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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gB2 초전도체는 초전도 임계온도 (Tc)가 39 K로 

기존의 NbTi, Nb3Sn 저온 화합물 초전도체에 비해 높다. 
이는 고가의 액체헬륨을 냉매로 사용하지 않고 20-25 
K에서 동작하는 냉동기를 사용하여 초전도 기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초전도 자석의 설계가 
쉬워지고 온도 마진이 커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0 
K에서 가동되는 MRI용 초전도 자석과 초전도 전력 
응용기기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수한 임계전류 특성을 갖는 
MgB2 선재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MgB2는 REBCO 
고온 초전도체와 달리 초전도 특성을 결정하는 변수인 
초전도 결맞음 길이 (superconducting coherence 
length)가 상대적으로 길고 weak link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MgB2의 초전도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탄소 또는 
탄소 화합물을 도핑물질로서 첨가하여 B 자리를 치환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1-5] 더불어 저온 열처리 
공정을 이용하여 MgB2 결정립 크기를 작게 만들어 grain 
boundary pinning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6].  

일반적으로 MgB2 초전도체는 두 가지 공정으로 제작될 
수 있다. 우선 in-situ 공정이란 (Mg+B) 분말을 사용하여 
벌크나 선재 형태로 성형하고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MgB2 
초전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ex-situ 공정으
로 in-situ 공정으로 제조된 MgB2 벌크를 분쇄하고 그 분
말을 사용하여 다시 열처리 공정을 거쳐 선재나 벌크 형태
의 MgB2 초전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Ex-situ 공정은 
초기 분말 입자 크기를 제어하기 쉽고 기공이 없는 치밀한 
MgB2 미세조직과 높은 밀도를 얻을 수 있지만, MgB2 자체
의 강도가 높아 가공이 어렵고 탄소 도핑효과도 낮아 
in-situ 공정에 비해 임계전류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단 깨진 MgB2 입자간의 결합력은 재 열처리

후에도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전 전류 특성이 좋지 않
다. 반면 in-situ 공정은 Mg와 B의 혼합분말을 이용하여 가
공이 쉽고 열처리 후 MgB2 입자들끼리의 결합이 강하고 Jc

값이 높지만 Mg 확산 또는 용융으로 인한 많은 기공이 포
함되어 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In-situ 반응의 경우 Mg 자리는 기공으로 남게되며 녹는
점이 낮은 이유로 Mg의 기화현상이 일어나 열처리 반응후 
시편의 질량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Mg과 B의 조성비율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자 
Mg1+xB2에 대해 x를 -0.2에서 1.0까지 변화시켜가며 
900°C의 Mg 용융점 이상에서 in-situ 반응 열처리 하였고 
벌크내 기공 생성, 밀도 및 임계온도, 임계전류밀도등에 미
치는 Mg 함량 효과를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Mg과 B 분말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구형의 Mg은 99% 순도를 갖고 있으며 입
자 크기는 4-6 µm 이었다. B 분말의 순도는 95-97% 이
며 입자 크기는 1 µm 이하였다. Mg과 B 분말 모두 중국산
으로 Tangshan Weihao Magnesium Powder Co. 사에서 
제조되었다. 두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Mg1+xB2, 
(x=-0.2, 0.0, 0.05, 0.3, 1.0) 조성의 분말을 정량하여 각
각 30분 동안 핸드믹싱 하였다. 혼합된 Mg1+xB2 분말을 
0.3g씩 정량하여 지름이 10 mm인 금속 몰드에 넣은 다음 
일축 가압하여 벌크를 성형하였다. Mg의 산화를 최소화 하
고자 성형된 벌크를 Ti 튜브안에 봉하여 Ar 분위기로에서 
열처리를 실행하였다. 열처리 온도와 시간은 각각 900°C, 1 
시간이었다.  

MgB2 벌크의 상 분석을 위해 XRD를 사용하였다. In-situ 
공정상 기공 생성에 따른 밀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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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structure of raw material powders; (a) Mg 
powder and (b) B powder. 

