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5

H01L 39/00

(45) 공고일자   1992년07월06일

(11) 공고번호   특1992-0005516

(21) 출원번호 특1989-0000180 (65) 공개번호 특1989-0012405
(22) 출원일자 1989년01월10일 (43) 공개일자 1989년08월26일

(30) 우선권주장 142752  1988년01월11일  미국(US)  

(71) 출원인 아메리칸 텔리폰 앤드 텔레그라프 캄파니    엘리 와이스

미합중국, 뉴욕 10022, 뉴욕, 매디슨 애비뉴 550

(72) 발명자 호소첸

미합중국, 뉴져지 08833, 레바논, 칸츄리 플레이스 22

죠지 샌포드 인딕

미합중국, 뉴져지 07920, 배스킹 릿지, 올드 팜 로드 154

라이오넬 쿠퍼 키멜링

미합중국, 뉴져지 07990 ,웨스트필드, 크레 슨트 파크웨어 734
(74) 대리인 이병호, 최달용

심사관 :    김정국 (책자공보 제2844호)

(54)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한 물체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한 물체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격자  정합  기판상에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높은  임계온도(Tc)  초전도체  평면의  결정 구조
의 광현미경 사진을 도시한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복합체의 개략도.

제3도는  비격자  정합  기판상에  제조된  높은  임계온도(Tc)  초전도체의  표면의  결정구조의  광현미경 
사진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21,22 : 테이프        23 : 초전도 원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용융체에서  본체(body)(기판상에  필름과  같은  박막체를  포함)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본체를 구비한 물체에 관한 것이다.

1911년  초전도현상의  발견에서  최근까지,  모든  공지된  초전도  재료는  금소  원소(예를들면,  Hg,  최초 
공지된  초전도체)  또는  금속합금  또는  금속간  화합물(예를들면,  1986년  이전  공지된  가장  높은  전이 
온도(Tc)를 가진 재료인 Nb3 Ge)이었다.

최근,  새로운  종류의  재료,  즉  금속  산화물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되었다.  예를들면,   J.  B. 베드
노쯔  및  K.  A.  뮐러,  란타늄  바륨  구리  산화물에서  초전성을  보고하는  논문인  J.  G.  Bednorz와  K. 
A. Muller의 자이트슈. f. 물리학 B-응축된 물질 제64권 189(1986년)논문을 참조하라.

전세계  연구  활동에  활기를  준  상기  보고서는  급속히  다른  중요한  진보를  초래하였다.  특히, Y-Ba-
Cu-O계의  조성이 N2 의  녹는점  77K  이상의  초전도  전이온도  Tc를  가질  수  있는  것을(예를들면  M.  K. 

Wu  등의 Physica  Review  Letter  1987년 3월 2일 58권 페이지 908  ;  P.  H.  Hor  등의 동일책자의 페이
지 911참조) 발견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관측된 고온 초전도성에 대응하는 재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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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hase)의  확인  및  실질적으로  단상  재료  (single  phase  material)에서  90K  이상의  Tc를 
가지는  재료의  벌크  샘플의  형성을  가져오는  저성  및  그의  제조  방법의  발견을  가져왔다.(예를들면, 
R. J. Cava 등의 Physiew Review Letters 제 58(16)권 페이지 1676-1679를 참조).

최근  초전도성에서의  진보로  야기되는  과학,  기술계의  흥분은  고가의  액체  He에  의한  냉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유하는  재료의  유용성의  잠재적으로  거대한  기술적  영향에 기인한
다.  액체  질소는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저온  냉각제로서  고려되며,  액체  질소  온도에서나  그 이상
의 초전도성의 달성은 최근 거의 현실화 되기까지 오랜 숙원이었다.

초전도의 어떤 잠재적 응용의 일반적 개관에 있어서는 B.  B  슈바르쯔 및 S.  포너의 초전도체 응용 : 
스퀴즈 및 머쉰, S.  포너 및 B.  B  슈바르쯔의 초전도체 재료 과학, 야금 ;  제조 및 응용으로 출간한 
플레늄  출판(1981)을  참조하라.  초전도체의  응용  중에는  전력  전송라인,  회전기계  및  예를들어 핵융
합발전,  MHD  발전,  입자가속기,  부상식  철도,  전기분해  및  에너지  저장을  위한  초전도  자석, 뿐만아
니라 접합 장치 및 검출기가 있다. 만약 높은 Tc  초전도 재료가 비교적 낮은 Tc  재료를 대신하여 이
용된다면 초전도체의 상기 응용 및 다른 응용이 재료 적을 이익이 기대된다.

초산화물  초전도  본체를  형성하기  위한  두가지  일반적인  접근법이  종래의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다. 
기판상에  재료를  퇴적하고(예를들면,  스퍼터링,  증발,  또는  용액의  분해에  의해),  다음  열처리를 행
하여  적절한  결정구조와  조성을  형성(대표예로는  산소  함유량의  조절에  따라)하는  것에  의해  박막이 
형성된다.  반면,  벌크본체  및  후막은  적당한  조성(예를들면 YBa 2 Cu3 Ox X-7 )의  분말을  합성하며, 분말

을  소정의  형태로  하며,  (예를들면,  열간  프레스,  인출,  어냄,  슬러리의  스크린  인쇄)  그리고 소
결이  행하여져  소결된  재료가  적당한   결정  구조  및  조성을  갖도록  얻어진  본체를  열처리하여 제조
된다.  산화물  분말을  용해하는  것과  산화물  용융체의  응고에  의한  벌크  본체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
하는 또다른 방법이 아래에 설명된다.

