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권 제5호 (2016. 10) 한국주조공학회지 − 147 −

알루미늄의 전기 및 열전도도에 미치는 Boron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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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um has been used as an alternative material for copper, due to its good electrical and thermal conductivities. However,
small quantities of transition elements such as Ti and V affect the conductivities of aluminu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B addition to reduce the effects of Ti and V on the conductivities of aluminum was investigated. Both the electrical and thermal
conductivities of aluminum were improved with addition of B up to 0.05 wt%, while the conductivities were gradually reduced with
an excess amount of B. SEM-EDS and XRD results exhibited that B reacted with Ti and V element to form diborides, such as TiB2

and VB2 phase, and those diborides tended to settle down to the bottom of the crucible because their densities were higher than that
of aluminum melt. As a result, B reduced the deleterious effects of Ti and V, and the electrical and thermal conductivities of alu-
minum wer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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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늄은 우수한 전기전도도를 가지며, 구리에 비해 좋은

기계적 성질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구리를 대신

하는 전도체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업용

순수 알루미늄은 중요한 산업용 전도 재료 중의 하나이다

[1,2].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는 화학적 조성, 결정상태, 공정

기술 등의 영향을 받는다. 화학적 조성은 가장 기본적인 요

인으로, 전이 금속 원소들이 전기전도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

다. Fig. 1은 순수 알루미늄에 소량의 불순물 원소를 첨가

하였을 때 나타나는 전기전도도의 변화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

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Si, Ga, Ni, Zr, Fe 등은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으나, V와

Mn, Ti, Cr 등의 영향은 0.1% 이하의 적은 양의 불순물 함

유량으로도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 따

라서 1000계 알루미늄 합금에서는 V와 Mn, Ti, Cr의 각 함

유량을 0.03 wt% 이하로 제어하는 조성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위의 원소들이 전기전도도를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소들이 알루미늄 기지조직에 고용되

어 격자 비틀림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격자 비틀림은 전

자 전달을 방해하여 전기전도도의 저하를 일으킨다. 다른 하나

는 용융 알루미늄에서 위 원소들이 알루미늄과 쉽게 반응하여

금속간 화합물을 생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자 전달에 필요

한 자유전자의 수가 줄어들어 전기전도도가 저하된다[4]. 따

Received: Aug. 8, 2016 ; Revised: Aug. 30, 2016 ; Accepted: Sep. 2, 2016
†Corresponding author: Jae-Ik Cho (KITECH)
Tel: +82-62-600-6220, Fax: +82-62-600-6149
E-mail: uwjaeik@kitech.re.kr
†Co-corresponding author: Seong-Hee Lee (Mokpo Nat'l Univ.)
Tel: +82-61-450-2494, Fax: +82-61-450-2498
E-mail: shlee@mokpo.ac.kr

Journal of Korea Foundry Society
2016. Vol. 36 No. 5, pp. 147~152
http://dx.doi.org/10.7777/jkfs.2016.36.5.147
pISSN 1598-706X / eISSN 2288-8381

© Korea Foundry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



− 148 − 박민경·조재익·이성희·김철우

라서 우수한 전기전도도의 확보를 위해서는 불순물 특히 V

와 Mn, Ti, Cr의 함유량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루미늄 용탕에 B (Boron)을 첨가하면 Ti 및 V을 제거

하여 전기전도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두 원소가 B와

반응하여 B 화합물을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에 의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4,5]. 일반적으로 V와

Mn, Ti, Cr의 불순물 총 함량 대비 50%의 B 첨가가 제안

되고 있으나[6], B 첨가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향상 정도 그

리고 열전도도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수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 및 열

전도도에 미치는 B 첨가량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알루미늄에 B을 첨가 하였을 때, 함량에 따른 열전도도와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순수 알루미늄 순도

99.8%와 B의 첨가를 위해 KB Alloys사의 와플 형태의 Al-

5wt%B 모합금을 준비하였다. 알루미늄의 조성은 분광분석기

(Spark Emission Spectrometer)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독일 QUANTRON사

의 Magellan QM-3로 성분분석용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기의

편차 범위는 0.04% 이하이다. 

