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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전도체의 산업응용을 위해 확보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은 초전도 임계온도(Tc)와 임계전류밀도(Jc)다. Tc는 
냉각매질의 종류를 결정한다. 현재 고자장 자석이나 의료용 
MRI 초전도 자석에 사용되는 NbTi 초전도선재는 액체 
헬륨으로 냉각한다. 액체 헬륨은 리터 당 가격이 2-3만원 
정도 매우 고가이며, 지구상에서의 매장량이 한정적이다. 
헬륨 가스는 유전이나 천연가스 매장지에 발견되며,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액체 헬륨의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액체 헬륨의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헬륨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 
생산국에서는 자원의 무기화 전략으로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01년 일본에서 발견된 MgB2 초전도체는 Tc가 39 K로, 
화합물 초전도체 중 가장 높다[1]. MgB2는 액체헬륨을 
사용하지 않고 냉동기만으로 냉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높은 Tc로 인해 초전도 기기의 냉각설계가 쉬어진다. 
MgB2를 선재형태로 가공해서 솔레노이드를 만들면 
작동온도가 20-25 K인 초전도 자석을 제작할 수 있다[2]. 
가까운 미래의 의료기 수요확대와 액체헬륨의 고갈을 
고려할 때, 냉동기로 냉각하는 MgB2 초전도 자석은 의료용 
MRI나 초전도 자석분야의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초전도 전력분야에서는 한류기와 풍력발전기 등의 
초전도 부품을 MgB2 선재로 제작할 수 있다. 

초전도의 산업화에 Tc와 더불어 중요한 성질은 Jc다. MgB2 
발견 초기에 MgB2의 Jc는 매우 낮았다. 이후 탄소나 
탄소화합물의 첨가연구를 통해 MgB2의 Jc를 NbTi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3-7]. 현재 MgB2의 Jc 
수준으로 5 테스라(Tesla, T) 이상의 고자장에서의 활용은 
어렵지만 1-3 T의 저자장에서의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3].  

초전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체 자기장이 만들어 진다. 
전류가 증가하면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도 커진다. 초전도 
응용기기의 대부분이 고자기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자기장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재료의 미세조직을 
설계해 주어야 한다. 자기장 환경에서 초전도체에 많은 
전류를 흘리려면 재료내부에 자기장을 잡아주는 
자기속박점(Flux pinning center)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초전도체 내부에서 움직이는 자속(Flux)은 비초전도 상태의 
결함들에 의해 속박된다. 자기속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함의 크기는 초전도체에서 쿠퍼(Cooper) 전자쌍을 
형성하는 결맞음 길이(Coherence length)와 관계가 있다[8].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의 경우는 결정입계가 약하게 
결합되어 있고, 결맞음 길이가 짧아 나노미터 크기의 
결함(YBCO의 경우 2-4 nm)이라야 자기속박력을 갖는다 [8].  
반면에 MgB2와 같이 전류 이방성이 작고, 결맞음 길이가 큰 
재료는 결정입계가 자기속박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순물 입자를 첨가하는 화학적 도핑[3-6]이나 결정 
미세화[6]와 같은 공정으로 자기속박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 