소정의  본체가  초전도성으로되는  온도인  임계  온도  Tc는  초전도체의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다른 중
요한  파라미터는  초전도  상태에서  본체에  지지될  수  있는  최대  전류 도이다.  이  "임계  전류  도" 
Jc는 온도 상승 및 자계 증대에 따라 감소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높은  Tc초전도체(예를들면, YBa2Cu3O7 )의  적어도  몇몇  박막은  Tc가  자계에  비교적 

약하게  의존되는  Tc높은  Jc(77K도에서 10
6
A/㎠)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는  초전도성 산화물

(예를들면, YBa2Cu3O7 )의  개개  입자가  큰  내부  임계  전도  도 Jc(10
6
A/㎠정도)를  가질지라도,  입자의 

소결에  의해  생성된  벌크  본체의  임계  전류   또는  비교적  작으며,  예를들면  제로  자계(H=0)에서 

10
3
A/㎠  정도이며  자계에  크게  의존함을  보여주었다.  단일  입자의  Tc와  입자  집합체의  Tc사이의 이

러한  큰  차이는  인접  입자  사이에  약한  결합(Weak  links)이  존재함에  기인  한다(여기서,  "약학 
결합"은  한  입자의  표면과  연관되거나  두  입자  사이의  접촉과  연관된  불균일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균일성으로  흐르는  초전류의  도를  제한한다.  H=0에서 10
3
A/㎠의  임계  전류  도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응용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고려된다.  게다가,  소결된  벌크  산화  초전도  본체의  Jc는 자계
의 함수로서 급속도로 감소하며, 또한 종래의 본체에 의해 흐를 수 있는 전류를 제한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대부분 벌크 높은 Tc  초전도체는 재료의 융해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말 재료의 
소결을  포함하는  세라믹  제조  기술에  의해  제조된다.  예를들면,  D.  W.  Johnson등의  1987,  7월에 발
간된  개량된  세라믹  재료  제2권(3B)페이지  364-371를  참조하라.  그러나,  최근  연구는  그것이 금속산
화물  분말을  용융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래(즉,  세라믹)제조  방법과는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S.  Jin등의  응용  물리학  논문지  제51권(12),  페이지  943-945(1987)를  참조하라. Jin
등의  야금  학적  제조방법은  기본적으로  100%  도의  단상  재료로  귀착되며  그의  입자는  전형적으로 
비교적  큰  크기와  전형적으로  랜덤하지  않게  배워된다.  상기  기술에  의해  제조된  벌크  본체는  동일 
조성의  소결된  본체에  대해  보고된  것  보다  본질적으로  더  큰  Jc를  가질  것이며,  Jc는  소결된 본체
에 대해 보고된 것보다 자계의 증가와 더불어 보다 천천히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적어도 부
분적으로 입계 접촉부(intergranular contact)의 개선 및/또는 인접 결정간의 배위 상관관계
(orientational  correlation)의  존재에  기인한다고  고려된다.  그러나,  비록  Jin  등의  용융법이 개선
된  Jc를  초래하지만,  jc가  조성의  비균일성  관련하여  약학  결합에  의해  최소한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고 시사되고 있다.

높은  Tc초전도체의  경제적인  잠재력에  비추어  조성구조의  연속  제조  및  형성에  기용하며  개선된 본
체  특히  개선된  조성적  균일성의  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지는  단순,  규모적으로  가능한 
제조방법이  커다란  관심사이다.  본  출원은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가다  설명된  방법은 광
법위한  응용성을  가진다고  확신된다.  예를들면,  이는  최소  약간의  비초전도  세라믹을  제조하거나 알
루미늄 질화물과 같은 비산화 재료를 제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정의

여기서,  Ba-적동광(cuprate)계는  공칭의 일반식(M1-xM`x) 1+y Ba2-yCu 3 O9 -σ의  종류로서,  여기서  M  및 

M`는 Y, Eu, Nd, Sm, Gd, Dy, Ho, Er, Tm, Tb, Lu, La, Sc, Sr 또는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 되며, 전
형적으로   0≤x≤1,0≤y≤1,  및  1＜σ  ＜3로된다.  y=0에  대해서  그  재료는  흔히  "1-2-3  형"재료로 
언급된다.  1-2-3형  재료에서,  최적  산소함유량은  σ-2에  대응한다. YBa2Cu3O7 과  같은  화합물의 표시

는  σ가  정확하게  2와  같지  않은  예를들면  2.1인  조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의도된다.  예를들면,  D. 
W. Murphy 등의 물리학 평론지, 제58권(18), 페이지 1888 내지 1890(1987)를 참조하라. 

여기에서는  La-  적동광계는  공칭의  일반식 La2-x Mx CuO4 -ε의  산화물의  종류이며,  여기서  M은 하나이

상의  2가  금속(예를들면,  Ba,  Sr,  Ca)이며,  x≥0.05이고  0≤"∈≤0.5이다.  Ba-적동광과  La-적동광은 
일반적으로 세라믹 재료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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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상(前驅相)이  존재한다면,  "산화물내에서  초전도성과  연관된  결정  구조"상(또는  등가상)이 초전
도상의  고온  전구상을  포함하는  것을  의도한다.  예를들면,  공지의  1-2-3조성 YBa 2 Cu 3 O7 에  있어서, 

산소압력에  따라  전이온도가  500℃-650℃  근사  범위에  있게되며  전구상은  정방형  결정  구조를 가지
며  초전도상은  사방형  구조를  가진다.  상기  실시예에서,  정방형상은  산화물에서  초전도성과 연관되
는 결정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직류  전류가  저항없이  본체의  최소  부분을  통하여 
흐르도록 충분한 양의 초전도 재료를 포함하는 본체(기판상의 층을 포함)이다.

