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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소자기 전산모사를 이용한  

Nd-Fe-B 소결자석의 결정립 정렬 효과 연구 

 

높은 최대 에너지 적 max(BH) 을 이용하여 에너지 생성ㆍ저

장 장치로써 주목받고 있는 Nd-Fe-B 자석의 성능은 결정립 정

렬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소

자기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결정립 정렬도에 따른 Nd-Fe-B 소결

자석의 자화 반전 과정을 분석하고 자성 특성 변화의 원인을 찾고

자 하였다. 27개의 결정립과 결정립계로 이루어진 500 nm3의 정

육면체 모델에서 결정립의 정렬도  가 1(완전 정렬)에서 무작위 

배열 0.6으로 감소함에 따른 자화 반전 과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전산모사 결과  가 1에서 0.6으로 감소함에 따라 max(BH) 가 

68% 저하되었다. 낮은  에서 max(BH) 가 저하된 원인은 작은 

extH 에서 형성된 자화 반전 핵이다. 자화 반전 과정을 에너지적으

로 분석하였을 때, 낮은  에서 자화 반전 핵 형성이 쉽게 일어나

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각 결정립 자화용이축과 

외부자기장 간의 각도  에 따른 자화 반전 에너지장벽의 감소이

고, 두 번째는 각 결정립이 외부로 형성하는 H stray 의 변화이다. 에



 

 iii 

너지 분석 결과 결정립들의 자화 오배열에 기인한 extH  방향의 

H stray 가 결정립 접합부에 집중될 때, 국부적으로 자화 반전을 촉

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자화 반전된 결정립의 

자화는 인접한 결정립에 extH  방향의 H stray 를 인가하고 이로 인해 

역자구의 결정립 간 전파가 촉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영구자석, Nd-Fe-B, 미소자기 전산모사, 결정립 정렬도 

학  번 : 2016-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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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영구자석 
 

높은 최대 에너지 적과 보자력을 가진 영구자석은 전기 모터

에 활용하기 적합한 핵심 재료이다.[1] 최근 형성된 유한한 화석 

에너지 공급에 대한 경각심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동력

기관인 전기모터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환경적 요인과 더불

어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고성능, 저비용의 전기모터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2] 전기모터는 자석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회전자에 코일이 삽입되어 고정자의 코일과 상호작용을 하

는 교류 유도전동기이고 두 번째는 회전자에 영구자석이 삽입되어 

구동하는 영구자석 전동기이다. 교류 유도전동기와 비교하면 영구

자석 전동기는 고정자에 있는 코일에만 전력을 공급하여 회전자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회전자에 부착되는 

다량의 코일을 영구자석으로 대체하였기에 소형화에 적합하다. 하

지만 코일 대신 고성능 영구자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에 상대

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점과 영구자석 특성에 

따라 출력의 한계가 정해진다는것과 특히, 전기모터가 실제 구동

하는 2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성능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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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영구자석 

전동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성능 영구자석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3]  

영구자석은 일정한 양의 자기장을 영구적으로 형성한다. 자기

장을 형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장 형성

으로인해 열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영구자석을 경자성 재료라고 

한다. 이상적인 경자성 재료의 자기특성은 높은 보자력(coercivity, 

cH )과 함께 각진 자기이력곡선으로 표현된다<그림 1.1>. 자기이

력 곡선은 인가되는 외부자기장에 대한 재료 자화 M 의 변화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M-H 곡선에서 외부자기장이 0일 때, 자성재

료의 자화를 잔류자화(remanence rB ), 자성재료의 자화가 0이 

될 때 외부자장을 보자력(coercivity cH )이라고 한다. M-H 곡선

은 외부자기장에 대한 자성재료의 자화 거동을 잘 보여주기 때문

에 자성재료의 자기특성 파악에 용이하다. M 과 B 의 관계 식(수

식 1.1)을 이용하면 M-H 곡선을 B-H 곡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B-H 곡선은 자성재료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자속 변화를 보

여주기 때문에 시스템의 자성특성 변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특정 시스템 속에서 영구자석이 가지는 에너지는 B H 에 비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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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문에 B-H 곡선 2사분면 상에서 BH의 곱이 최대가 되는 

값, 최대 에너지 적(maximum energy product, max(BH) )을 통해 

영구자석의 성능을 표현할 수 있다.  

 

0 ( ) [SI] 4  [cgs]B H M H M              (1.1) 

 

경자성 재료의 높은 보자력 cH 과 잔류자화 rB 는 큰 최대 에너지 

적 max(BH)  즉, 영구자석으로써의 높은 성능을 형성한다. 설계된 

시스템 상에서 경자성 재료가 영구자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자속밀도 공극 자속밀도를 형성해야 한다. 이

때, 공극 자속밀도는 영구자석이 일정 영역에 형성한 자속밀도로  

경자성체의 부피와 max(BH) 에 비례한다. 경자성체의 max(BH) 를 

증가시키면 같은 부피의 영구자석이 형성하는 공극자속밀도를 증

가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재료의 max(BH) 의 증가는 설계된 

시스템 이 요구하는 영구자석의 부피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max(BH) 의 상승은 영구자석 모터의 소형화, 경량화 그

리고 저비용화로 이어질 수 있다.[4] 이처럼 영구자석을 활용하는 

제품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자성 재료의 최대 에너지 적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그림 1.1> 영구자석의 M-H 곡선과 B-H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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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dFeB 영구자석 

Alnico계 자석 보다 강한 자성특성을 가지며, Sm2Co17 계 자

석보다 저렴한 재료인 NdFeB 자석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

었다. Nd2Fe14B는 P42/mnm의 결정구조와 부격자 내에서 c-axis

에 평행한 Fe와 경희토류 Nd의 자화 배열에 의해 상온에서 1.61 

T 이라는 높은 포화 자화를 가진다.<그림 1.2>[5] 추가적으로 정

방형 결정구조와 구조내에서 서로 다른 두 Nd의 ‘mm’ 대칭은 

(001) 방향의 자기결정이방성을 형성하여 4.5 MJ/m3의 단축자기

이방성 상수를 가진다. Nd2Fe14B 결정구조에 기인한 자기특성은 

자석의 미세구조에 의해 강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하될 수도 

있다. 때문에 Nd2Fe14B 소결자석의 미세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 이루어졌고, 그 대략적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었다.<그림 

1.3>[6] 자기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립 크기, 결정립 모양, 결

정립계, 결정립들의 배향 그리고 결정립 조성과 같은 Nd2Fe14B 

소결자석의 미세구조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7-32] 

현상적으로 NdFeB 소결자석의 보자력은 결정립 크기(D)와

lnCH a b D  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알려져있다.[7] 결정립의 

크기 축소는 하나의 결정립이 내부에서 형성하는 자기장의 크기를 

줄임으로 인접 결정립 간의 정자기 상호작용을 억제한다. 상호작

용의 억제에 기인하여 보자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8] 



 

 6 

결정립의 크기 축소는 앞서 설명한 결정립 간 정자기 상호 작용은 

감소시키지만 하나의 결정립 내에서 형성되는 교환 상호작용의 영

향은 강화시킨다. 결정립 내에서 강화된 교환 상호작용은 결정립 

표면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결함을 감소시킨다. 그 뿐만 아니라 자

화의 열적 유동성을 줄여 온도상승에 따른 보자력 감소를 완화시

키는 효과가 있다.[9] 때문에 ~수백 nm 크기의 작은 결정립을 확

보하기 위해 공정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용융방사공정(melt spun 

process)을 활용한 비정질의 결정립 형성하는 공정과 수소-탈락

-탈착-재결합(HDDR)법을 활용해 ~수백 μm 결정립으로 구성

된 스트립 케스트(strip cast)를 수십~수백 nm 크기의 입자로 분

해한 후 다시 소결하는 공정이 작은 결정립을 얻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10-11] 보자력은 결정립 크기뿐 아니

라 결정립 형상에 따라서도 변화하는데 이는 결정립 형상에 따라 

결정립이 형성하는 반자장 계수가 변하기 때문이다.[12-14] 일반

적으로 구형의 결정립은 형상의 등방성으로인해 반자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구형의 결정립을 실제 자석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자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종횡비가 큰 직육면체 형상의 결정립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고있

다.[15-16] 종횡비와 반자장의 관계에대해 이론과 전산모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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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한 결과 종횡비가 증가함에따라 보자력이 향상되는 임계 

값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 값 이상의 종횡비에서 역자구 

전파로인해 보자력이 향상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보

였다. 비록 종횡비  증가에 따른 보자력 향상의 임계치가 존재하

지만 종횡비가 큰 결정립은 구체에 상으하는 보자력을 가질 수 있

다.[17-18] 그 때문에 고온성형 과 일축 가압성형을 통해 다른 

미세구조를 변형시키지 않고 결정립의 종횡비만 늘리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19-20] 하지만 고온성형을 통해 결정립의 종횡비를 

증가시킬 경우 결정립계의 형상이 바뀌게 된다. 이때 결정립계를 

통한 결정립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보자력이 감소하는 경향성

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결정립계의 형상, 두께 또는 자기적 특성에 

따라 결정립 간의 교환상호작용의 크기가 결정되고 이는 곧 자기

적 특성의 변화로 이어진다.[21-23] 일반적으로 결정립 간의 상

호작용이 증가할수록 보자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

문에 후공정을 통해서 결정립의 조성을 바꾸고 결정립 간의 상호

작용을 억제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24-26] Dy는 Nd2Fe14B 

자석의 자기 결정 이방성을 향상해 보자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료 공급의 제한성으로 인한 불안정

한 경제성을 보이기 때문에 Dy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

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자석 전체가 아닌 결정립계에만 Dy를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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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결정립계확산 공정(Grain Boundary Diffusion Process, 

GBDP)이다. GBDP를 이용하면 훨씩 적은 Dy로도 결정립계의 비

자성화를 이루어 고성능의 자석을 만들 수 있다.[27] Dy보다 효

과는 크지 않지만, Nd-Cu 또는 Nd-Al 공정합금을 이용한 결정

립계확산 공정도 주목 받고있다. Cu와 Al은 결정립계에서 Nd의 

확산을 도와 결정립계 전반에 걸쳐 비자성체인 Nd-rich 상을 형

성한다.[28] Nd-rich 상은 비자성체로 결정립계에 위치할 때 결

정립 간의 상호작용을 상당부분 억제한다. 영구자석의 미세구조에 

관한 연구는 일축 자기 이방성을 가지는 Nd2Fe14B 결정립들의 배

열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9-31] 일반적으로 결정 

간의 오배열이 증가할수록 잔류 자화의 크기가 줄어들뿐 아니라 

자화반전이 보다 쉽게 일어나 영구자석의 성능이 크게 감소한다. 

