 잘 발달된 결정면을 가지고 형성됨을 확인하

다. 이 과정에서 원료 물질의 양이 거나 반응 시간이 증가된 경우에는 Mg의 활

발한 반응성으로 인하여 챔버 내의 잔류 산소와 반응하여 MgO를 형성하고, 일단 

입자의 표면에 형성된 MgO는 Mg-vapor로부터의 Mg의 이동 혹은 확산을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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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Magnetic dependence of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of Mg(B1-xCx)2  

samples with the carbon content.

Fig. 36. photographs of a) co-evaporation system, b) co-evaporation chamber with 

inverted funnel-like guide made of Mg-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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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g evaporation rate and B sputtering rate vs. thickness of MgB2 films.

Fig. 37. XRD patterns of MgB2 films deposited on r-Al2O3 at the various 

deposition rate (substrate temperature 750℃).

          

Fig. 38. Surface morphologies of MgB2 films grown by co-evaporation method a) 

Mg 0.7Å/sec, B 0.47Å/sec, b) Mg 10Å/sec, B 2.04Å/sec, c) Mg 16.5Å/sec, B 

3.68Å/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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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더욱 더 MgB2의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Fig. 39 a)의 EDS결과 둥근 원형

의 입자는 MgO 상으로 나타났으며, Fig. 39 b)에서와 같이 산소를 포함한 MgB2 이

차상으로 나타났다. 한 Fig. 40에서 Mg의 증발속도 10Å/sec, B의 증발속도 2.04

Å/sec인 경우의 EDS결과 MgB2 상외에 MgO의 이차상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

다. Mg의 증발속도 16.5Å/sec, B의 증발속도 3.68Å/sec인 경우의 EDS분석결과 순

수한 MgB2 상으로 나타났다(Fig. 41). 이 시편의 온도에 한 항곡선을 Fig. 42에 

나타내었다. ∆T값이 4.2K로 크지만 38.6K의 임계온도를 보 다.

7. 결론

   총 과제에서 제조된 시편들을 TEM, STEM, EDS, SEM, XRD 등을 이용하여 미

세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feed-back 하여 시편의 특성향상에 기여하 다. 그리

고, 나노사이즈의 구체분말을 제조하기 하여 Spray pyrolysis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 ~1㎛, 임계온도 ~38K의 MgB2 구체 분말을 제조하 다. 한 PIT법 이외의 

공정법인 Co- evaporation법을 이용하여 상형성의 기실험으로 38.6K의 MgB2 박

막을 형성하여 상을 찰하 다. MgB2 나노 구체 분말의 입자크기  형상을 제

어하기 해 고에 지 attritor를 이용한 Mechanical alloying 장치 설계  나노스

일 MgB2 혼합공정을 개발하고 Flux pinning용 dopants를 첨가한 MgB2 나노스

일 구체 합성  열처리 공정을 최 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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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EDS data of MgB2 films grown by co-evaporation method :  Mg 

evaporation rate 0.7Å/sec, B sputtering rate 0.47Å/sec a) MgO phase, b) 

MgxByOz phase.

Fig. 40. EDS data of MgB2 films grown by co-evaporation method : Mg 

evaporation rate 10Å/sec, B sputtering rate 2.04Å/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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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EDS data of MgB2 films grown by co-evaporation method : Mg 

evaporation rate 16.5Å/sec, B sputtering rate 3.68Å/sec.

Fig. 42.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for the MgB2 film 

formed at Mg evaporation rate ~16.5Å/sec and B sputtering rate ~3.68Å/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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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 목표달성도

         당 계획      달성도

1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1 2 3 4 5 6 7 8 9 10 11 12

1 MgB2 합성조건 문헌 분석

2 MgB2 반응경로의 최 화

3 기계 합 화 시스템 구축

4 MgB2 2차상의 제어

5
Nano-scale 기계 합 화 

공정개발

6 MgB2 특성 분석

7 논문/보고서/특허 출원

2차년도

1 첨가산화물 특성 분석

2 최 화된 MgB2 합성

3
첨가물 혼합 mechanical 
alloying 공정개발

4 미세구조  불균일성 분석

5 TEM/STEM/EPMA 분석

6
Dopants 첨가 MgB2 분말 
특성 평가

7 논문/보고서/특허 출원

3차년도

1 석출물  2차상 제어

2 flux pinning 특성 분석

3 IR heating에 의한 열처리

4
첨가물 혼합 MgB2 혼합분
말 열처리 공정 개발

5 합성 분말 특성 평가 

6
나노스 일 MgB2 합성 최

 열처리 공정 확립

7 논문/보고서/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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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여도

- PIT 공정에의 용시 최 화된 공정  dopants 첨가로 인해 더욱 향상된 결과를 

기 할수 있으며, 볼 링 시간  여러 조건들 하에서 분말의 입자크기의 감소와 

입자분포의 균일함으로 인해 MgB2의 입자크기가 감소하여 증가된 입계 면 을 자

속고정 으로 이용하여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알수있었다. 

- 재까지 MgB2를 제조하는 공정은 가능한 한 작은 크기의 Mg와 Boron 분말을 

이용한 PIT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Co-evaporation 공정은 다른 박막공정과 마찬가

지로 기공이 없는 치 한 조직을 얻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평면형태의 작은 단결정 

기  에만 증착된 결과만이 보고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비교  렴하면서 단순

한 공정으로 MgB2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MgB2 

도체의 상분석을 행하 다. 지난 3년동안 7개의 SCI 논문이 등록되었으며, 재 3개

의 SCI논문이 accepted 되어 올해안에 출 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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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자속고정 을 형성하기 한 dopants의 향을 분석하기 하여 여러 가지 방법

으로 합성된 MgB2의 미세구조를 TEM/STEM/HREM/EDS/EELS 등으로 분석하여 

이를 이용한 Database를 구축, 련분야에 한 력체계 증진

- 최 화된 attrition milling공정에서 Dopants가 첨가된 MgB2 혼합분말의 

Mechanical alloying 공정을 개발하여 MgB2 나노 구체 분말의 특성 향상  입자

크기/입자형상 등의 제어를 통하여 추후 선재화를 한 PIT공정 등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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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MgB2선재를 제조하기 한 Boron nanowires[27] :  코 된 Si 는 MgO기

에 boron, boron-silicon alloys, MgB2등의 나노와이어를 제조하는 실험으로 

10mTorr의 석  내에 기 과 서로다른 종류의 타겟물질을 넣어 600-1100℃에서 

열처리하여 나노와이어를 제조하는 방법

- 효과 인 MgB2상 형성을 찰하기 해 사용되는 기 들의 특성을 분석한 자료

를 활용하 다. Table. 4는 기 과 Mg 증기와의 반응성을 나타낸표이다[28].

Table 4. The reactivity of the Mg vapor with various substrates

Classification Substrates Reactivity
Experiments

873K 1073K

Non-reactive MgO No reaction No reaction No reaction

SiC No reaction No reaction MgB2 with altered cell size

AlN No reaction No reaction No reaction

TaN No reaction No reaction No reaction

Semi-reactive Si Mg2Si or no reaction Mg2Si Mg2Si, MgB4

ZrO2 MgO, bcc, hcp or no reaction No reaction No reaction

TiN Mg3N2 or no reaction No reaction No reaction

Reactive SiO2 MgO, Mg2Si, Si MgO, Si Mg2Si, MgB4, MgO, Si

Al2O3 MgO, Al2MgO4, fcc No reaction MgO, unknown

MgO, Al2MgO4

GaN Mg3N2_S2, Mg3N2_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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