본  발명에서는  모든  관련의  상업적으로  의의가  있는  종래  기술  제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료 제조
법을  설명한다.  이  제조  기술은  금속  산화물  및  질화물과  같은  화학적  화합물을  포함하는 초전도체
를  형성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적용성의  광범위와는  별도로  이  기술은  높은  Tc세라믹 초전도
체를 제조하기 위해 특히 유망한 것이라고 현재 고려된다.

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공정은  형성되는  화합물(제1화합물)을  구성하는  화학  원소를  제외한  모든 
화학  원소를  포함하는  용융체(전구  용융체)를  형성하는  것과,  흠결  원소(missing element)(일반적으
로  문자  G로  표시)  를  전구  용융체의  일부분에  유입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용융체 부분에서
의  G의  농도는  임계  농도에  도달하여  결과적으로  제1화합무물의  양은  용융체  부분에서  형성되게 된
다.  G의  전구 용융체로의 도입은 G함유 분위기 예를들면,  산소 또는 질소 분위기나,  He  및  G와  같은 
불활성  기체의  혼합에서  용융된  재료를  노출함으로써  행해진다.  제1화합물이  전형적으로  형성되는 
온도는  전구용융체의  온도  T와  같거나  높다.  이것은  보다  낮은  용융  온도를  포함하는  종래  응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기  언급된  임계  농도란  온도  T에서  그리고  기존의  핵형성  조건을  고려하여  제1화합물이  용융체 부
분에서  핵형성되고  융용체에  대해  안정한  용융체에서의  G농도인  반면,  용융체  부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다른 화합물은 형성되지 않거나 이들 핵 형성은 용융체에 대해 비교적 불안정하다.

본  발명의  상술된  실시예는  여러  방법으로  수정될  수  있다.  예를들면,  전극  용융체  부분은  상기 언
급된 G의  도입전 G의  부임계 농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일예로써,  전구 용융체는 제1화합물의 성
분이  아닌  하나  이상의  화학원소(X)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면,  이러한  원소는  용융체의  용해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형성된  재료의  기계적,  열적  전기적  또는  다른 
특성을  개선키  위해  용융체내에  존재될  수  있다.  게다가  적어도  원리적으로  용융체내  또는  용융체의 
부분내로  1이상의  원소가(즉,  G,  G`,  …)도입되는  것이  가능하며  원소  G는  대량의  용융체를  통하여 
기판/용융체 경계에 전달되는데, 용융체내 G의 농도는 정확히 제어되어 제공된다.

전구  용융체는  원소형의  제1화합물로  성분중  최소  하나를  포함하는  장입물(charge)로  형성된  원소 
용융체이다.  모든  성분은  원소형태로  존재하지만,  최소한  몇몇  경우에  하나  이상의  성분이 화합물로
써 부가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비록  용융체는  이들  원소가  제1화합물로  발련되는  비율의  관련  원소를  포함하는  화학량론적 이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능성  있는  실시예에서,  용융체는 후술
되는  바와  같이  화학량론적이  아니다.  전형적으로,  반드시  필용한  것은  아니지만,  용융체는 조성적
으로는  필수적으로  균질이다.  "필수적으로  균질"하다는  것은  용융체가  약  10개원자  직경의  크기나 
그  이하  정도의  상분리(phase  separation)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용융체의  성분이 
온도  T에서  혼화하며  결과적으로  균질하게  용융된다.  만약  성분이  혼화되지  않는다면,  기계적 수단
(예를들면,  초음파  동요)은  균질  용융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용융체는  용융체/기판  경계면에 
인접한  얇은  경계층의  경계층의  존재에  불구하고  균질할  것이라고  고려할  것이며,  여기서  경계층 조
성은  벌크  용융체의  조성과는  다를  것이다.  균질  용융체를  생성시키기  위한  다른  가능한  실험은 비
교적  높은  용융온도,  게다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균질기"(homogenizev)원소,  또는  적당한  화합물 
형태로 용융체의 하난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도입하는데 이용된다.

온도  T는  Tm＜T＜To가  되도록  선택되며,  여기서  Tm은  전구  용융체의  응고  온도이며,  To는 제1화합물
의  용해  온도이다.  온도  T는  용융체의  부분에  걸쳐  균등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1화합물의  발열 
성장에  기인하거나  외부  조건에  의해  부과된  온도  구배(gradient)를  가질  것이다.  응고된 제1화합물
은  고체상태로  어떤  소정의  처리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제1화합물은  소정의  결정  구조를 생성하
거나 재료내 G의 농도를 조절하도록 G함유 분위기에서 열처리될 수 있다.

어떤  실시예에  있어서,  제1화합물  이외의  재료  또는  또한  형성될  수  있음이  예상된다.  예로서, 용융
체 또는 용융체 부분의 성분이 제1화합물의 성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방법으로  형성된  고체  재료의  대부분은  제1화합물  재료이다.  통상적으로,  제1화합물  재료는 
기판상에서 형성되며, 다른 재료는(존재한다면) 제1화합물 재료 위에 놓인다.