먼저 알루미늄 10 kg을 전기로에서 완전히 용해한 후 용탕

온도 760oC에서 탈가스를 위해 Ar가스를 흘려주며 GBF

(Gas Bubbling Filtration) 처리를 하였다. 탈가스 처리 후

용탕에 Al-xB (x: 0.01, 0.02, 0.05, 0.1, 0.2, 0.5, 1 wt%)

의 조성에 맞추어 Al-5wt%B 모합금을 첨가하였으며, 10분간

유지 후 120oC로 예열된 금형에 주탕하였다. 금형의 형태 및

크기는 Fig. 2에 나타내었다. 

합금의 전기 및 열전도도의 측정을 위해 도가니 상부에서

주조한 시험편을 활용하였다. 전기전도도 시편은 가로 35

mm, 세로 70 mm, 두께 20 mm로 가공하였으며, 측정을 위

해 사용한 장비는 독일 FISCHER사의 Sigmascope SMP-

10이다. 기기의 교정은 58.95 IACS%의 표준시편을 이용하

였다. 열전도도는 각각 열확산도와 비열을 측정하여 계산하였

다. 열확산도는 시편을 지름 12.7 mm, 높이 2.5 mm의 원통

형으로 가공한 후 독일 Netzsch사의 LFA 457모델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비열 시험편은 지름 6 mm, 높이 1 mm의

크기의 원통으로 가공 후, Perkin Elmer사의 DSC8000으로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Al-B 모합금

본 연구에서는 B 첨가를 통한 알루미늄의 전기 및 열전도

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KB Alloy사의 Al-5wt%B 모합금

을 사용하였다. Fig. 3과 같이 모합금의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blocky 형태의 AlB12상이 주로 분산되어 있으며 침상의

AlB2상 또한 일부 관찰되었다. Fig. 4에 나타낸 모합금의

SEM-EDS분석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발표된 Al-B이원계 상태도를 Fig. 5(a)에 나타내었

(4)

Fig. 1. Influence of various elements on the conductivity of

aluminum [3].

Table 1. Chemical composition(wt%) of commercial pure aluminum used in this study.

Si Fe Cu Mn Mg Ni Cr Zn Ti

0.026 0.08 0.0012 0.0012 < 0.0050 0.0066 < 0.0010 0.019 0.012

Pb B Ca Na Sr V Zr Co Al

0.0023 0.00031 0.0023 0.0005 < 0.0010 0.0088 0.003 0.00056 Rem.

Fig. 2. Schematic diagram of steel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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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 AlB2, AlB10, α-AlB12와 β-AlB12상이 포함되

어 있으며 L ↔ β-AlB12 + B의 공정반응이 2,090oC에서 진행

된다고 가정하였고, 총 4개의 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7,9]. 하지만, 그 후 다른 연구에서, AlB10, β-AlB12상

은 불순물에 의해 안정화된 상으로, Al-B 시스템에서는 오직

AlB2와 AlB12상만이 안정하다고 알려졌다[8]. 상기 두 상 만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CALPHAD 분석 방법과 열역학적

모델을 사용한 PANDA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Al-

B 이원계 상태도를 Fig. 5(b)에 나타내었다[8].

3.2 B 첨가에 의한 전기전도도 변화

B 첨가에 따른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를 Fig. 6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B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는 62.36% IACS

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순수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인 61.35% IACS[11], 62% IACS[12]과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알루미늄에 Al-5wt%B 모합금 형태로 첨가한 B의 함량은

0.01wt%B에서 최대 1.0wt%B이며, B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0.05wt%B가 초

과하는 B의 첨가는 오히려 전기전도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의 함량이 0.01 wt%일 경우 63.28% IACS의 전기전도

Fig. 3. Microstructure of Al-5wt%B master alloy.