화학적 도핑과 더불어 초전도 내부에 효과적으로 결함을 
생성하는 방법은 중이온[9,10]이나 중성자 조사[11-17]와 
같은 물리적 방법이다. 이온이나 전자빔 조사는 빔의 침투 
깊이가 짧기 때문에 결함이 주로 시료의 표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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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eutron irradiation on the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the undoped MgB2 and the carbon(C)-doped MgB2 bulk 
superconductors, prepared by an in situ reaction process using Mg and B powder, were investigated. The prepared MgB2 samples 
were neutron-irradiated at the neutron fluence of 1016-1018 n/cm2 in a Hanaro nuclear reactor of KAERI involving both fast and 
thermal neutron. The magnetic moment-temperature (M-T) and magnetization-magnetic field (M-H) curves before/after irradiation 
were obtained using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MPMS). The superconducting critical temperature (Tc) and transition 
width were estimated from the M-T curves and critical current density (Jc) was estimated from the M-H curves using a Bean’s 
critical model. The Tcs of the undoped MgB2 and C-doped MgB2 before irradiation were 36.9-37.0 K and 36.6-36.8 K, respectively. 
The Tcs decreased to 33.2 K and 31.6 K, respectively after irradiation at neutron fluence of 7.16×1017 n/cm2, and decreased to 22.6 
K and 24.0 K, respectively, at 3.13×1018 n/cm2. The Jc cross-over was observed at the high magnetic field of 5.2 T for the undoped 
MgB2 irradiated at 7.16×1017 n/cm2. The Tc and Jc variation after the neutron irradiation at various neutron fluences were explained 
in terms of the defect formation in the superconducting matrix by neutr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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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지만 중성자 조사는 중성자 침투 깊이가 깊기 때문에 
결함들이 시편 내부까지 균일하게 생성된다. 또한 조사 
에너지의 수준에 따라 점 결함(Vacancy)과 같은 
미세결함에서 기공(Void)까지 다양한 결함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MgB2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를 알고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MgB2에 대해 중성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로 
마그네슘과 보론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반응공정으로 
제조한 MgB2를 사용하였으며, 중성자 조사의 Tc와 Jc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2.1. MgB2 시편 제조와 물성 측정 

마그네슘(Mg, 순도 99.7 %, 입도 4-6 µm, Tangshan Weihao 
Co. Ltd., China)과 보론(B, 순도 95-97 %, 입도 1 µm이하, 
Tangshan Weihao  Co. Ltd., China)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MgB2의 Jc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크기의 보론 분말을 
사용해야 한다. 보론 분말을 분쇄하고자 톨루엔 (C7H8, 
99.5%) 용매에 보론 분말을 넣고 2 mm 지름의 지르코니아 
(ZrO2) 볼을 사용하여 200 rpm, 2 시간 동안 밀링한 다음, 
100oC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다. 준비된 보론 분말을 
Mg:B=1:2의 비로 Mg 분말과 혼합하였다. 혼합분말을 
스틸(Steel) 몰드에서 가압성형법으로 직경 15 mm, 두께 1.2 
mm 펠렛으로 제조 후, 타이타늄(Ti) 튜브에 넣어 고순도 Ar 
분위기에서 승온속도 5oC/min로 850oC까지 가열하여 30분간 
유지하였다. 글리세린 처리한 보론 분말[6]을 사용하여 
탄소를 도핑한 MgB2를 제작하였다. 밀링된 보론 분말은 
탄소 소스인 글리세린을 첨가하여 40oC에서 적당시간 
유지한 다음, 200oC에서 20시간 동안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다. 보론을 글리세린 처리하면 탄소가 첨가되는 
이유는 이전의 연구결과[6,7]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MgB2에 탄소 도핑은 초전도체의 Jc를 향상[5]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탄소를 첨가한 시편을 제작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1은 분말반응법으로 제조한 MgB2 펠렛의 사진이다. 
상 분석을 위해 시편을 분쇄해서 분말 X-선법으로 분석한 
결과, MgB2 상이 잘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디스크 형 
펠렛을 한 변의 길이가 수 mm인 사각시편으로 절단하여 
중성자 조사용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중성자 조사 전과 후 시편에 대해 Tc와 Jc를 최대 
인가자기장이 9 T인 Materi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MPMS, Quantum Design)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Tc는 
온도-자화율 곡선에서 초전도가 시작되는 온도를 기준으로 
했다. 시편의 Jc는 일정온도에서의 측정된 자장-자화율 
결과에 Bean critical model[18]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2.2. 중성자 조사 시험 

MgB2에 대한 중성자조사효과를 알아보고자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편에 대한 이력(시편의 조성, 중량과 
치수)과 조사조건(조사시간, 조사선량과 잔류방사선량)을 
표 I에 요약하였다. 하나로 조사공에 시편을 위치시킨 후에 
조사시간을 달리해서 1016-1018 n/cm2 구간에서 조사선량을 
변화시켰다. 하나로 조사시설에는 열중성자를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사용된 중성자 
선원은 소속중성자와 열중성자 모두를 포함한다. 중성자  

 
 
Fig. 1. MgB2 pellet prepared using an in situ reaction 
process using Mg and B powder. 