제1화합물의  핵  형성은  본  발명의  중요한  양상으로  간주된다.  핵  형성은,  용융체  부분이  기판과 접
촉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지만,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 사항을 
요구한다.  단결정  및  다결정  산화물  금속,  반도체  및,  금속을  포함하는  다양한  재료가  기판으로 사
용가능하다.  이후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기술로  부적합한  기판/제1화합물의 상호작
용으로 인해,  종래 기술과 함께 사용될 수 없는 기판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방법의 어
떤  실시예는  제1화합재료의  연속  형성  예를들어  구리나  은으로된  와이어와  같이  기판상에서  높은 Tc
의 초전도 재료의 연속적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모범적이고  중요한  실시예에  있어서,  용융  재료는  본질적으로  용융된  금속으로 이루어지
며(용융체는  하나이상의  금속원소  M,  M`,  …을  포함하며,  미소량의  하나  이상의  비-금속  원소도 포
함된다),  G는  산소이며,  따라서  제1화합물  본질적으로  산화물  금속이다.  현재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은  높은  Tc의  초전도  산화물(예로서  Ba-적동광  또는  La-적동광)이며, 구체적으
로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여  주로  설명된다.  초전도  산화물로  본  발명이  한정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로서 다른(즉, 비-초전도성)세라믹이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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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은,  예로서,  캐패시터에서  유전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재제조  수 있
는 비-산화재료의 예는 AIN과 같은 질화물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성적으로  균질한(또는  본질적으로  균질한)  용융체가  얻어질  수  있도록,  의도된 
산화물의  양이온  성분(즉,  Yb,  Ba  및  Cu)을  용융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소정의  제1화합물이 용융체
의  온도로  강화되지  않는  산소화된  용융체로부터  형성되도록  산소와  용융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접촉시키는  것을  또한  포함하는  본  발명의  방법의  한  실시예에  의해  높은  Tc의  산화  초전도 산화본
체가 제조될 수 있다. 

금속  원소의  원자비율은  제1화합물내에  있는  용융체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몇몇  경우에서  용융체  조성은  제1화합물의  비율과  실제로  다를  수  있다.  상기 발
명의  처리  공정의  예상치  못한  특성은  처리  공정의  조건하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몇몇  재료계에서 
하나의  화합물의  형성이  다른  가응한  화합물  형성에  크게  영향받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기  양호한 
화합물이  제1화합물이다.  예를들면,  상기의  화합물  Yb Ba 2 Cu 3  Ox(x∼7)의  형성이  조성이  광범위한 

Yb 2  Ba  Cu  Oy(y~5)와  같은  다른(Yb,  Ba,  Cu)-산화물의 형성에 영향  받음을  알게  되었다. YBa 2 Cu 3 O7

과  같은  초전도체  Ba-적동광은  소정의  초전도  적동광의  모든  양이온  성분이  핵형성  위치에서  그의 
통계적  이용성을  보증하는  농도로  그  용융체내에  존재하면서,  대응  비초전도  화합물에  우선한다고 
현재 고려되고 있다.

비화학량론적  용융체로부터  소정의  제1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들면, 상
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균질의  화학량론적  용융체가  형성될  수  없지만,  모든  관련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균질의 화학량론적 용융체가 성분 원소의 일부 다른 비율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예
를들면, 1 : 2: 3의 비율의 Y, Ba, Cu는 이용할 수 있는 온도에서 균질 용융체를 형성하지 
못하지만, 구리 함유량이 실재로 높으면 균질용융체를 형성할 수 있다.

비화학량론적  용융체  조성물  사용하는  다른  이유가  또한  존재한다.  예를들면,  구리  기판이  Yb Ba 2 

Cu 3 O7 과  같은  적동광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면,  상기  기판에서  최소한의  구리가  용융체내에  용해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구  용융체가  다소  Cu를  결핍할때  상기는  또한  장점이  될  수 있
다.  게다가,  임의로  상기의  용융체가  소망  화합물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는  하나(가능한  그  이상)의 
원소(예를들면,  Ag  Au  또는  Cd)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원소의  존재로  상기의  용융체로부터 형
성된  물체의  어떤  특성의  개선이  기대된다.  예를들면,  1-2-3  형태의  재료내에  Ag가  존재함으로써 상
기  재료로부터  형성된  초전도체의  전기적  안정도와  열적  안정도가  향상된다.  최소한  몇몇  경우에서 
상기 성분이 존재함으로써, 이후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선된 방법이 기대된다.

초전도  산화물의  응고는  용융체(예를들면,  용융체와  고체기판  사이의  경계면)내의  소정  위치에서 시
작되며,  응고된  재료의  최소  일부분이  초전도성과  관련된  합성물  및  결정  구조를  갖도록  진행한다. 
응고된  대로  재료의  산소  함유량은  초전도  재료의  최적의  산소  함유량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는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일,  응고된  재료의  초기  산소  함유량이  소망  산소  함유량과  일치하지 않
으면,  전형적으로, O2 를  포함하는  분위기의  보다  저온에서,  나중  뒤의  열처리동안에  조정이  이행될 

수  있다.  바륨 적동광과 같은 초전도 산화물의 분해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약  0.01기압의 산소 압력
이  전형적으로  필요하다.  초기  용융체는  산소가  없거나  약간의  산소를  포함하는데  용융체의 온도에
서 응고가 발생하는 임계 농도 이하로 산소 농도가 제공된다.  산화물의 형성이 발열 반응을 자주 일
으키므로, 응고된 재료의 초기 온도는 용융체의 초기 온도보다 높게 될 수 있다.