그 때문에 결정립의 배열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대표적인 시도는 영구자석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소결

중에 이루어졌다. 소결 과정에서 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하여

서 입자를 한 방향으로 정렬한 후 소결을 진행하는 자기장 정렬 

공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30]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종횡비가 큰 

결정립 형상과 한 축으로의 결정립 정렬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고온 일축 가압성형이 이다.[19, 32] 고온 성형에서는 일축 가압

성형을 통해 전체 결정립 형상을 한 방향으로 인장시키고 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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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된 형상 이방성으로 결정립들의 이방성 정렬을 이루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지난 수십 년동안 실험을 통해서 미세

구조를 조정하고 영구자석 특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하지만 실험의 어려움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과 

메카니즘에 의해 영구자석 특성이 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있

지 않다. 즉, 현재까지 미세구조 변형에 따른 영구자석 특성 저하

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는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NdFeB 소

결 자석을 모델링한 후, 결정립의 정렬도가 영구자석 특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전산모

사의 장점을 살려 실험에서 보기힘든 자세한 자화 반전 과정과 각 

반전과정의 에너지 분포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자화반전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정립의 정

렬도 변화에 따른 자성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메커니즘을 제

시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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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Nd-Fe-B 영구자석의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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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Nd-Fe-B 소결자석의 미세구조 개략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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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배 경 

 
2.1. 보자력 기구 

 영구자석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미세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미세구조 개선을 통해 자성 특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자성 특성 변화

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자화 반전 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자화 반전 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된다. 첫 번째는 자화 반

전의 시작 즉, 자화 반전 핵 형성에 의해 전체 자화 반전 과정이 

지배된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형성된 역자구의 전파가 전체 자

화 반전 과정을 지배한다는 관점이다.[33-34] 앞서 설명한 첫 번

째 자화 반전 기구는 핵 형성 자화 반전 기구라고 불려진다. 결맞

음 회전(coherent rotation)을 바탕으로 하는 핵 형성 자화 반전 

기구에서 자화 반전은 적은 수의 자화 반전 핵이 형성된 직후 빠

른 역자구 전파를 통해 전체 자석의 자화 반전이 완료된다.[35] 

핵 형성 자화 반전 기구에서 첫 자화 반전 핵이 형성되기 위해서 

큰 에너지가 요구되지만 형성된 역자구의 전파를 위해서는 큰 에

너지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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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cH )은 현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36] 

 

min

c N eff sH H N M                  (2.1) 

min 1 2 ,N

S

K K
H

J


   1 2

1
0

4
K K              (2.2) 

 

 는 입자 표면의 결함과 외부 자기장에 대한 결정립 오정렬의 

영향을 표현한다. 
min

NH 는 재료 고유 특성, 결정 구조에 의해 정해

지는 자화 반전 핵 형성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저의 자기장을 의미

하고, 작은 K2에 대해 <수식 2.2>로 근사 된다. <수식 2.2>는 K2

가 K1에 비교해 작은 경우에 
min

1 /N sH K J 로 근사 되어 사용할 

수 있다. effN 는 입자 형상에 의해 결정되는 반자장 상수로 복잡

한 모형에 대한 계산을 위해 외부 자기장에 수직한 성분 N 와 수

평한 성분 N 의 차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전체 자석의 형상, 결정

립의 형상 그리고 결정립계 형상에 의한 영향을 함축하고 있다. 

sM 는 재료의 포화 자화를 나타낸다. <수식 2.1>에 따르면 핵 형

성 자화 반전 기구에서 보자력은 자석의 결정 구조에 기인한 재료 

특성 외에도 자석 내의 결함, 자석과 결정립의 형상 그리고 결정

립의 정렬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자화반전 기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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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벽 전파 기구(자구벽 고정 기구)이다. 자구벽 전파 기구에서 자

화 반전은 많은 자화반전 핵의 형성과 함께한다. 형성된 자화반전 

핵은 자석의 불균일한 결정구조 또는 미세구조 상의 결함 때문에 

쉽게 전파되지 못하고 고정된다. 추가적인 에너지가 인가되어 자

구벽의 고정이 해제되면 전체 자석의 자화반전이 이루어진다. 자

구벽 전파 기구에서 자화 반전 핵 형성을 위해서는 작은 에너지가 

요구되지만 자구벽 이동을 위해서는 큰 에너지가 요구된다. 그 때

문에 자구벽의 고정이 해제되는 조건에 의해 보자력이 결정된다. 

이런 자구벽 전파 기구에서 보자력(Hc)은 현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36] 

 

max

1
( )

2
c

s ex

dU
H

M A dx
                 (2.3) 

 

exA 는 교환상호작용 강성, ( )U x 는 자석의 불균일성과 자구벽 이

동 간의 상호작용 에너지를 나타낸다. ( )U x 는 열 활성화 에너지

에 의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구벽 전파 기구에서 보자력은 

온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보자력은 <수식 2.3>에 따라 최대 

고정 힘인 ( )U x 의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이론과 실험 연

구에 따르면 상온에서 NdFeB 자석의 보자력은 <수식 2.3>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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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식 2.1>로 표현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

문에 상온에서 NdFeB 자석의 자화 반전 기구는 핵 형성 기구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2.2. 보자력의 각도 의존성 

Nd-Fe-B 자석의 자화 반전 기구인 핵 형성 기구에서는 

인가되는 외부자기장의 각도에 따라 자석의 보자력이 변한다. 입

자 내의 강한 교환 상호작용과 작은 입자 크기로 인해 자구벽 이

동이 존재하지 않는 단자구 입자(Stoner-Wohlfarth model)를 이

용하면 외부자기장 각도에 따른 보자력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1>과 같은 회전 타원체 모형의 단자

구 모델을 이용하여 외부자기장 각도에 따른 보자력의 변화를 설

명하고자 한다. 

입자의 자화는 결정 구조상 특정 결정 방향으로 향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이때 특정 방향을 자화용이축이라고 하고, 외부

자기장에 의해 입자의 자화가 자화용이축을 벗어날 때, 다시 자화

용이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방성 자장이 작용한다. 이방성 자

장은 입자의 결정성과 형상 그리고 입자 내부의 응력에 의해 결정

된다. 입자의 자화용이축을 c 축이라고 가정하면, a 축은 자화 곤

란축이 된다. 이때, 자화가 자화용이축을 벗어날 때 받는 에너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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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방성 에너지(anisotropy energy)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sin ( )Ani uE K                         (2.4) 

 

이 때, uK  는 단축 자기 이방성 상수로 각 a축과 c축에 대한 반

자장 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는 자화방향과 자화용이축 간의 각

도를   는 외부자기장과 자화용이축 간의 각도를 의미한다. 외부 

조건과 상관없는 이방성 에너지와는 달리 외부 자기장 extH 에 의

해 형성되는 퍼텐셜 에너지(potential energy)는 다음과 같이 서

술된다. 

 

cos( )p SE HM                     (2.5) 

 

이 때, SM  는 포화자화이다. 이방성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에 

의해 정해지는 전체 계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2sin ( ) cos( )t Ani p u SE E E K HM                 (2.6) 

 

식에 따라    일 때, 증가하는 외부자기장 h ( /ext KH H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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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각  가 형성하는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그림 

2.2a> 와 같이 나타난다.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가 

증가할수록 시스템의 에너지가 상승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시스템은  가 0일 때 안정하고, 마찬가지로 / 2   때

도 안정한 에너지를 가진다. 하지만 0  인 자화가 / 2  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넘어야하는 에너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자화는 

움직이지 않고 0  으로 고정된다. 여기서 외부자기장이 인가되

기 시작하면, 평형 상태를 위한  가 증가하며 동시에 자화반전을 

위한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부자

기장 하에서  가 증가하는 것이 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면

서 동시에 자화 반전이 보다 쉬워졌음을 알려준다. 계속해서 증가

하는 외부자기장에 대해 평형상태를 위한  가 점진적으로 증가하

고 에너지 장벽이 감소한다. 특정 자기장 이상에 도달하면, 인접한 

  내에서 평형상태가 관찰되지 않으며 자화 반전을 위한 에너지 

장벽이 사라지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는 평형점을 찾

기 위해 다른 평형점인 / 2  으로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 

거동이 자화 반전이다. 따라서 에너지 장벽을 사라지게 만드는 자

기장의 크기를 보자력(coercivity cH ) 또는 자화반전 핵이 형성

되는 핵 형성 자기장 NH 으로 정의한다. 반면에 자화용이축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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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서 
5

6
   일 때는 aniE 가 / 6  만큼 이동하며 <그림 2.2b>

와 같은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분포를 형성한다. aniE  이동의 결과

로  에 따른 전체 포텐셜 에너지의 분포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우선 외부자기장이 0일 때(h=0), 평형상태를 위한  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동시에   에 비해 낮은 에너지 장벽을 형성한다. 