 
TABLE I 

SPECIFICATION OF MgB2 SAMPLES USED FOR NEUTRON IRRADIATION 
EXPERIMENT AND IRRADIATION CONDITION. 

Sample Weight 
(mg) 

Dimension 
(mm3) 

Irradiatio
n time 
(min) 

Neutron 
fluence 
(n/cm2) 

Residual 
Radioacti

vity 
(nSv/h) 

C-doped MgB2 5.2 0.83×1.67×2.76 60 1.13×1017 313 

C-doped MgB2 1.9 0.82×0.86×1.90 60 1.13×1017 370 

Undoped MgB2 5.1 1.14×1.27×2.55 380 7.16×1017 521 

Undoped MgB2 4.1 1.10×1.27×2.08 380 7.16×1017 402 

C-doped MgB2 4.1 0.92×1.48×2.27 380 7.16×1017 330 

C-doped MgB2 2.5 0.87×1.20×1.93 380 7.16×1017 300 

Undoped MgB2 4.6 0.94×1.06×3.57 1660 3.13×1018 795 

Undoped MgB2 3.2 0.97x1.12x2.06 1660 3.13×1018 833 

C-doped MgB2 4.1 1.05×1.38×2.09 1660 3.13×1018 760 

C-doped MgB2 3.3 1.01×1.34×1.79 1660 3.13×1018 870 

 
조사로 인한 방사화로 반감기가 긴 핵 종이 생성되어 조사 
후에 곧바로 이송하지 못한 시편들은 방사선량이 감소할 
때까지 로내의 시설에서 장시간 유지하였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잔류 방사선량이 외부로 방출이 가능한 수준인 
시편에 대해서만 초전도 특성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표 
I에서 잔류방사선량이 800 nSv/h 이상인 몇몇의 시편들에 
대해서는 물성측정을 수행하지 못했다. 측정시편은 방사선 
오염을 방지하고자 석영관에 넣었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a)와 2(b)는 중성자 조사 전의 undoped MgB2와 
C-첨가 MgB2의 자기모멘트-온도 곡선이다. 두 시료의 Tc는 
각각 36.8 K와 36.6 K이다. 37 K부근에서 초전도전이는 전위 
폭이 대략 1 K 정도로 매우 급격하다. 이는 제조된 시편들에 
Tc가 동일한 초전도 상이 매우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99.9% 이상 순도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MgB2를 제조하면 Tc는 39 K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 
본 실험에서는 원료분말인 Mg와 B을 각각 99%와 97% 
순도의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순물의 영향으로 Tc가 
낮다. 저순도의 분말을 사용해서 시료를 만든 이유는 
초전도체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원료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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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gnetic moment-temperature curves of (a) 
undoped MgB2 and (b) C-doped MgB2 before irradiation. 

 
그림 3은 중성자 조사 후에 측정한 자화율-온도 곡선의 

대표적인 예시로, 탄소를 첨가한 MgB2 시편에 대한 
결과이다. 이 시편의 중성자 조사 전의 Tc는 36.6 K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7.17×1017 n/cm2의 
조사선량에서 조사했을 때 시편의 Tc는 31.6 K로, 5 K 정도 
감소한다. Tc 감소와 더불어 초전도 전위 폭이 커진다. 이 
시편의 초전도 전위 폭은 10 K정도로, 조사전의 전위폭 값인 
1 K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만일, 중성자 조사에 의해 
초전도온도가 감소하더라도 조사에 의해 생성된 상들이 
Tc가 같고 시편내부에 균일하게 존재한다면 초전도 전이는 
특정온도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초전도체 내부에 결함이 생성되고[12,17], 이 결함의 
농도와 격자의 규칙성에 의해 Tc가 결정된다고 가정할 때 
초전도 전위폭이 커진 결과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시편내부에 Tc가 다른 상들이 생성됨을 의미한다.  