Fig. 4. SEM image and EDS analysis of Al-5wt%B master alloy.

Fig. 5. Al-B binary phase diagrams (a) reported from Carlson [7],

(b) thermodynamically calculated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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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0.02%B의 경우 63.46% IACS, 그리고 최대 전기전도

도는 0.05wt%B을 첨가하였을 때로 순수 알루미늄에 비하여

약 1.13%정도 증가한 63.49% IACS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0.1%B 이상의 함량부터는 전기전도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B 함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여 0.5%B의 경우 63.06%

IACS의 전기전도도가 측정되었으나 여전히 순수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 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전기전도도는 B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함량이 넘어가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게 됨을 알 수 있고,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B의 첨가 효과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

0.01wt%B에서 최대 0.05wt%B의 첨가가 적당한 것으로 판

단된다. 

3.3 B 첨가에 의한 열전도도 변화

알루미늄의 열전도도 분석을 위해서 Parker에 의해 개발된

Laser flash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방법은 고체재료의

열확산도 측정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열전

도도 k와 열확산계수 α는 재료의 열전달을 나타내며, 둘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13].

여기서 Cp는 비열이며, ρ는 밀도이다.

Laser flash법을 이용해 분석한 B 첨가에 따른 열전도도

분석 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다. B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

알루미늄의 경우 측정된 열전도도가 229 W/m·K이다. 문헌에

따르면 99.6%의 순도를 가지는 1060 알루미늄의 경우 완전

풀림 상태에서 열전도도가 234 W/m·K(temp, 25oC)로 본 실

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14]. 열전도도 분

석 결과 전기전도도와 마찬가지로 B의 첨가에 의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0.01 wt%의 B가 함유된 합금은 233.8 W/

m·K으로 순수 알루미늄에 비하여 열전도도가 약 4.8 W/m·K

가량 증가하였다, 이후 소폭 감소하였지만, 0.05wt%B에서

234.4 W/m·K로 최대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 열전도도 또한

전기전도도와 비슷하게 0.1wt%B 함량 이상에서 감소되기 시

작하며, 1.0wt%B의 경우 227.4 W/m·K으로 순수 알루미늄의

열전도도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두 전도도의 매개체가 모두 전자의 이동에 기인하기 때

문이며, 일반적으로 Wiedemann-Franz 법칙에 의해 둘 사이

에는 다음과 같은 선형 비례 관계가 형성된다[15]. 

여기서 L은 로렌츠 수, σ는 전기전도도, T는 절대온도이며

k는 열전도도이다. 따라서 전기전도도가 증가한다면, 열전도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순수 알

루미늄의 로렌츠 수는 2.20 × 10−8 W·Ω/K2 이다[15].

3.4 미세구조 및 상분석

Al 용탕에 B 첨가 시 전기 및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 분석을 위해 미세조직 및 상분석을 실

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B 화합물은 용탕 내 불순물인

Ti, V과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0.5wt%B 시편의 용탕 상부와 용탕 하부에서 시편을 채취하

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Fig. 8은 Al-0.5wt%B 합금

의 상부와 하부의 시편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용탕 상부에 비해 하부에 훨씬 많은 석출물들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알루미늄 용탕보다 B 화합물의 밀도가

높아 쉽게 가라앉기 때문이다. 하부 석출물의 성분을 확인하

고자 SEM-EDS를 통해 분석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SEM을 통해 고배율로 관찰한 미세조직에는 Fig. 4에서와 같

α
k

C
p

ρ⋅
-------------=

σ
k

L T⋅
----------=

Fig. 7. Thermal conductivity of aluminum with addition of B.

Fig. 6. Electrical conductivity of aluminum with addition of 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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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짙은 회색의 blocky한 AlB12상과 회색 침상의 AlB2상이

존재하는데, 이 외에 다른 조성을 가진 침상(spectrum ①)과

등축형상(spectrum ②)을 가지는 상들이 관찰되었다. EDS분석

결과, spectrum ①의 침상은 Al-7at%, B-87at%, Ti-2.1at%,

V-3.4at%로 분석되었고, spectrum ②의 등축형상의 성분은

Al-3.8at%, B-88at%, Ti-2.9at%, V-5.0at%로 분석되었다.