이 후 증가한 외부자기장에 대해  의 평형점이 빠르게 증가하며

동시에 에너지 장벽이 빠르게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더 작은 자기

장하에서도 평형을 위한  와 에너지 장벽이 사라지고 자화반전이 

발생한다.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시스템의  와 h에 의해 정해지

는  의 평형점은 0tdE

d
  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sin cos sin( ) 0h                      (2.7) 

 

이 때, h ( / KH H ) 는 자기 이방성 자장 크기로 표준화된 외부

자기장이다. 계속해서 h 와  로 정의한 평형상태의   즉, 

m ( / SM M )는 cos( )  로 계산 될 수 있는 점과 

2

2
0td E

d
  

을 통해 정규화된 보자력 ch 를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19 

결과적으로 외부자기장과 입자 자화용이축 간의 각도  에 따른 

자기 이력 곡선의 변화를 <그림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기 

이력 곡선에서 자화는 포화 자화부터 서서히 감소하다 ch 에 이르

러 급격하게 반전된다.  가 0에서 / 2 로 증가함에 따라 ch 는 1

에서 0으로 감소한다. 더불어 rm 도 마찬가지로 1에서 0으로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외부자기장의 각도에 따라 

영구자석의 경자성체 특성이 치명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때, 외부자기장의 각도가 외부자기장과 입자의 자화용

이축 간의 각도인 것을 이용하면 결과를 자화용이축의 기울기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외부자기장에 대해 입자의 자화용이

축이 기울수록 입자의 경자성 특성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입자는 자석을 구성하는 많은 결정립 중 하

나의 결정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석을 구성하는 결정립들은 각

자 다른 결정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는 1장 2절에 기술한 바에 

따라 각자 다른 자화용이축 방향의 배열로 이어진다. 앞서 정립한 

바에 따르면 이때 각 결정립은 자화용이축 배향에 따라 각자 다른 

ch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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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회전 타원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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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자화용이축 각도 (a) 0  , (b) 30    를 가지는 

단자구가 외부자기장 h 하에서 외부자기장과 자화의 각도  에 

따라 가지는 전체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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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단자구 회전 타원체가 자화용이축과 외부자기장 간의 

각도에 따라 나타내는 자기이력곡선[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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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Nd-Fe-B 소결 자석의 결정립 정렬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된 Nd-Fe-B 입자는 소결 또는 열

간성형 공정을 거치며 시스템에 적합한 형상으로 가공된다. 소결

과 열간성형 공정에서 각 Nd-Fe-B 입자는 성장하며 하나의 결

정립을 형성한다. 그 때문에 가루 입자의 크기가 최소 결정립의 

크기를 결정하고, 가루 입자의 정렬도가 전체 자석 결정립의 정렬

도를 결정하게 된다. 2장 2절에서 언급했듯이 결정립의 정렬도가 

경자성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자의 정렬을 통해 

결정립의 정렬도를 올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열

간 성형을 통해 구조적으로 정렬된 결정립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결정립 정렬도를 올리는 연구가 낮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주목받

고 있다.[20] 열간 성형은 정방형 구조의 Nd-Fe-B가 a 축으로 

쉽게 성장하는 점을 이용하여 c 축으로 압력을 가하고, a 축으로 

성장을 유도하여 판 형상의 결정립을 형성시킨다. 한 축으로 길어

진 결정립들의 자화는 형상 자기 이방성에 기인한 단축 정렬을 이

루게 된다. 열간 성형 공정의 효율적인 결정립 정렬에도 불구하고 

공정 결과물은 낮은 경자성특성을 가진다. 이는 공정 결과 형성된 

연자성 결정립계를 통한 결정립 간의 강한 상호작용 때문이

다.[38] 결정립 간의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정립 확산 공정이 

진행될 수 있지만 비정질 결정립이 고온에서 빠르게 조대해지는 



 

 24 

현상 때문에 결정립계 확산 공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20] 이와 같은 이유로 열간 성형 공정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많

이 활용되고있는 소결 자석에서는 자기장을 통해 결정립 정렬을 

유도한다. 소결 과정 중 자기장을 인가하여 입자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킨 후 소결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정립들의 결정성이 한 축

으로 정렬된 자석을 얻을 수 있다. 자기장을 통한 정렬은 열간성

형 공정과는 다르게 결정립 정렬 외의 미세구조는 크게 변형시키

지 않기 때문에 고성능 영구자석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공정으

로 자리 잡고있다. 자기장 정렬을 통해 얻은 결정립 정렬도는 자

기장의 크기에 따라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나

타낸다.[30] 정렬 자기장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가우시안 분포의 

표준편차와 평균값이 감소하여 나타난다.[39] 그 때문에 큰 자기

장을 인가하면 높은 정렬도와 이에 기인한 높은 성능의 자석을 얻

을 수 있지만 높은 자기장은 생산 비용의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단가와 자석의 성능을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2.4. 미소자기 전산모사 

2.4.1. 미소자기 에너지 

강자성체 특성으로 인해 Nd-Fe-B 자석 결정립 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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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단거리의 규칙적인 자화 배열을 가진다. 규칙적인 자화 배열

은 양자 역학적 효과인 교환 상호작용(exchange interaction)에 

기인한 현상이다. 교환 상호작용은 인접한 서로 다른 두 원자가 

존재할 때, 각 원자 주위를 배회하는 전자가 서로 교환될 수 있음

을 양자역학적으로 고려하며 형성되는 에너지이다. 교환 상호작용 

에너지는 원자의 스핀이 주변 원자 배열 환경에 대해 평행하게 또

는 반평행하게 정렬하도록 작용한다. 이와 같은 교환 상호작용은 

하이젠베르 모델(Heisenberg model)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2ex i j

i j

H J


   i jS S               (2.8) 

 

,i jS 는 스핀의 각운동량(angular momentum)을 나타낸다. ,i jJ 는 

파동 함수에서 교환 상호작용의 효과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교환 

적분이다. ,i jJ  값의 크기는 원자 간의 간격에 따라 변하며, 부호

는 인접한 두 스핀의 평형 혹은 반평형 배열을 결정한다. 교환 적

분은 원자간의 전자 교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간의 거리

가 증가하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때문에 교환 상호작용이 ~수 nm 

이하에서만 충분한 효과를 가진다. `교환 상호 작용을 미소자기 전



 

 26 

산모사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앞 선 설명과 같이 원자 모델을 고

려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 백 nm 혹은 그 이상 크기의 

모델을 원자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미소자기 전산모사에서는 ,i jS 를 각 위치 원자의 스핀 방향에 따라 

1에서 -1까지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단위 벡터 자화 s/m M M

로 계산하며 문제를 극복한다. 이에 따라 연속적인 단위 벡터 자

화를 s/m M M  이용하면 수식 2.8의 교환 상호작용을 미소자기 

전사모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2 2 2 3{( ) ( ) ( ) }ex ex x y z
V

E A m m m d r            (2.9) 

 

exA 는 교환 상수로 
2 /exA nJS a  이다. 이 때, n 은 재료의 결정

구조 상 최인접 원자의 수를 나타내고, a  결정 구조의 격자 상수

를 나타낸다. 

 자성체는 결정구조 내의 상호작용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스핀을 정렬시키고자 하는 자기결정 이방성(magnetocrystalline 

anisotropy)이 있다. 이는 스핀의 자전과 공전의 상호작용, 즉 스

핀-궤도 상호작용(spin-orbit interaction)에 기인한 힘이다. 자

기결정 이방성은 결정 축 방향에 대해 상대적인 자기 모멘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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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된다. Nd-Fe-B 의 경우 c 축으로 긴 정방형 결정구조

와 부격자 상의 Nd 배열로 인해 c 축으로의 단축 자기결정 이방

성을 가딘다. c축의 단축 자기결정 이방성을 가지는 경우, c축이 

자화가 정렬하고자 하는 자화용이축이고 c축과 직각을 이루는 a축

이 자화가 불안정한 자화곤란축이다. 이때, 단축 자기결정 이방성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ani u
V

E K sin dV                 (2.10) 

 

uK 는 재료의 결정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단축 자기결정 이방성 상

수이다. 

 양자역학적으로 인접한 두 원자의 상호작용, 결정 구조 상

의 구조적인 상호작용 뿐 아니라, 더 확장된 장범위 시스템에 대

해서 자성체 내부의 스핀이 형성하는 자기장이 시스템 내부의 모

든 스핀들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정자기 상호작용

(magnetostatic interaction)이 있다. 정자기 상호작용은 자성체 

내의 자기 모멘트간 장거리 상호작용을 대표한다. 이 때 정자기 

에너지는 자성체를 이루는 각 스핀들이 스스로 형성한 자기장의 

합인 반자장과, 반자장에 대해 스핀이 가지는 퍼텐셜 에너지이며, 

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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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ms dE H dV


                 (2.11) 

 

이는 전체 자성체가 형성하는 반자장에 대한 적분이다. 자성체의 

에너지가 M-H 자기이력곡선 하의 영역인 것을 고려했을 때, dH  

하의 반평형 자화벡터 M  을 간주하면 <수식 2.11>은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0

2
msE


  dH M                (2.12) 

 

 마지막으로 자화를 외부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시키려고 하

는 외부자기장 extH 과 반평형한 자화벡터 M 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단위 부피 당 퍼텐셜 에너지, 제이만 에너지(zeeman 

energ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0zeemE   
ext

H M                (2.12) 

 

위와 같은 에너지들을 적절하게 고려해주기 위해 실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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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Fe-B 소결 자석의 재료 특성치를 <표 2.1>과 같이 설정하

고 미소자기 전산모사를 실시하였다.  