용융체의  온도  T는  Tm＜T＜To에서  선택된다.  상기  온  또는  안정한  용융체  조정을  유지하는  관점  및 
기판과의  용융체의  상기  작용을  최소화  하는  관점에서  선택된다.  예를들어,  금속원소중  하나가 비교
적  높은  중기압(예를들어  Ba)을  갖는다면,  비교적  낮은  용융온도를  선택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다른면의  고려,  예를들어,  용융체  혼화성에서는  비교적  높은  용융  온도의  선택이  필요하다. 당업자
는 일반적으로 최소량의 실험으로 최적 용융온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중요한  정점중에서  종래  방법으로  제조된  물체와  비교하여,  개선된  조성적  균질성의 초전
도  산화물체를  제조하는  가능성이  있다.  금속성분이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초전도  금속  산화 재료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될  뿐만  아니라(균일  용융체  성분의  균등한  분포와  화학량론적  용융체의  경우 
응고중에  상분리  방향으로의  열역학적  구동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즉,  전자는  소결법과  비교하여 구
별되는  양상이고,  후자는  종래의  용융벅과  비교하여  구별되고  양상이다.),  응고  유기원소,  예를들어 
산소도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초전도  금속산화  재료내에서  균일하게  분포한다.  주로  산소(또는 다
른  응고  유지를  포함하는  원소)의  용융체와의  반응으로  단일,  명확한  작용산물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고려된다.  용융체  내에서는  산소의  비교적  급속한  확산이  있고,  응고된 재
료내에서는  산소의  훨씬  느린  확산이  있다.  종래  초전도체의  비교적  낮은  전류 도  Tc는  조성적 비
균질성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약한  결합이  존재하는  것에  기인하며,  개선된  조성적  균질성의 재료
를 제조하는 것이 본 발명의 중요한 양상으로 고려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다른  장점의  특성도  가진다.  예를들면,  종래의  소결법이  출발  재료의  반복된  소성 
및  분쇄를  필요로  하나,  본  발명의  방법은  한  공정의  제조방법(전구  재료의  제조는  단지  금속의 용
해를  요구한다)이다.  종래  용융체  기술과  비교하여,  본  발명에  따른  용융체는  종래  기술에  따른 용
융체보다  실질적으로  온도가  낮으며,  용융금속이  용융체를  수용하도록  사용된  형태의  내화재료에 대
하여  용융  산화물보다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라  용융체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
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초전도  재료의  층으로  기판(와이어와  같은  비평면  기판을  포함)의  피복에 
적용되며,  연속적인  방법으로  상기  피복을  수행하는데  적용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비교적 저
온에서(예를들면,  Yb Bu 2 Cu 3 O7 에  대해  약  900℃의  용융체  온도)  수행될  것이며,  어떤  연장된 시간

동안 응고 온도에 근접 또는 응고 온도에서 기판과 접촉하여 용융체 및/또는 고체 산화물 재료를 유
지하는  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종래  기술  방법으로  사용된때  기판상에  초전도  산화물의 촉매작용
을  손상하는  기판  재료는  본  발명의  처리  공정의  실행을  위해  허용  가능하다고  고려된다.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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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된 Al2O3 기판이  본  발명의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일반적으로  종래  처리  공정기술에  이용하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고려된다. Ag  및  Au,  그리고 내화성 금속과 같은 다른 금속 심지어 Cu  또한 본 발명
의 처리 공정에 이용된때, 유용한 기판 재료 및/또는 장벽층으로 기대된다.

응고된  재료의  조성적인  균질성을  얻기  위하여  용융체는  조성적으로  균질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으
로  이는  금속  구성성분이  혼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균일한  용융체를 제
조할  수  있는  기계적  혼화  방법도  또한  고안  가능하다.  높은,  Tc초전도체와  관련하여  해당  금속 모
두가 용융체에서 혼화 가능하지는 않다. 예를들면, Y,  Ba,  및 Cu(비 1  :  2  :  3)는 900℃에서 균질의 
용융체를 형성하지 않는 반면,  동일 비 및 동일 온도에서 Yb,  Ba,  및  Cu(또는 Eu,  Ba,  및  Cu)는 균
질  용융체를  형성한다.  그러나,  적어도  몇몇  경우에  하나  이상의  또다른  원소(균질기)를  첨가하여 
균질  용융체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들자면, Ba 2 Cu3 가  해당  온도에서  균질  용융체를  형성하지 않지

만,  Yx(Yb  또는 Eu) 1-x Ba 2 Cu3 는  X의  어느 영역에 대해 상기 온도에서 혼화성이 있다고 기대된다. Ba

를  Sr로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개선된  균질성을  가져온다.  다른  실예로서,  Ag  또는  Cu(용융체의 
모든  활성  성분으로  혼화할  수  있으며,  응고된  재료의  특성에  역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 
다른 재료)는 예를들면, Y Ba2 Cu3 O7)과 같은 Ba-적동광에 대해 적합한 균질기가 기대된다.

상기  지적된  바와  같이,  비교적  저온에서  비균질한  용융체는  보다  고온에서  균질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  몇몇  경우에  용융  온도의  선택은  본  발명의  중요한  양상일  수  있다.  게다가,  몇몇  비혼합성을 
나타내는  기계적  또는  적합한  수단에  의한  균질화로  본  발명의  실행에  유용한  용융체를  제조할  수 
있다. 실예로, 이는 상 분리(phase separation)영역이 약 10원자 직경정도인 것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양상은  비교적  짧은  산소화  시간이다.  다량의  용융체  내부로의 산
소의  급속한  분배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를들면,  용융체내로  기판을  담그고(dipping)  기판상에서 
용융체를  회전(spinning)  함으로써  기판상에  비교적  얇은  용융체층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측
된  바와  같이,  용융체가  기판과  접촉될때,  기판  온도가  용융해  온도  근처나  용융체  온도에  있도록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판,  온  또는  용융체의  응고  온도  즉  Tm 
이상이다.  게다가,  비교적  높은  부분  압력,  주위  압력에서나  그  이상에서  산소와  응고되는  다량의 
용융체를  접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압력은  통상적으로  용융체의  자유  표면에서  제어되어 있
는  핵  형성을  가져오고,  과도한  열을  발생할  만큼  높지  않아야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용융체의 산
소를  방해하거나  응고된  재료에서의  비균질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소  압력은 0.1-5기압
에 있는 것이 유용하다고 고려하지만 최소 어떤 경우, 이러한 범위외의 압력 또한 유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산소화된  용융체에서의  결정  구조의  핵  형성과  연관된다.  초전도성과 연관
된 상(phase)의  핵형성은 소망상(예를들면, (100)SrTiO3 가   Yb Ba 2 Cu 3 O7 의  기저면과 근사  정합됨)과 