중성자 조사 전후에 시편들에 대해 측정된 자화율-온도 
결과로부터 얻은 Tc 변화를 표 II에 요약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16×1017 n/cm2 조사선량에 대한 undoped MgB2의 
조사 전의 Tc는 37 K이었다. 조사 후의 Tc  33.2 K로 Tc 감소는 
3.8 K이다. 동일한 조사선량에 대해 Tc의 감소폭은 탄소를 
첨가한 MgB2가 undoped MgB2 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조사선량 3.13×1018 n/cm2에 대해 두 시편의 조사 전의 Tc는 
각각 36.9 K와 36.8 K로 거의 같다. 조사 후의 Tc는 각각 22.6 
K와 24 K로,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Tc 감소폭이 각각 14.3 
K와 12.8 K이다. 이 중성자 조사 선량에서는 탄소를 첨가한 
시편의 Tc 감소가 undoped MgB2 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중성자 조사공의 위치에 따라서 중성자속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Tc 
감소폭의 조사선량 의존성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초전도체의 결정구조가 받는 손상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3. Magnetization-temperature curve of the C-doped 
MgB2 after irradiation at a neutron fluence of 7.17x1017  
n/cm2. 

 
Pb가 첨가된 BiSrCaCuO에 대한 중성자 조사 연구[11]에 

의하면, 중성자 조사에 의해 Tc가 감소했으며, 감소 정도는 
중성자속과 비례했다. 이 데이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TRIGA MARK III 연구로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로, 
조사조건이 본 연구와 거의 동일하였다. 하나로 
조사시설에는 열중성자를 차단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된 중성자 조사선원은 고속중성자와 열중성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중성자 
조사에 의한 Tc 감소는 열중성자와 고속 중성자에 의한 
격자이동이나 결함생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전 Tc가 39.1 K인 MgB2에 대해 중성자속 2.0×1018 n/cm2으로 
조사한 연구결과[15]에 따르면, Tc가 33.3 K로 5.8 K 감소했고, 
중성자속이 더 커지면 Tc는 매우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Tc가 91 K인 단결정 YBa2Cu3O7-y 시료에 대해서 중성자속 
1.0×1018 n/cm2로 조사 실험을 한 연구에서는 Tc는 86.5 K로 
감소하였다[12,13]. 다결정 YBa2Cu3O7-y 시편에 대한 고속 
중성자 조사 실험에서도 Tc는 감소하였으며, Tc 감소 정도는 
중성자속에 비례했다[14]. 이 결과들은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잘 일치한다. 

중성자조사에 의한 초전도체의 Tc 감소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조사에 의한 결함생성과 격자변형과 관련이 있다. 
중성자조사로 초전도체 내부에 결함이 생성되고 이에 따라  
Tc가 감소하지만 결함생성은 초전도체의 전류특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미세한 결함들은 자기속박점으로 작용해서 
초전도체 내부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8]. Tc가 약간 감소하더라도 전류밀도가 
증가한다면 Jc 관점에서는 중성자 조사의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II 

VARIATION OF Tc OF MgB2 AFTER NEUTRON IRRADIATION AT VARIOUS 
NEUTRON FLUENCES. 