 

2.4.2.  전산모사 

전산모사를 위해서 스핀의 동적 거동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Landau-Lifshitz-Gilbert (LLG) equation으로 표현

할 수 있다.[40]  

 

s

d d

dt M dt


    eff

M Μ
M H M          (2.13) 

 

 는 자기회전 비(gyromagnetic ratio), eff
H 는 유효 자기장

(effective field)으로 교환 자기장(exchange field), 이방성 자기

장(anisotropy field), 쌍극자 자기장(dipolar field), 그리고 외부

자기장(external field)을 고려한 알짜 자기장이다.  는 길버트 

감쇠 상수(Gilbert damping constant)이다. 정리해서 LLG 식의 

왼쪽 첫 번째 항은 유효 자기장과 자화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자화

의 동적 거동을 의미한다. 특정 유효 자기장 아래에서 시스템은 

내부 에너지를 방출하며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때, 에너지

의 감쇠를 설명해주는 것이 왼쪽 두 번째 항이다. 감쇠는 마그논-



 

 30 

포논 상호작용, 원자 내부 전자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결함과 같은 

외적인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작용한다. LLG식을 직접 풀어서 

정확한 자화의 거동을 계산 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전산모사에서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시스템의 각 조건을 수치로 입력하여 계산하는 

수치 근사 법(numerical approxim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LLG 식과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에 의한 수치 근사

법을 동시에 적용한 FEMME(finite element micromagnetics)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자화의 거동을 분석하였다.[41]  

 

2.4.3. 모델링  

A. 소결 Nd-Fe-B 자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소결 자석의 결정립 정렬도에 따른 특성변

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소결 자석과 유사한 다수의 결정립을 가

진 자석을 모델링하고자 하였다. 소결 공정을 통해 형성된 Nd-

Fe-B 자석의 결정립은 다면체 구조로 형상화될 수 있다. 가장 자

연스럽고 실제 모형과 가까운 다면체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임의

적 조밀 쌓임 라게르-보로노이 다이어그램(random close 

packing Laquier-Voronoi diagram, RCPLV diagram)의 방식으

로 전체 자석의 형상을 모델링하였다.[42] RCPLV 다이어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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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위해 500500 500 nm3 크기의 정육면체 시스템 
3S

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정육면체 시스템 내부에 임의의 27개의 

점( 1 2 27P {P ,P , ,P } )을 형성시켰다. 이 때 27개 점을 활용하면 

<그림 4.a> 와 같이 임의의 점 iP 을 중점으로 삼고 임의의 반지

름 ir  을 가지는 정육면체 내부의 27개의 구 1 2 27C {C ,C , ,C }

를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정육면체 시스템 내부 임의의 점 P 와 

임의의 구 iC 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2

i i(P,C ) (P,P )L id d r               (2.14) 

  

i(P, P )d 는 시스템 상의 점 P 와 임의의 구 iC 의 중점인 iP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의미한다. 정의된 점 P 와 임의의 구 iC 과의 관

계는 라게르 거리(Laguerre distance)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i(P, P )Ld 은 iC  외부의 점 P 뿐 아니라 iC  내부의 점 P 에 대해

서도 고려하기 때문에 제곱근을 취하지 않고, 제곱의 형태를 유지

한다. 따라서 라게르 거리는 수학적인 거리를 의미하지 않고 점 

P 가 점 iP 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척도이다. 

이와 같은 라게르 거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 iC 에 대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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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 보로노이 영역 i(G;C )R 을 정의를 할 수 있다. 

 

3

i i j(G;C ) {P S (P,C ) (P,C ),i j}L LR d d        (2.15) 

 

정의에 따른 라게르 보로노이 영역은 <그림 4.b>와 같이 형성된다. 

전체 시스템은 27개의 영역 1 2 27(G;C ),  (G;C ), ,  (G;C )R R R  으

로 나누어진다. 나누어진 각 영역은 하나의 결정립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7개의 다면체 결정립과 각 결정립을 구분하는 

결정립계로 구성된 전체 크기 500500500 nm3의 정육면체 모

델을 형성하였다.<그림 5.a> 모델을 구성하는 27개 결정립의 평균 

크기는 약 196 nm, 가장 작은 결정립은 166 nm, 가장 큰 결정립

은 224 nm 의 크기를 가진다. 결정립의 크기는 결정립의 크기와 

같은 부피인 구의 지름으로 정의하였다. 결과로 구성된 27개의 결

정립에 Nd-Fe-B 자석의 재료 상수를 적용하였고, 결정립을 구

분 짓는 결정립계는 비자성체로 설정하였다<표 2.1>.[44] 

 

B. 유한요소법 

 형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미소자기 전산모사를 실시하기 위

해서는 수치 근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잘게 쪼개어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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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있다. 이 때, 잘게 쪼개어진 각 요소들 간의 거리는 교환상

호작용이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교환상호작용 거리 

이하의 값을 가져야한다[45]. 일반적으로 유효 교환 상호작용 거

리는 교환 강성과 이방성 상수의 비의 제곱근 / uA K 으로 표현

된다. <표 2.1> 의 Nd-Fe-B 결정립 재료 상수에 의하면 교환 

상호작용의 거리는 약 1.7nm 이다. 때문에 각 요소 사이의 거리

가 1.7nm 이하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7nm 이하의 요소들

로 500500500 nm3 크기의 모델을 구성할 경우 단순 계산상

으로 2.5107 개의 요소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2.5107 개 요소

들의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이 

때, 모델 한 파일의 용량이 약 12.7 GB에 이르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전산모사를 진행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적으로 활발한 작용이 일어나고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결정립계와 결정립 표면만 약 1.5 nm의 조밀한 요소들로 구성하

였다<그림 5.b>.[45,46] 반면에 비교적 에너지 작용이 단순한 결

정립 내부는 최대 40 nm의 조대한 요소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약 3105 개의 요소를 이용하여 전체 모델을 세분화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더 조밀한 요소로 결정립 내부를 나눈 시스템을 활용

하여 결정립 내부의 조대한 요소 크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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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화 용이축 정렬도 

 2장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결 Nd-Fe-B 자석의 결

정립들의 정렬은 (006) 방향에 대해 하프-가우시안 분포(half-

Gaussian distribution)의 정렬을 가진다. 

 

2( )
2

2
( ; )P e



 
 



              (2.16) 

 

 는 (001)방향과 결정립의 자화용이축간의 각도이고,  는  의

분산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스템 상의 27개의 결정립에 실제 소결

자석과 유사한 하프-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자화 용이축을 설정

하고자 하였다. 우선 자화용이축이 단축임을 고려하여 모든  가 

0에서 / 2  안에 분포할 수 있도록 

/2

0

'( ) 1P d



    

( '( ) ( ) )P N P    정규화(normalize)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6>과 같이 자화 용이축이 x,  y  사이에 분포할 확률이 1/27 

'( ) 1/ 27

y

x

P d    이 되는 27개의 구간을 설정한 후, 각 구간의 

기대 값 '( ) 

y

x

P d    을 각 구간의 대표로 설정하여 27개의  값



 

 35 

을 얻을 수 있었다. 계산된 27개의  값은 라게르-보로노이 다이

어그램으로 모델링 된 27개의 결정립에 무작위로 적용하였다. 동

일한 방법으로 0,  10, 20, 30, 40, 50   각각에 대한 총 6개의 분

포를 얻었고, 0과 / 2  사이에  가 / 54  간격으로 분포하는 완

전 등방성 분포를 추가하여 <표 2.2>와 같은 총 7개의 다른 자화 

용이축 분포를 가진 모델을 얻었다. 앞선 과정과 같은  의 하프-

가우시안 분포는 편각(polar angle)에 대해서만 고려하였고,  의 

방위각(azimuthal angle)에 대해서는 0과 2  사이의 무작위 분

포를 적용하였다. <표 2.2>의 각 7개의 자화 용이축 분포를 대표

할 수 있는 대표값을 설정하기 위해  의 가중 평균값인 자화 용

이축 정렬도(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7

1

cosi i

i

v 


                  (2.17) 

 

iv 는 전체 결정립의 부피에 대한 i 번째 결정립의 부피비를 나타

내고, i 는 z축에 대한 i 번째 결정립의 자화 용이축 각도를 의미

한다. 각 결정립 분포 0,  10,  20,  30,  40,  50   와 등방성 모델

의 자화 용이축 정렬도는 1,  0.98, 0.92, 0.87, 0.82, 0.79, 0.60 

이다. 시스템 내의 모든 결정립의 자화 용이축이 z축으로 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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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된 경우 1  이 된다. 한 편 결정립의 자화 용이축들이 등방성 

분포를 가지는 경우 결정립들 간의 부피 차이를 고려해서 계산한 

결과 0.6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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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결정립에 적용시킨 Nd-Fe-B 영구자석의 재료 상수와 

결정립계에 적용시킨 비장성체 재료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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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  0.98, 0.92, 0.87, 0.82, 0.79, 0.60  를 구성하는 각

27개 결정립 자화용이축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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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2D, (b)3D에서의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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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모델링된 500 nm3의 정육면체, (b)모델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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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결정립들의 자화 용이축을 계산하기 위한 하프-가우

시안 확률 분포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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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Nd-Fe-B 소결 자석의 결정립 정렬도 효과 

 

 
3.1 결정립 정렬도에 따른 자성특성 변화 

 미소자기 전산모사를 활용하여 z축으로 +5 T 부터 -5 T

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자기장을 각 결정립 정렬도가 다른 

1,  0.98, 0.92, 0.87, 0.82, 0.79, 0.60   인 각 모델에 인가했다. 