근사적으로  격자  정합되는  기판설비에  의해  최소  어떤  경우에는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격자 정합
은  임의적이며,  단상  재료는  소결된 Al2O3 를  포함하는  단결정  MgO  및  다결정  기판상과  같은  비격자 

정합  기판상에서  얻어질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방법은  기판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경계면이  존재하고(즉,  액체/증기  공유영역),  또는  어떤  적당한  외란(즉,  충격파)으로  소망  상의  핵 
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들면,  소망  산화물의  분말이  용융된  화학량론적  전구  재료의  작은 방울
(예를들면,  원자화  처리  공정에  의해  형성된  작은  방울)을  산소  대기  내로  도입하거나,  얻어진 입자
를  수집하여  형성될  것이다.  이들  입자는  초전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종래  분말  기술과  동일한 방법
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용융체의  응고는  제조되는  본체의  성질에  따른  특별한  선택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용융체는  기판상에서  회전되거나  분무되며  기판은  용융체내로  담궈질  수  있으며,  용융체는 금
형내에서  주조되거나  회전  드럼상에  주입될  수  있으며,  또한  금속  와이어나  테이프와  같은  기판은 
용융체를  통하여  당겨질  수  있으며  용융체와  접촉할  것이다(예를들면,  이동  기판상에  용융체를 적하
시킴으로써),  액체  용융체의  단일  및  복수의  피복은  산화를  도중에  거치거나  거침이  없이  가능하다. 
만약  비화학양론적  용융체가  이용되면,  본질적으로  단상  퇴적이  남아  있도록  기판상에  형성된  막의 
잔류  액상  부분을  제거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제거는  예를들면,  고온가스(hot-gas)의 세
찬바람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용융체를  기판에  도포하여  용융체가  응고하도록  용융체의  온도를  Tm 
이하로  떨어지게  하며,  이때  금속의  최소  일부가  용해되도록  응고된  재료를  재가열(예를들면, 레이
저  또는  전자  빔  가열에  의해)하며,  다음에  소망의  산화물의  응고가  발생되도록  용융된  재료를 산소
에  노출한다.  이러한  방법은  초전도  와이어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것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터어빈 날개와 같은 부품상에 보호 세라믹 코팅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기판은  기계적  지지부(  및  전기적  및  열적  안정성(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초전도  산화물용의  핵 형
성  부위를  제공한다.그러나,  핵  형성  부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미세결정  형성을 
개시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이  고려된다.  예를들면,  용융체와  분산  분말의  입자간의  경계면은 
핵  형성을  위한  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액체/기체  경계면  (예를들면,  산소  대기를  통해  떨어지는 
액적(droplet)또는 용융체 스트림의 표면상에서)에서 핵형성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불균일 핵 형성은 균일 핵 형성보다 바람직하다.

초전도  산화물의  응고후,  소정의  형태나  특성을  얻기  위해  다른  몇몇  처리  제조  공정이  있게  된다. 
예를들면,  적당한 중간 온도(예를들면,  Yb Ba 2 Cu 3 O7 의  경우 약 500℃)의  산소 함유 분위기에서 응고

된  재료를  냉각하여  이러한  분위기의  온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결과  재료의  산소 함유
량은  최적화되며,  초전도성과  연관된  결정상(crystal  phase)의  전이가  제어방식으로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어느경우  응고된  재료를  재료의  용융온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소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다.  예를들면,  와이어  또는  튜브와  같은  비평면 기판
을  포함하는  기판상에  초전도  필름막  또는  층을  형성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본체는  배치  형태로나 
연속적인  방법(종결정을  이용하거나  종결정을  이용함이  없이)에  의하여  제조  가능하다.  정상상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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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보장하도록  용융체의  보급이  요구될  것이며,  이는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사항이다.  기술상의 반
복된  응용에  의하여,  실질적  두께의  본체가  제조  가능하다.  게다가,  상기  방법은  서로  접속되는  두 
본체를  접속한  용융된  금속층을  형성하여  그  접합부를  산소에  노출함으로서  초전도체  사이의 초전도
성  접속을  만들도록  이용될  것이다.  본  발명의  후자의   실시예는  두  개의  높은  Tc  초전도체  사이의 
높은  Tc 결합을 형성하는 현재 공지된 방법이라고 믿어진다.

제1도는  격자  정합  기판[(100)  방위  Sr TiO3 ]상에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재료(Yb Ba 2 Cu 3 

O7 )층의  광현미경  사진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재료는  단상이며,  본질적으로  모든  재료는 에

필텍셜 방위를 가지며, 기판에 수직인 C 축을 가진다.

제3도는  기판[(100)  MgO]이  재료와  격자  정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동일  방법으로  형성된  동일 
조성층의  광현미경  사진을  도시한다.  재료는  단상이며,  복잡한  조직을  가지며,  C  축은  기판에 수직
한다.