 
전과 후 시편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였다. 밀도는 시편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겉보기 밀도로 시편내의 개 기공과 폐 
기공 모두를 포함하는 값이다. 벌크 내 기공 형상과 분포등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다. 
열처리가 끝난 샘플에 대해 초전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편을 직육면체 형태로 절단하였다. MPMS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기기를 사용하여 
20-40 K 범위에서 시편의 자기 모멘트를 측정하여 임계온
도를 측정하였고, 5 K과 20 K 각각의 온도에서 0-7 T의 
자기장을 인가하여 얻어진 magnetization loop를 통해 Δ
M을 측정하고 Bean model을 사용하여 임계전류밀도 (Jc)
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Mg 조성에 따른 XRD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900°C에서 1 시간 열처리된 Mg1+xB2는 Mg 조성에 관계
없이 MgB2 상이 잘 성장되었다. 부차적으로 MgO 상이 관
찰되었는데 Mg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Mg은 미량의 산소와도 반응해 산화가 매
우 쉽게 되는 물질로서 자연 산화막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
라 B 분말의 B2O3가 Mg과 반응하여 MgO가 생성된다. 따
라서 Mg 양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Mg이 과량 첨가된 Mg2.0B2 시편의 경우에만 매우 작은 
Mg peak이 남아 있었다.  

Mg 함량에 따른 열처리 전과 후의 질량, 부피 및 밀도의 
변화를 각각 그림 3, 4, 5에 나타내었다. 900°C에서 열처

리 시 Mg의 기화에 의하여 열처리 후 벌크의 질량은 감소
하였다. x=0.3, 1.0의 경우와 같이 Mg이 많이 첨가된 경우
에는 900°C, 1 시간 열처리 과정에서 B과 반응하지 않고 남
은 과량 Mg의 기화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질
량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상 분석시 x=0.3 또는 1.0
의 과량 Mg 첨가시에도 잔류하는 Mg peak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보아 Mg 기화가 상당량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용융된 Mg은 B과 반응하면서 MgB2를 형성하고 Mg 자리
는 기공으로 남게 되어 시편의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 
x=0.05 까지 질량, 부피 및 밀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지
만 Mg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x=0.3 이상의 조성에서는 질
량의 큰 감소에 의해 밀도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참
고로 Mg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처리 전과 후 모두 시편 부
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Mg 함량 증가로 인
하여 열처리 전과 후 사이의 부피 팽창율은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열처리 전과 후, MgB2 벌크에 대하여 각각의 질량, 부피 
그리고 밀도 변화율을 계산한 결과를 Table I에 나타내었
다. 먼저 x=0.3, x=1.0의 경우, 질량 감소율은 각각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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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D patterns of the Mg1+xB2 bulks heat-treated at 
900°C for 1 h (x=-0.2, 0.0, 0.05,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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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ss variation as a function of Mg content for the 
Mg1+xB2 bulks before/after heat-treatment (x=-0.2, 0.0, 
0.05,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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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olume variation as a function of Mg content for the 
Mg1+xB2 bulks before/after heat-treatment (x=-0.2, 0.0, 
0.05,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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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nsity variation as a function of Mg content for the 
Mg1+xB2 bulks before/after heat-treatment (x=-0.2, 0.0, 
0.05, 0.3, 1.0). 

 
TABLE I 

MASS, VOLUME AND DENSITY VARIATION OF THE Mg1+xB2 BULKS 
HEAT-TREATED AT 900°C FOR 1 H. 

Mg 함량 (x) -0.2 0.0 0.05 0.3 1.0 

질량 변화율 
(%)  

-1.83 -1.55 -1.56 -7.98 -23.01 

부피 변화율 
(%)  

8.65 9.89 11.13 12.31 12.03 

밀도 변화율 
(%)  