그 결과 <그림 1(a)>와 같은 감자 곡선(demagnetizing curve)를 

얻을 수 있었다. 1  일 때, 자화반전 핵 형성과 함께 

4.39 TextH    에서 자화반전이 시작한다. 직후 zm 가 빠르게 감

소하며 4.55 TextH   에서 자화반전이 완료된다. 반면에 

0.98  로 감소 했을 때, 자화반전 핵 형성 자기장 NH 이 급격

하게 감소하여 보다 낮은 3.0 TextH   에서 자화 반전이 시작된

다. 이후 1   일 때 보다 빠른 4.43 TextH   에서 전체 모델의 

자화 반전이 완료된다. 1   에서는 zm 가 변하기 시작하면 전체 

자화 반전 완료까지 급격하게 변하지만, 전반적인 0.98  의 자

화 반전 과정에서는 extH 에 따른 zm 가 변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

하는 단을 관찰 할 수 있다. 이 단은 특정 고정자(pinn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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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자화 반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멈추는 고정 효

과(pinning effect)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에서 

고정 효과는 비자성 결정립계를 통한 교환상호작용 비동조화

(exchange interaction decoupling)와 결정립들 자화용이축의 오

정렬 정도에 의해 발생하는 각 결정립이 서로 다른 CH 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후  의 감소에 비례하여 NH 이 감소하고 자

화 반전이 완료되는 자기장 크기 또한 감소한다. 하지만 자화 반

전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자화 반전 진행속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 따른 감자 곡선의 변화는   감소가 불규칙적이

고 산발적인 자화 반전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는 자

성 특성이 감소로 이어진다.   감소에 따른 자성 특성의 변화를 

<그림 1(b)> 에 나타내었다. 잔류 자화와 보자력은 각각 포화 자

화와 이방성 자기장으로 나누어 1~0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평준

화하여 /r r Sm M M , /c C Ah H H 로 표현하였다. 1  일 때, 

1 (1.61 T)rm  , 0.63 (4.47 T)ch   그리고 이에 따른 최대 에너

지적 max( ) 64.70 MGOeBH  로 나타났다. 0.6  으로 감소하며 

rm 과 ch 는 각각 34%와 41%가 감소하여 0.60 (0.97 T)rm  , 

0.42 (2.95 T)ch  가 되었고 이에 따라 max( ) 20.56 MGOeBH  으

로 68% 감소하였다. 



 

 44 

 

<그림 3.1> 결정립 정렬도  에 따른 (a)자화반전 곡선, (b) 

영구자석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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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정립 정렬도에 따른 자화반전 과정 변화 

  감소는 자화 반전 과정을 보다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자

석의 성능을 68%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때문에 자성 특성 저하

의 원인인   에 따른 자화 반전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살필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에서는 각각 1,  0.87, 0.60  일 때, 

3차원 모델 상의 zm  분포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해 자화반전 과정

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왼쪽의 감자 곡선을 기준으로 특정 외부 

자기장 크기에 대한 연속적인 zm 분포를 나타내었다. 축척자에 따

라 1zm    은 빨간색, 1zm   은 파란색으로 표현하였고, 3차원 

모델에서 자화 반전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 0.9zm    

인 영역 즉, 자화 반전되지 않은 영역은 반투명하게 표시하였다. 

반면에 0.9zm   인 영역, 자화 반전된 영역은 불투명하게 표현하

여 자화 반전된 영역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1 

일 때, 4.39 TextH   에서 자화 반전 핵 형성(Nucleation)과 함

께 자화 반전이 시작된다<그림 3.2a>. 전체 정육면체 모델의 가장

자리에서 자화반전 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①, 화살표). 이후 

핵은 결정립 내부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한 결정립 전체를 자화 반

전 시킨다(②). 계속해서 증가하는 외부자기장에 대해 -z축을 따

라 역 자구가 전파된다. 역 자구는 자화 반전이 완료된 결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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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z축으로 인접한 결정립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며 빠르게 전파된

다(②-④). 한편 반전된 자구가 z축을 따라 전파되는 과정에서 

xy축으로 인접한 결정립으로는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xy축으로의 고정효과로부터 z축으로 특정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자성 결정립계가 결정립 간의 교환 상호작

용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z축 방향의 상호작용은 쌍

극자 상호작용인 것으로 고려된다. 반전된 자구는 쌍극자 상호작

용을 통해 z 축으로 완전히 전파한 후, x, y 축으로 전파하고 이를 

기점으로 다시 z 축으로 빠르게 전파한다(⑤). ②~⑤의 과정이 반

복되며 전체 모델이 자화 반전 한다. 하나의 자화 반전 핵의 생성

과 뒤따르는 빠른 역자구 전파에 의해 완료된 자화 반전 과정은 

전형적인 핵 형성 기구에 의한 자화 반전 과정이다. 이와 같이 

1   의 자화 반전 과정은 핵 형성 기구에 의해 지배된다. 계속

해서 0.87  으로 감소하면 핵 형성 기구의 영향이 약해지고 자

구벽 전파 기구의 영향이 강해진다. 추가적인 자화 반전 핵과 결

정립계에 의한 고정 효과 그리고 불규칙적인 역 자구의 전파 방향

이 변화한 자화 반전 기구가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그림 3.2b>. 

2.72 TextH   일 때, Z면의 중심부에서 자화 반전 핵이 형성되며 

자화 반전이 시작된다(①). 형성된 자화 반전 핵은 1  와 마찬

가지로 결정립 내부에서 빠르게 전파되며 하나의 결정립을 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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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시킨다. 이 과정에서 다른 반대 Z면에서 추가적인 자화반전 

핵이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결정립 내부에서 빠르게 전파된다(②). 

이후 자화 반전 자구는 약 0.07 T 동안 인접한 결정립으로 전파

되지 못하고 결정립계에서 고정되는 결정립계에 의한 고정 효과를 

보여준다(②-③). 비자성 결정립계에 의한 역 자구의 고정으로 외

부자기장이 증가하지만 zm 가 변하지 않은 영역이 감자 곡선에서 

하나의 단으로 표현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외부자기장에 대해 

역 자구의 고정이 풀리며 z축에서 약 30˚정도 벗어난 방향으로 

결정립 간 역 자구 전파가 진행된다(④-⑤). 이후 다시 결정립계

에 의한 자구 전파의 고정 효과가 발생한 후(⑤-⑥), 자화 반전된 

결정립을 기준으로 y축으로 인접한 결정립으로 역 자구가 전파되

며 전체 자화 반전이 완료된다(⑥-⑧). 하나의 결정립만 보았을 

때, 결정립 내부에 자화 반전 핵이 형성된 후, 추가적인 핵 형성없

이 핵이 빠르게 전파되며 자화 반전이 완료되는 것은 단일 결정립

의 자화 반전 과정이 핵 형성 기구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시스템을 확장하여 27개의 결정립과 결정립계가 공

존하는 전체 모델의 반전 과정을 보면 자구벽 전파 기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핵 형성, 결정립계에 의한 고정 효과 그

리고 이에 따른 불규칙적인 자화 반전 방향이 증가한 자구벽 전파 

기구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 감소하며 증가한 자구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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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구의 영향은 0.6   모델의 자화 반전 과정에서 보다 명확

하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c>. 자화 반전 핵 형성은 

2.52 TextH    일 때, x면에서 시작된다(①). 핵 형성 위치가 외

부 자기장에 대해 수직한 z면이 아닌 수평한 x면으로 이동한 것은 

z면에 집중돼 있어야할 반자장이 결정립의 오정렬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화 반전 핵은 결정립 내부에

서 빠르게 전파된다(②). 이후 특정 축과는 무관하게 인접한 결정

립으로 역 자구가 침투하여 들어간다(③). 인접한 결정립으로 역 

자구가 전파하는 과정에 자화 반전된 결정립들과 분리된 영역에서 

추가적인 자화 반전 핵이 형성되고, 결정립을 빠르게 자화 반전 

시킨다(④). 전체적인 자화 반전 과정은 새로운 자화 반전 핵 형

성과 결정립 내부로의 빠른 전파 그리고 인접한 결정립으로 전파

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전체 자화 반전이 완료된다(⑤-⑧). 증가

한 핵 형성 위치와 고정 효과는 자화 반전 과정이 자구벽 전파 기

구의 영향을 받고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⑥-

⑧ 구간에서 관찰되는 느린 자구 전파는 자구벽 전파 기구에 의한 

자화 반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  인 모델과 0.6  인 모

델의 자화반전과정을 비교하면   감소가 보다 낮은 자기장에서의 

쉬운 자화 반전 핵 형성 그리고 역 자구의 불규칙적인 전파로 이

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  과 0.6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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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단면도에서 보다 확실하게 관찰된다<그림 3.3>. 각 모델의 