초전도체는 초전도 재료와 통상의(예를들면, 기술적 관심사의 온도에서 비초전도성)금속을 
구비하며,  후자는  전자에  대하여  클래딩(cladding)을  형성한다.  클래딩은  기계적  지지부를  제공하고 
초전도체를  전기적으로나  열적으로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를  물과  같은  유해물질과의 접촉
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형적인  본체를  도시한다.  즉,  통상의  금속  클래딩에  의해  둘러쌓인 복수
의  신장  초전도체  본체를  가진  테이프를  도시하며,  금속  테이프(20,21,22)  초전도  요소(23)를  위한 
클래디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테이프는  예를들면,  테이프(20)내  홈가운데  용융체를  주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  산화물을  형성하며,  테이프(21)로  유사한  방법을  수행하며  선택적으로  소정의 결정구조
와  초전도  요소의  산소  함유량을  획득하기  위하여  두  테이프를  열처리한다음,  그때  테이프(20,21)는 
용접 및  납땜과 같은 공지의 기술에 의해 일체 구조로 조립이 가능하다.  상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다른  기술은  당업자에게는  명백하게  될  것이다.  예를들면  가운데  초전도체를  보유하는  테이프(20)의 
형성을  완료한후  기상증착에  의해  금속층(21  과유사)이  테이프(20)상에  형성되며,  적당한  방법(예, 
포토리소그래피  및  에칭)에  의해  층내에  홈이  형성되며,  본  발명에  의해  홈내에  산화물  초전체가 형
성되며,  리본은  테이프(22)와  유사한  피복층의  기상증착에  의해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 방
법은  연속적인  방법에  의해  조성(초전도성/금속성)  구조의  제조에  적합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특히, 
초전도 와이어 및 테이프와 같은 신장 조성 본체의 제조에 적합하다.

와이어는  용융체를  Ag(코팅된  Ag  또는  나선   Cu)와이어에  도포하며,  용융체에서  산화물을  형성하며 
산화물을 O 2 에서  열처리하고,  금속층(예를들면,   Ag  또는  Cd)을  산화물위에  도포함으로써 실험적으

로  준비될  것이다.  소망에  따라  상기  방법이  와이어를  제조하기  위하여  반복될  수  있는데,  와이어는 
환상 초전도층이 통상의 금속층과 교호로 중복된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본체는 종래 초전도체와 같이 동일 방법으로 이용될 것이다.  본 발명
에 따라 형성된 테이프 또는 초전도 와이어를 구비한 송전선이 상기 이용의 대표예이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성은  원료액(용융체라고  불리우는)에  의해  최초  산출된  것과  같은  응고된 재료
가  에너지  역할론에  기초하여  결정된  조성이  된다.  서로  다르게  서술된  바와  같이  예를들면  산소와 
무관하며,  응고된  재료에서의  원자비는  액체에서의  동일  원자율과  다를  것이다.  이는  상기  원자의 
화학량론적비가  처리공정에서  바람직한  다른  조건  또는  온도하에서  액체원을  용이하게  산출하지 못
하는 고체 재료의 성장시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중요한 실시예 및   직접적인 목적은 기본 조성  MM` 2 Cu 3 O9-8 (δ∼2.1)의  높은  

Tc  초전도체의  준비에  관한  것이다.  비록  상기  설명은  단지  예증적이지만,  상기  초전도체의 견지에
서 본  발면의 중요한 실시예는 설명하는데 편리하다.  이러한 관점에,  실시예 15는  M  및  M`와 관련하
여  결함이  있는  액체에  의해  산출된  응고  제품에서  제조된  상기  조성으로  M=Yb   및  M`=Ba인 제품에
서  제조된  상기  조성으로   M=Yb   및  M`=Ba  인  기초  초전도체에  대한  에너지적  우선성을  보여준다. 
특별한  기계적  설명은  기판과  상술된  고체  사이의  경계면에서  그리고/또는  고체와  액체원  사이의 경
계면에서 최소 자유 에너지의 형태를 취한다.

원자비가  액체의  원자비와  다른  고체를  제조하는  것이  편리한  상술된  재료의  큰  범위까지  관측은 적
용성을  가진다.  양이온  비의  관점에서  상기  원자비를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나,  상기  용어는  다시 설
명을  간단히하고  필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고려된다.  초전도체의  경우,  통상의  양이온을 포함
하는  것으로  최종  제품을  간주하는  것이  적당하다.  다른  실예로,  상기  항목에서  제품을  간주하는 것
이  적당치  않다.  즉,  원소들  사이의  화학적  관계는  엄격히  이온화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반적
인  본  발명의  필수  요건은,  즉  고체제품은  응용할  수  있는  국부  조건하에  액체  상태에서  보유되지 
않는  형태로  다소  접속되기  때문에  고체  제품이  간단하게  액체로  산출된다.  초전도체의  경우, 불안
정성은  액체에서  양이온의(증대된)  화학적  산화(감소)로  발생되는  용해성에서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
으로 간주하는 것이 유용하다.