Sample Dimension 
(mm3) 

Neutron 
fluence 
(n/cm2) 

Critical temperature (K) 
(Tonset,b- 
Tonset,a) 

Before 
irradiation 
(Tonset,b) 

After 
irradiation 
(Tonset,a) 

C-doped 
MgB2 

0.82×0.86×1.90 1.13×1017 36.6 33.5 3.1 

Undoped 
MgB2 

1.14×1.27×2.55 7.16×1017 37.0 33.2 3.8 

C-doped 
MgB2 

0.92×1.48×2.27 7.16×1017 36.6 31.6 5.0 

Undoped 
MgB2 

0.94×1.06×3.57 3.13×1018 36.9 22.6 14.3 

C-doped 
MgB2 

1.05×1.38×2.09 3.13×1018 36.8 24.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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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Jc-B curves of the undoped MgB2 sample 
before/after neutron irradiation at neutron fluence of 
7.17x1017 n/cm2.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중성자를 조사한 시
료들에서 반감기가 긴 핵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방사선 안
전상의 이유로 시료를 석영관에 밀봉한 후 자기이력곡선을 
측정하였다. 석영관 내부에 위치한 시료들은 중성자 조사 전
에 실시한 실험과 같이 시료를 자기장에 정확히 정렬할 수 없
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 이후의 임계전류밀도를 정확히 계산
할 수는 없었지만, 그림 4의 결과로부터 결함생성의 임계전
류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림 4의 undoped MgB2 시료에 대한 중성자 조사 전후의 5 
K에서의 Jc-B 곡선을 보면 저자장 영역에서는 조사 전의 Jc

가 조사 후의 Jc 보다 크다. 자장이 증가해서 5.2 T가 되면 조
사전과 후의 Jc가 같아지고, 그 이상의 자장에서는 조사 후의 
Jc가 조사전보다 더 높은 Jc 역전(Cross-over)이 관찰된다. 
MgB2에 대해 중성자 조사를 수행한 다른 연구보고[15-17]에 
따르면, 단결정 MgB2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는 자장이 증
가할 때  Jc가 비이상적으로 높아지는 물고기 꼬리(Fishtail) 
현상이 나타났다[17]. 또한 보론 동위원소(B11)을 사용해서 
제조한 MgB2 다결정의 경우도 중간 자기장 영역에서 Jc 가 최
대가 되는 피크(Peak) 효과로 나타났다[15,16]. 이 결과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결함이 강한 자기속박력을 가짐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다결정 MgB2는 B10이 많이 포
함된 물질로, 다른 연구 결과에서 사용된 MgB2의 결정성이
나 보론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성자 조사에 따른 Jc의 증가 효과는 존재한다
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중성자 조사에 따른 초전도체 내부에서의 결함
생성기구의 이해, 초전도체의 전류특성 향상을 위한 적정수
준의 중성자 조사 조건과 중성자 조사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방사능 핵종의 생성 억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4. 결   론 

 
분말반응법으로 제조한 두 종류의 다결정 시료 (Undoped 

MgB2와 C-doped MgB2)에 대해 중성자속 1016-1018n/cm2 

조건에서 중성자 조사를 수행하였다. 두 시편의 조사전의 
Tc는 각각 36.9-37 K와 36.6-36.8 K이었다. 중성자 조사 
효과는 Tc의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Tc는 중성자속에 
비례해서 감소했다. 중성자속 1017 n/cm2에서는 Tc 감소가 수 
K 정도이지만 1018 n/cm2 이상에서는 Tc 감소가 12-14 K로 
매우 컸다. 중성자조사에 따른 Tc의 변화는 탄소를 첨가한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그 경향도 유사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Tc의 감소는 중성자에 의한 초전도 
격자의 손상과 결함생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성자 
조사는 MgB2의 Tc의 감소뿐 아니라 초전도 전이폭의 확대를 
초래한다. 이는 조사에 의해 초전도체 내부에 넓은 영역의 
Tc를 갖는 상들이 생성됨을 의미한다. 중성자 조사는 Tc 뿐만 
아니라 MgB2의 Jc에도 영향을 준다. 중성자속 7.16×1017 

n/cm2에서 조사된 undoped MgB2의 Jc는 저자장에서는 
조사전보다 작지만 5.2 T이상에서는 조사전의 Jc 보다 컸다.  
이는 중성자 조사로 인해 결함이 생성되고, 이들이 자속 
고정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재료내의 
미세결함의 농도에 따라 물성이 변하는 초전도나 전자기 
신물질 연구에 중성자 조사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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