핵 형성 위치를 기점으로 하는 단면도는 증가하는 외부자기장에 

대한 mz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각 결정립의 자화방향을 보다 직

관적으로 보여주기위해 검은색 화살표를 통해 결정립의 자화방향

을 표시하였고 자화반전된 영역은 노란 화살표로 표시하여 반전된 

영역과 반전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였다. 모든 결정립의 자화용

이축이 z축으로 정렬된 1   의 경우, -4.39 T 의 높은 자기장 

아래에서도 결정립의 자화배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Z방향을 향하고 

있다<그림 3.3a>. 앞서 <그림 3.2>를 통해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핵 형성은 모델의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하고 z축 빠르게 하나의 

결정립을 자화반전 시킨다(-4.39 ~ 4.40 T). 자화반전된 결정립

과 삼중 접합점을 이루며 z축 상에 놓인 두 결정립에서 차례대로 

자화반전이 시작되며 결정립간 역자구 전파가 일어난다(- 4.40 ~ 

4.419 T). 결정립간 역자구 전파 후 역자구는 빠르게 확산하며 결

정립을 자화반전 시킨다. (- 4.419 ~ 4.44 T). 이와 같은 역자구 

형성과 결정립 내 빠른 확산을 반복하며 z 축으로 전체 자화반전

이 완료되면 xy 방향으로 역자구 전파가 일어나며 결정립간 전파

와 결정립 내부 확산의 과정을 반복하며 전체 자화반전이 완료된

다(- 4.445 ~ 4.47 T). 각 결정립의 자화용이축이 정렬되지 않아 

 가 감소한 0.87  에서는 4.39 T 보다 감소한 2.72 T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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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반전이 핵이 형성된다. 형성된 자화반전 핵은 결정립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한다. 이 후 자화반전된 결정립과 인접하지 않은 결정

립에서 자화반전 핵이 형성되며   감소로 인해 보다 쉽게 핵이 

형성됨을 보여주고있다(-2.73 ~ 2.76 T). 형성된 핵은 빠르게 결

정립 내부로 확산되고, 이 후 인접한 결정립으로 역자구가 전파되

며 자화반전이 진행된다(-2.76 ~ 2.85 T). 첫 번째 핵의 위치를 

기준으로하면 결정립간 역지구 전파는 z축에서 길울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86 ~ 3.09 T). 한편 0.6  에서

는 -2.515 T 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장 하에서 각 결정립의 자

화배열이 각 자화용이축을 따라 크게 흩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3c>. 면 중앙에서 시작하는 자화반전 핵 형성은 3개

의 결정립이 접하는 삼중 접합점에서 시작된다(-2.515 T). 이후 

결정립 내에서 확산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2.515 ~ 2.535 T). 결정립간 역자구 전파는 자화반전된 결정

립과 접하지만 z축 방향이 아닌 기울어진 방향으로 발생한다(-

2.697 T). 이후 인접한 결정립으로의 역자구 전파와 결정립 내 확

산이 반복되지만(-2.711 ~ 2.861 T), 반전된 결정립과 인접하지 

않은 위치에서 새로운 자화반전 핵 형성이 시작된다(-3.065 T). 

이후 자화반전된 결정립들을 중점으로 방향성 없는 결정립간 역자

구 전파와 결정립내 확산이 반복되며 전체 자화반전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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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 3.351 T). 결정립의 자화용이축이 z축에서 크게 벗어

난 경우 자화반전되기 전은 물론 자화반전 후에도 자화 방향이 z

축으로 완전하게 정렬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화반전되기 전의 결

정립과 자화반전된 후의 결정립 두 경우 모두에서 1  과는 다른 

추가적인 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면도를 통해 mz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에 따른 자화반전 핵 형성자기장, 위치의 변화와 

결정립간 역자구 전파 방향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변화의 원인이 인접한 결정립의 달라진 자화배열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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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a) 1  ,(b) 0.87  , (c) 0.60   일 때, 자화반전 

곡선과 각 포인트에 대응하는 모델의 mz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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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 1  , (b) 0.87  , (c) 0.60   일 때, 증가하

는 외부 자기장에 대한 모델의 mz 분포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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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정립 정렬도에 따른 자화반전 핵 형성 

         에 따른 자화 반전 과정 변화의 핵심에는 자화 반전 핵 

형성의 변화 그리고 역 자구 전파 방향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에너지 계산을 통해 자화 반전 과정 변화의 원인

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의 효과를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양 극단 1   그리고 0.6  일 때 자화반전 핵 형성 지점의 에

너지 분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일 때, 자화반전 핵 

형성 지점의 zm  분포와 이에 상응하는 전체 에너지 totalE , 외부 

자기장에 의한 제만 에너지 zeemE , 시스템 자체가 형성하는 자기

장에 의한 정자기에너지 msE  그리고 결정구조 상 한 축으로 정렬

하고자 하는 이방성 에너지 aniE 를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핵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보기 위해 외부자기장이 없는 

잔류자화 0extH   상태, 핵 형성이 일어나기 직전 4.38 TextH    

그리고 핵 형성이 일어난 직후 4.39 TextH    세 가지 경우에 대

한 zm  와 각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었다. 더불어 각 위치 별로 그

리고 상황 별로 다른 zm 와 에너지 값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각 경우에 맞는 서로 다른 크기의 축적자를 적용하였고 목적

이 되는 핵 형성 지점을 화살표로 표시였다. 우선 외부 자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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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0extH  에 대해 살펴보면<그림 3.3a>, zm 에서 결정립 내부 

영역보다 0.005 낮은 모서리 영역의 자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서리의 영역의 자화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부터 자기 용이 축

에 대해 6˚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 에너지로 살펴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가 모서리 부분에 분포하고, 그 중 

특히 핵 형성 지점에 약 0.8 MJ/m3로 가장 높은 에너지가 분포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 형성 영역의 높은 에너지는 약 

0.7 MJ/m3의 msE 와 약 0.07 MJ/m3의 aniE 에 기인하고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형성한 자기장 d
H 이 핵 형성 지점에 집중되었고 

0

2
msE


  dH M 로 표현되는 정자기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해당 

영역의 M 가 회전한 결과 낮은 정자기 에너지를 형성하였지만 그 

반대 급부로 이방성 에너지의 상승을 야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핵 형성 지점의 M 는 시스템이 형성한 반자장 d
H  아래에

서 에너지적 평형상태를 찾아 회전 하였다. 계속해서 –z 방향으로 

외부자기장이 증가하여 자화반전 핵 형성이 일어나기 직전 

4.38 TextH   이 되었을 때<그림 3.3b>, 핵 형성 지점의 zm 는 

0.69의 값을 가져 z축으로부터 약 47˚회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핵 형성 지점에는 주변 영역에 비해 0.3 MJ/m3 높은 

6.3 MJ/m3의 전체에너지가 분포하고 있다. 핵 형성 지점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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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중 대부분인 약 4.7 MJ/m3가 zeemE 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

만 전체에너지의 분포와는 다르게 zeemE 의 분포에서는 핵 형성 지

점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가 관찰된다. 잔류자화 상태에서 핵 형성 

지점에 집중되었던 msE 도 zeemE 와 마찬가지로 핵 형성 지점에서 

낮은 에너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msE 와 zeemE 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증가한 aniE 가 핵 형성 지점의 높은 totalE 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의 변화는 0extH  일 때, msE 의 

분포로부터 예측한 d
H  분포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핵 형성 지점의 M 은 균일하게 인가되고있는 외부자기장에 

추가적으로 핵 형성 지점의 M 에만 집중적으로 인가되고 있는 

d
H 의 영향으로 높은 effH 를 받고있다. 높은 effH 의 영향아래에서 

M 는 원인이되는 msE 와 zeemE 를 낮추기 위해 회전하고 이로인한 

반대급부로 높은 aniE 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M 은 회전할 때 감소

하는 msE 와 zeemE 그리고 증가하는 aniE 사이에서 평형점을 찾아 

회전하게된다. 계속해서 올라간 자기장 4.39 TextH   <그림 

3.3c>에서 핵 형성 지점의 zm 는 순식간에 회전하며 -1의 값을 

가지며 자화 반전 핵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외부자기장과 평행해

지는 자화로 인해 핵은 -5.6 MJ/m3의 낮은 전체에너지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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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2장 2절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일정 크기 이상의 자

기장 하에 에너지 장벽이 무너지고 다른 평형 상태를 찾아 자화가 

급격하게 회전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한순간

에 형성된 자화반전 핵과 접하면서 동시에 반전되지 않은 결정립 

내부의 자화는 교환 상호작용과 이방성 에너지에 의해 약 10 

MJ/m3의 큰 에너지를 가진다. 역 자구 근처에 형성된 높은 에너

지로 인해 인접한 자화가 빠르게 반전되며, 같은 현상의 반복으로 

반전된 자구가 하나의 결정립 내부로 빠르게 전파된다. 따라서 

1  에서의 자화반전 핵 형성은 균일한 extH 에 추가된 국부적인 

d
H 의 작용 때문에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어서 0.6   

일 때의 자화 반전 핵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3.3>과 마찬

가지로 0.6   모델의 zm  totalE , zeemE , msE  그리고 aniE  분포

를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모든 결정립의 자화 용이축이 Z 축

으로 정렬 되어있는 1  와는 다르게 0.6  에서는 각 결정립

이 각자 다른 자화 용이축을 가지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결정립의 자화용이축을 흰색 화살표를 이용하여 zm 분포 위에 표