형성된 상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도가니 하

부에서 채취한 시편을 XRD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XRD 분석 결과 B의 첨

가로 인해 TiB2 및 VB2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Fig. 9의 Ti와 V를 함유하고 있는 침상과 등축형의 상은

Fig. 9. SEM micrograph and EDS analysis of aluminum with

addition of 0.5wt%B.

Fig. 8. The optical micrographs of aluminum with addition of 0.5wt%B (a) at the bottom of crucible, and (b) at the top of crucible.

Fig. 10. X-ray diffraction analysis result of the bottom of crucible

with composition Al-0.5wt%B.

Fig. 11. Gibbs free energies of the borides in the temperature range

of 650oC~900oC [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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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12상에 Ti 및 V이 확산하여 미세한 형태의 TiB2, VB2상

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서는 (Ti,V)B2 혹은

(Al,Ti,V)B2상의 생성 또한 제안되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0,14]. 또한 Ti 및 V와의

반응은 AlB12에 비해 AlB2상이 더 빠르지만, 조직 내 AlB12

상의 큰 입자 크기와 넓은 표면적에 기인해 우선적으로

AlB12상과 반응하여 상을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5].

이러한 상들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B을 함유한 화합물의

생성자유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Fig. 11은 Abdaul Khaliq가

제시한 알루미늄 용탕 안에서 각기 다른 Al-TM (transition

metal)-B 시스템의 평형을 계산하여 650oC부터 900oC 사이

의 B 화합물의 자유에너지에 대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17].

CrB2를 제외한 각각의 TM-B 화합물의 자유에너지는 AlB2나

AlB12보다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Ti나 V, Zr이 함유된

알루미늄 용탕 안에 B을 Al-B 모합금 형태로 첨가하였을

때, 모합금 내부의 Al-B 화합물보다 VB2, TiB2, ZrB2등의

B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이 안정하며, 이는 전도도를 방해하

는 Ti나 V 원소들이 알루미늄 용탕으로부터 B 첨가를 통해

열역학적으로 제거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6]. 

따라서 알루미늄 용탕에 B을 첨가하게 되면 알루미늄의

전도도를 크게 해치는 원소인 Ti, V는 B와 반응하여 TiB2

나 VB2등의 B 화합물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의 밀도는 각각

AlB12: 2.55 g/cm3, AlB2: 3.19 g/cm3, TiB2: 4.5 g/cm3, VB2:

5.1 g/cm3으로 알루미늄 용탕의 밀도인 2.36 g/cm3보다 높으

며, 이러한 밀도 차에 의해 B 화합물이 도가니 하부로 가라

앉게 되고 결과적으로 알루미늄의 전도도가 증가하게 된다.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B 화합물들이 용탕에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은 원소로 고용된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의 첨가가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 및 열전

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기전도도의 측정결과 B의 첨가는 전기전도도를 향상시

켰으며, 0.05 wt%의 B 첨가 시 B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13%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0.05 wt% 함량 이상에

서는 전기전도도 값은 오히려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2) 열전도도의 측정결과 B의 첨가에 따라 전기전도도와 비

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열전도도 또한 0.05wt%B 함량에서

B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4.8 W/m·K 증가한 값을 보

였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함을 보였다.

3) SEM-EDS 분석으로부터 알루미늄 용탕 안의 Ti와 V

가 B와 반응하여 TM-B 화합물을 생성하여 도가니 바닥부분

에 가라앉음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전도도가 향상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4) XRD 분석 결과 생성된 TM-B 화합물은 TiB2와 VB2

로 분석되었으며, 이들은 AlB2나 AlB12보다 열역학적으로 안

정하여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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