-9.65 -10.41 -11.43 -17.67 -30.88 

 
와 23.01%로 x=0, 0.05의 1.55%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Mg양이 많을수록 열처리 중 Mg의 기화에 의한 질량 감소
가 크며 이 질량 감소가 밀도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부피의 경우, 열처리 후 펠렛의 팽창이 일어나며 이는 
Mg이 B과 반응 후 그 자리가 기공으로 남기 때문이다. 비
록 과량의 Mg은 증발하여 날아가기도 하지만 Mg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부피 팽창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겉보기 밀도의 변화를 보면 시편 모두 열처리 후에 밀
도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
도의 감소는 반응후 팰렛 부피의 증가와 질량의 감소에 의
한다. 밀도 감소율이 x=-0.2일 경우 9.65%, x=0.05일 경
우 11.43% 이었다가 x=0.3, 1.0일 경우에는 각각 18%, 
31%로 질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밀도 감소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6은 900°C에서 1시간 열처리된 Mg1+xB2 벌크의 단

면 미세구조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된 Mg 입자 모양과 

동일한 구형의 기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공의 면적은 Mg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세조직 사

진에서 기공의 면적 비율을 구해본 결과, Mg의 첨가가 가장 

적은 x=-0.2 시편의 기공의 면적 비율이 약 23%로 가장 

낮았으며 x=1.0으로 과도하게 Mg을 첨가한 경우의 기공 

분율은 약 50%로 Mg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 생성량

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구형의 기공은 900°C 열처리 승

온시 Mg의 확산 및 용융으로 생성된다. 300 °C/h 의 승온 

속도로 열처리를 할 때, 650°C의 Mg 용융점 이하에서부터 

Mg은 확산을 시작하고 용융점을 지나 승온하면서 용융된 

Mg은 capillary force로 빠르게 B과 반응하여 MgB2를 생

성하고 Mg 자리에 기공을 남기게 된다.  

그림 7은 Mg 함량을 변화시키며 제조된 MgB2 벌크의 

zero-field cooling 상태에서 측정된 온도-자기모멘트 곡

선을 나타낸다. x=-0.2부터 x=0.3 까지의 Tc,onset 값은 

37 K로 거의 일정했고 천이 온도 폭도 작고 비슷하다. 반면 

x=1.0의 Tc,onset값은 35 K로 낮았고 천이 온도 폭이 상당

히 큰데 이는 MgB2 이외의 비초전도상의 존재로 인하여 

MgB2 결정성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Microstructure of Mg1+xB2 bulks heat-treated at 
900°C for 1 h; (a) x=-0.2, (b) x=0.0, (c) x=0.05, (d) x=0.3, 
(e) 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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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gnetic moment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the Mg1+xB2 bulks heat-treated at 900°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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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gnetic field dependence of Jc at 5 and 20 K for 
the Mg1+xB2 bulks heat-treated at 900°C for 1 h.  
 

그림 8은 5 K와 20 K 에서 측정된 자기장-임계전류밀
도 특성을 보여준다. 두 온도 모두 x=0.05 일때 자기장에 
따른 Jc 값이 가장 높았으며, Mg을 과다 첨가한 x=1.0 조
성의 경우 임계전류밀도 값이 가장 낮았다. x=0 보다 
x=0.05에서 높은 Jc를 보이는 이유는 소량의 과잉 Mg 첨
가가 900°C 열처리 시 기화되는 Mg의 손실을 보상해 주어 
화학 정량비가 맞는 초전도 상이 이루어지고 결정립간의 연
결성 (grain connectivity)이 향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7]. x=1.0 조성 시편의 낮은 Jc는 감소된 MgB2 초전
도상 부피와 밀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증가된 MgO 비초전
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결   론 

 
Mg 첨가량 변화에 따른 Mg1+xB2 (x=-0.2, 0.0, 0.05, 

0.3, 1.0) 초전도체를 900°C에서 1 시간 동안 Ar 분위기
에서 in-situ 열처리 하였으며 기공생성과 질량, 부피, 겉보
기 밀도 및 임계 특성등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열처
리 후 Mg의 기화 및 기공 생성으로 인하여 시편 질량은 감
소하고 부피는 증가하여 밀도는 감소하게 되었으며 과량의 
Mg 첨가의 경우는 기화로 인한 질량 손실이 증가하면서 밀
도 감소율이 증가하였다. Mg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MgB2 
기공 밀도는 증가하였고 겉보기 밀도는 감소하였다. 
Mg1.05B2 조성의 경우가 가장 높은 임계전류밀도 값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소량의 Mg 첨가시 Mg 손실이 보상되고 
grain connectivity가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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