시하였다. 먼저 0extH   일 때<그림 3.4a>, 1  에서 전체 모델

의 모서리 부분에서 관찰된 것과는 다르게 면의 중심 부 그 중에

서도 세개의 결정립이 맞닿는 삼중 접합점에서 결정립 내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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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기울어진 자화를 발견할 수 있다. 기울어진 자화의 원인이 

되는 상대적으로 0.6 MJ/m3 큰 1 MJ/m3의 totalE 를 확인할 수 있

다. 동시에 같은 축적자 아래에서 같은 분포를 보이는 msE 에서 전

체 에너지가 유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선 결과

와 마찬가지로 핵 형성 위치에 큰 d
H 가 형성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계속해서 증가한 자기장에 의해 핵 형성이 일어나기 직

전인 2.51extH   이 되었을 때<그림 3.4b>, 핵 형성 위치의 zm

는 0의 값을 보여준다. 이는 z축을 기준으로 90˚ 기울어졌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는 totalE 는 3.3 MJ/m3으로 결정립 내부에서

는 제일 높은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정립계를 사이에 

두고 바로 위에 위치한 결정립 모서리가 보다 높은 4 MJ/m3의 

totalE 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에너지

는 가해지는 extH 과 dH 에 대해 M 이 회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

발되는 높은 zeemE , msE 에 기인한다. M 이 회전하지 않은 것은 2

장 2절에서 설명하였던 외부자기장과 자화 용이축 간의 각도  로 

설명된다. 각 결정립의 각기 다른  에 따라 결정립의 자화 반전

을 위한 에너지장벽이 달라진다. 때문에 보다 낮은 에너지장벽을 

가지는 결정립에서 자화반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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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큰 totalE  보다는 큰 aniE  가 자화반전 될 영역을 보여주는 확

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3.4b>에서 핵 형성 위치

의 높은 aniE 를 확인할 수 있고, 큰 aniE 를 가진 영역이 큰 totalE

를 가진 영역에 비해 빠르게 자화반전 되었음을 2.52extH   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4b>. zm 는 0에서 -1로 즉각 반전되었으

며, 이에 따라 totalE , zeemE , msE 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   때 와는 다르게 자화반전 된 후, 더 4.5 

MJ/m3로 더 증가한 aniE 를 확인 관찰된다. 이는 핵이 형성된 결

정립의 43  이기 때문으로 반전 되어 –z 방향을 향하는 핵 부

분의 M 이 반전 되기 전 보다 더 크게 자화용이축에서 벗어나 있

기 때문이다. 0.6  에서의 자화반전 핵 형성은 결정립의  에 

기인한 각기 다른 핵 형성 자기장 NH 이 균일한 extH 와 국부적인 

d
H 에 의해 만족되며 발생한다. 

1  과 0.6  의 핵 형성 메커니즘의 다른 점은  에 기

인한 다른 에너지장벽 분포와 모델의 모서리에서 내부로 옮겨간 

d
H 의 작용이 있다. 여기서  에 의한 에너지장벽은 2장 2절을 통

해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었지만 d
H 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

았다. 따라서 <그림 3.5>를 통해 1  과 0.6  의 핵 형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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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분포하는 d
H 의 작용을 보이고자 한다. 시스템 내부 자화들

이 형성하는 자기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d
H 를 핵이 

위치한 결정립의 M 이 내부로 형성하는 self demagH 과 인접한 결정

립들이 핵이 위치한 결정립으로 인가하는 strayH 로 구분지어 표시

하였다. 따라서 실제 작용하는 self demag stray 
d

H H H 의 관계를 

가진다. 먼저 1  가 0extH   일 때를 살펴보면 핵 형성 위치에 

분포하는 -1.4 T의 
self demag

z


H 와 +0.2 T의 

stray

z
H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a>. 따라서 -1.2 T의 추가 d
H 가 핵 형성 위치에 인가

되고 있다. 
self demag

z


H 는 결정립이 형상으로 인해 결정립 표면의 자

유극(free pole)이 핵 형성 위치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발새한 것

으로 분석된다. -1.4 T의 
self demag

z


H 는 extH 과 평행한 방향으로 인

가되며 자화반전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에 인접한 다른 결정립들

이 인가하는 자기장 
stray

z
H 은 +0.2 T로 extH 과 반 평행한 방향을 

가지고 자화반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자기장이 증가하

여 4.38 TextH    일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1.3 T의 

self demag

z


H 와 더 좁은 영역에 분포하는 +0.2 T의 

stray

z
H 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5b>. 
self demag

z


H 의 감소는 

self demag

z


H 에 의한 msE 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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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M 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표면 자유극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변한 
stray

z
H 의 분포는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인접한 

다른 결정립들의 M 이 회전하였음을 보여준다. 4.39 TextH   에

서 자화반전 핵이 형성되며, M 이 뒤집히기 때문에 
self demag

z


H 의 방

향이 바뀌며 +0.2 T로 변한다<그림 3.5c>. 인접한 결정립의 M

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stray

z
H 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

는다. 국부적으로 핵 형성 지점에 인가되는 
self demag

z


H 와 

stray

z
H 의 변

화는 d
H 가 자화반전 핵 형성의 원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계

속해서 0.6  은 0extH   하에서 핵 형성 위치의 
self demag

z


H 는 -

0.4 T 그리고 
stray

z
H 는 -0.8 T가 인가 되어 총 -1.2 T의 

z

dH 가 

인가되고 있다<그림 3.5d>. 
self demag

z


H 의 분포를 자세히 보면 다른 

영역에서 더 큰 자기장인 -0.8 T가 인가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에 핵 형성 지점에 집중적으로 인가되고 있는 
stray

z
H 를 확

인할 수 있다. 이 분포는 증가하는 extH 에 대해 크게 바뀌지 않고, 

자화반전 후 
self demag

z


H 이 +z 방향으로 인가되는 1  와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그림 3.5e,f>. 1  과 0.6   둘 모두에서 동

일하게 관찰되는 핵 형성 위치에 집중적으로 인가되는 d
H 는 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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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핵이 형성이 d
H 에 기인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하지만 

각기 다른 
self demag

z


H 와 

stray

z
H  분포에서 볼 수 있듯이  에 따라 

d
H 는 다른 근원을 가진다. 1  일 때 핵 형성 위치의 d

H 는 

self demagH 에 의해 지배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결정립 자체 형상에 

기인한 자기장 때문에 핵이 형성이 촉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

면에 0.6  인 모델에서 핵 형성 위치의 d
H 는 strayH 에 의해 지

배적으로 결정되었다. 1   일 때, +z 방향으로 작용했던 strayH

가 0.6  에서는 –z 방향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접한 

결정립들 간의 상호작용이 핵 형성을 방지하는 것에서 핵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반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strayH 의 작용

이 바뀐 이유에는 결정립 자화 용이축의 오정렬에 있다. 자화 용

이축이 z축에서 벗어난 결정립의 M 는 aniE 의 영향으로 자화 용

이축으로 정렬하고자 하고, M 의 회전은 결정립이 형성하는 

strayH 의 회전으로 이어진다.  가 감소하면 모든 결정립이 형성하

는 strayH 가 회전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 부분으로 집중될 수 있다. 

이 때 높은 확률로 여러 결정립이 접하는 삼중접합부에 strayH 가 

집중되고 이로부터 자화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결론적으로 자화반전 핵의 형성은 균일한 extH  하에서 국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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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는 d
H 가 자화반전을 촉진하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d

H

는 모델의 형상에서 유발되는 self demagH 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모델의  가 감소하면 두 가지 추가적인 작용이 자화반전 핵 형성

을 촉진한다. 첫 번째는 증가한  에 따른 에너지 장벽의 감소에 

의한 낮은 에너지에서의 핵 형성이고, 두 번째는 인접한 결정립에

서 유발된 strayH 로 인해 증가한 d
H 에 의한 자화반전 핵 형성의 

촉진이다. 각 결정립 자화용이축  에 따른 에너지장벽의 감소와 

국부적으로 집중되는 d
H , 그 중에서도   따라 증가하는 strayH

두 작용으로 인해   감소에 따라 보다 쉬운 자화반전 핵 형성 환

경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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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  일때, (a) 0 TextH  , (b) 4.38 TextH   , 

(c) 4.39 TextH    하에서 핵 형성 지점의 표준화 자화 분포 zm , 

전체 에너지 totalE , 제만 에너지 zeemE , 정자기 에너지 msE  그리고 

이방성 에너지 aniE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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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0.60  일때, (a) 0 TextH  , (b) 2.51 TextH   , 

(c) 2.52 TextH    하에서 핵 형성 지점의 표준화 자화 분포 zm , 

전체 에너지 totalE , 제만 에너지 zeemE , 정자기 에너지 msE  그리고 

이방성 에너지 aniE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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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a) 1  , (b) 0.6  일 때, 잔류자화, 핵 형성직전 

그리고 핵형성 직후 핵 형성 지점에 결정립 형상에 의해 인가되는 

dH 인 
z

self demagH   과 인접한 결정립이 인가하는 dH 인 
z

strayH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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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정립 정렬도에 따른 결정립간 역자구 전파  

 

 3장 2절에서 기술한 자화 반전 과정에 따르면 1  에서 

역 자구의 결정립 간 전파는 z축으로 전파한 후, xy 평면으로 

전파하는 순서를 가지지만  가 감소하며 역 자구의 결정립 간 

전파는 방향성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에 따른 자구 전파 방향이 

달라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 결정립 간 역 자구 전파가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에 대한 에너지 계산을 실시하였다. 먼저 결정립의 

오정렬이 없어 오정렬에 따른 효과가 없는 1  에서 하나의 

결정립이 완전히 자화 반전 된 후 결정립계를 뛰어 넘어 다른 

결정립으로 역 자구가 전파되기 직전 4.411 TextH   과 역 자구가 

전파된 직후 4.413 TextH    역 자구 전파가 일어나는 

위치(화살표)의 zm  totalE , zeemE , msE  그리고 aniE 를 

살펴보았다<그림 3.6>. 전파가 일어나기 직전의 zm 부터 살펴보면 

전파가 일어날 위치의 zm 는 0.7의 값, 즉 z축으로부터 약 

45˚기울어진 자화를 가진다<그림 3.6a>. 이는 핵 형성 직전의 

zm 의 분포와 일치하는 각도와 거동이다. totalE 을 보았을 때도 

전파가 일어나는 위치는 주변보다 약 0.3 MJ/m3 큰 6.7 MJ/m3 

에너지를 가진다. 계속해서 전파가 일어나는 위치에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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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zeemE 과 같은 결정립의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국부적으로 

전파위치에서만 작은 msE  그리고 약 2 MJ/m3의 aniE 는 앞서 

기술했던 1   모델의 핵 형성 직전 에너지분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있다. 역자구 전파 직후 바로 -1에 

도달하는 zm 와 totalE , zeemE , msE  그리고 aniE 의 급격한 감소 

또한 1   모델의 핵 형성 직후 에너지 분포와 일치한다 <그림 

3.6b>. 분포의 일치를 통해서 자화 반전 핵 형성뿐만 아니라 

결정립 간 역 자구 전파 또한 dH 에 의해서 촉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0.6   모델의 결정립 간 역 자구 전파를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보았다<그림 3.7>. 역 자구 전파 직전 핵 

형성 지점(화살표)의 zm 가 0의 값을 가지며 z축에서 90˚회전해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같은 결정립 내의 주변 

영역보다 0.3 MJ/m3 정도 큰 totalE , 기울어진 zm 에 상응하여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zeemE 와 msE  그리고 인접한 결정립의 

영역 보다 totalE 이 작지만 큰 aniE 를 가지는 핵 형성 지점은 

0.6   모델의 핵 형성 직전과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 

경향성은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결정립 자화용이축의  에 

따라 각 결정립이 자화반전되는 에너지장벽이 다르다는 것과 이에 



 

 69 

따라 특정 영역의 자화 반전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aniE 의 

증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더불어 dH 에 의한 

국부적인 자화 반전 촉진이 0.6  의 역 자구 전파 과정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 자구 전파가 발생하며 zm 의 값이 

-1로 순간적으로 감소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totalE , zeemE  그리고 

msE  의 급격한 감소 이에 추가적으로 aniE 의 작은 감소를 관찰 

할 수 있다<그림 3.7b>. -1의 zm 와 음의 값을 가지는 msE 를 

통해서 –z 방향의 역 자구 전파 후에도 dH 가 지속적으로 

인가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핵 형성 부위에 

인가되고 있는 dH 가 인접한 결정립이 형성하는 strayH 에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결정립 간 역 자구 전파 

과정에서도  와 관계없이 dH 에 의해 자화 반전 과정이 

촉진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둘 간의 정확한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화 반전 핵 형성 때와 마찬가지로 dH 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결정립 내부로 형성하는 dH 인 self demagH 와 

인접한 결정립들이 외부로 형성하여 작용하는 dH 인 strayH 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3.8>. 1  의 모델에서 역 

자구 전파가 일어나기 전 4.411 TextH    역 자구 전파가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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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z

self demagH 는 0에 가까운 -0.2 T 가 분포하는 반면 

z

strayH 는 -1.2 T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전체 dH  가 외부 

결정립이 형성한 자기장 strayH 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정립 간 역 자구 전파 후 4.413 TextH    결정립 내부의 M 이 

반전되며 역 자구가 형성하는 
z

self demagH 로 인해 
z

self demagH 가 0.2 

T 로 상승하였다. 한 편 인접한 결정립의 M 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형성되는 여전히 강한 –z 방향의 
z

strayH 가 역 

자구 전파 부위에 인가되고있다. 전체 dH 를 strayH 가 결정하는 

것은 1  의 자화 반전 핵 형성이 self demagH 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역 자구 전파 과정에서 

관찰되는 큰 strayH 의 분포는 자화 반전 된 결정립의 M 이 -z 

방향을 향하며 –z 방향의 strayH 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z축으로 

인접한 결정립의 자화 반전이 촉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 자구가 형성하는 strayH 의 작용을 이해하면 앞선 

3장 2절에서 소개하였던 z축을 우선으로 진행하는 1  의 

역자구 전파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자화 

반전된 결정립과 z축으로 인접한 결정립에는 외부로부터의 ext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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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립 형상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self demagH 가 

기본적으로 인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전된 결정립이 

형성하는 strayH 까지 추가적으로 인가되며 자화 반전을 촉진한다. 

한편 0.6  의 모델에서도 1  의 역 자구 전파와 유사한 

dH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역 자구 전파가 일어나기 직전 

2.690 TextH    역 자구 전파가 지점의 
z

self demagH 가 0에 가까운 

-0.1 T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대신하여 -1.0 T의 
z

strayH 가 

인가되며 전체적인 dH 는 전파 위치에 집중된다. 0.6   

모델에서 핵 형성부터 역 자구의 전파까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자화 반전 부위의 낮은 
z

self demagH 는  가 낮은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z

self demagH 가 자화 반전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를 통해  가 낮을 때는 결정립 

형상에 따른 cH 의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높은 값의 
z

strayH 는 오정렬된 

결정립의 상호작용이 자화 반전을 촉진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 1  과 0.6  의 역 자구 전파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strayH 가 역 자구 전파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반전된 결정립이 형성하는 strayH 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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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1  일 때는 반전된 결정립의 M 이 –

z 방향으로 향하며 온전히 –z 방향으로 strayH 를 형성하는 반면, 

0.6   일 때는 각 결정립의  에 따라 반전된 결정립의 M  

정렬이 z축을 벗어나게 된다. 이로부터 형성된 strayH 는 z축에서 

벗어난 결정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trayH 에 의한 역 자구 

전파 방향은 각 결정립의  에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에 따른 

strayH 의 방향성의 전환으로 인해 낮은  에서 역 자구 전파의 

규칙성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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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1  일때, (a) 4.411 TextH   , (b) 4.413 TextH    하에

서 결정립간 역자구 전파 지점에 분포하는 표준화 자화 분포 zm

와 전체 에너지 totalE , 제만 에너지 zeemE , 정자기 에너지 msE  그리

고 이방성 에너지 aniE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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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0.6  일때, (a) 2.690 TextH   , (b) 2.696 TextH    

하에서 결정립간 역자구 전파 지점에 분포하는 표준화 자화 분포 

zm 와 전체 에너지 totalE , 제만 에너지 zeemE , 정자기 에너지 msE  그

리고 이방성 에너지 aniE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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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  일 때, (a) 4.411 TextH   , (b) 4.413 TextH    

하에서 그리고 0.6   일 때, (a) 2.690 TextH   , (b) 

2.696 TextH    하에서 결정립 간 역자구 전파 지점에 결정립 

형상에 의해 인가되는 dH 인 
z

self demagH  과 인접한 결정립이 

인가하는 dH 인 
z

strayH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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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소자기 전산모사를 활용하여 결정립 정렬

도에따른 소결 Nd-Fe-B 자석의 자성특성 변화를 계산하였다. 

결정립 정렬도  가 1에서 0.6으로 감소함에 따라 잔류자화 rM

가 1.61 T 에서 0.96 T로 감소하였고, 보자력 CH  또한 4.45 T

에서 2.95 T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최대에너적 max(BH)  또한 

64.71 MGOe 에서 20.56 MGOe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는 1

과 0.87 그리고 0.60의 자화반전 과정을 살펴본 결과,   감소에 

따른 자성 특성의 감소 원인은 낮은 extH 하에서 형성된 상대적으

로 많은 자화반전 핵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전체 

자화반전 과정을 통해 1  에서 결정립간 역자구 전파가 z축의 

방향성을 가지는 한 편,  가 감소할수록 발생하는 역자구 전파는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에서 자화반전 

핵 형성이 쉽게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  는 1과 0.60 각 모

델에서 처음 핵 형성이 일어난 위치에 대한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원인은 기존 이론에 따

른 각 결정립의 자화용이축 각도   증가에 기인한 에너지 장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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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이다. 두 번째 원인은 0extH   일 때 두 모델 모두에서 관찰

된 핵 형성 위치에 집중된 msE 에서 찾을 수 있었다. msE 에 대한 

분석을 위해 msE 의 근간인 dH 를 결정립 스스로가 내부로 형성하

는 자기장 self demagH  과 인접한 결정립이 다른 결정립에 인가하는 

자기장 strayH 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 1  에서는 

self demagH  에 의해 dH 의 크기가 결정되는 반면 0.6  에서는 

strayH 에 의해 dH 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0.6  에서 형성된 결정립간 M 의 오정렬이 자화반전 핵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형성된 

역자구의 결정립간 전파 과정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자화

반전된 결정립이 형성하는 strayH 가 역자구 전파를 촉진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낮은  에서 역자구 전파 방향성이 달라

진 이유가  에 기인하여 변하는 strayH 의 방향임을 파악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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