설명상 발명의 관점은 이들  두 양이온의 비가 다르게 산출된 고체에 대한 에너지적 선호도 및 엑체
에서  최소  두  "양이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고체에  포함된  상기  양이온의  총  백분율로서 표현
된  최소  하나의  상기  양이온의  관점에서  최소  10원자  퍼센트(25,50,90%의  높은  실예)의  크기의 신호
도를  요구한다(어떤  상황에서  초기  고체가  최종  제품(상기  기본  초전도체  조성)을  제조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초전도체와  관련하여,  "음이온"함유량이  초기  응고  다음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것
은 양이온비의 견지에서 표현된 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초전도체의  한  실시예로,  본  발명의  상기  관점은  부가  재료를  포함하는  액체  조성으로  응용 가능하
다.  다른  설명은  용해할  수  있는,  예를들어  은과  같은  부가  재료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10원자 퍼
센트의  요구는  양이온비  이경우  예를들면,  M+M`+Cu의  전체  퍼센트로서  표현된  M  의  비와  같은 양이
온비로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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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비에서  변화는  원료내에서  소정의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유용하다.  편의상  용제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최종  제품에  필요한  하나이상의  양이온  용제  기능으로서  간주될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  있어서,  실시예  15는  용제로서  작용하는  Cu를  초과한  액체로부터  고체가  산출될  수 있
는 어느 양이온에서 액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다음은  산출된  고체를  다룬다.  유용한  처리  방법은  배치나  연속  절차에서  상기  초기  고체를 이용한
다.  배치  방법에서,  응고는  젖은  액체의  제거에  의해  간단하게  설정되거나  초기  고체의  용적과  다른 
약간의  용적으로  작용할  피복  고체를  제공하도록  계속된다.(초전도체의  실예에서,  보다  저은  M 함유
량의  비-초전도성  피복  고체가  화학적  기능(보호적  기능)이나  기계적  기능으로  작용한다.  초기 조체
의  조성에  대한  물체를  고체화  하는데에는  연속적으로  보충되는  연속  처리  방법이  고려된다. 예를들
면, 일정한 원료 조성을 유지할정도로 원료를  보충하는 동안,  Y Ba 2 Cu 3 Ox(x-7 )의 원형 초전도체가 

Y내에서  액체  조성적  결핍을  줄이는  연속  기판(예를들면,  구리필라멘트)에  퇴적된  초기  고체로써 발
생된다. 

[실시예 1]

Yb,  Ba  및  Cu에  대해 각각 1.730,  2.747  및  1.906이  소결된 Al 2 O 3  도가니에 놓이며,  그후 약 900℃

로  He  아래에서  가열되며,  그결과  균질  용융체가  형성된다.  용융체는  약  850℃에서  Tm  온도이다.  약 
900℃에서,  (100)방위  단결정 SrTiO 3  웨이퍼는  거의  2㎛  두께의  액체  피복이  웨이퍼상에  형성될 정

도로  용융체에  담궈진다.  피복된  웨이퍼는  산소(1기압)에  노출된다.  노출  시작후  약  1초  뒤  층이 응
고된다.  피복된  웨이퍼는  900℃에서 O 2  내에  약  30분동안  유지되며  계속해서 O2 내에서  500℃까지 서

서히  냉각(약  1시간)되며,  500℃에서 O2 내에  10시간  담궈지고 O 2  내에서  로냉(furnace  cool)되어 실

온까지  냉각된다.  그래서,  거의  3㎛  두께층으로  제조된  웨이퍼가  제1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현미

경하에서 Yb Ba2 Cu3 O7 , 약 3×10
4
A/㎠의 Jc(H=0,70K), 85K의 Tc(R=0)인 조성을 갖는다.

[실시예 2]

단상층은  기판이(100)  MgO인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된다.  상기 단상층

은  제2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현미경하에서 10
3
A/㎠보다  큰  Jc(H=0,70K),  82K의  Tc(R=0)  인 조성

이 생성된다.

[실시예 3]

단상층은 기판이 소결된 Al2O 3  웨이퍼인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된다. 재

료는 초전도성이며 혼합조성을 가지며, C 축은 기판에 수직하며 기판의 평면에 있다.

[실시예 4]

단상층은  Eu의  1.520g이  Yb대신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된다. 

최종  재료는  약 10
5
A/㎠의  Jc(H=0,70K)  및  약  94의  Tc(R=0)인  합성물이  발생된다.  재료의  형태는 실

시예 1에서 기술된 바와 동일하다.

[실시예 5]

조성 Y 0.01 Yb 0.99 Ba 2 Cu3의 균질 용융체가 900℃의 Al 2 O 3  도가니내에서, Y, Yb, Ba, 및 Cu에 대해 각각 

0.0089, 1.713, 2.747, 및 1.906g으로 용해하여 제조된다.

[실시예 6]

균질 용융체가 900℃의 Al2O 3   도가니내에서 Y,  Yb,  Ba,  Cu  및 Ag에 대해 각각 0.089,  1.557,  2.747, 

1.906, 및 2.1g으로 용해하여 제조된다.

[실시예 7] 

은  피복된  구리  와이어는  He  대기하에서  조성  Eu Ba 2 Cu2.5 의  용융체(900℃)내에  담근  후,  즉시 인출

시켜,  산소에  노출된다.  고체  산화물로 피복된 최종  와이어는 실온의 O 2 대기하에서 로냉된다 . 산화물

층은 단상이며 초전도성이다. 

[실시예 8]

열간  뽑아낸  구리  와이어는  He  분위기하에서  조성물  Eu Ba 2 Cu25 의  용융체(900℃)내에  담근  후  즉시 

인출시키고,  산소에  노출  시킨다.  용융체내로  담그는  것과  와이어상에  용해한  재료의  층의  응고 사
이의  총  시간은  5초보다  더  적다.  고체  산화물로  피복된  최종  와이어는  실온에서 O 2  분위기하에서 

로냉시킨다. 산화물층은 Eu Ba2 Cu3 O7으로 구성되며 초전도성이다. 

[실시예 9]

단상층은 용융체의 Ba  손실이 거의 피하게 되는 용융체가 Ba  증기와 접촉할 정도로,  용융(  및  기판) 
온도가  950℃인  것과  페  도가니가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4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제조된
다.

[실시예 10]

클래드  초전도  와이어(공칭  조성  Yb Ba 2 Cu 3 O7 )의  두  길이가  제조된다.  금속  클래딩은  각각의 와이

어의 약 1㎝  단부 길이에서부터 제거된다.  단부는 약 900℃로 가열되며 900℃에서 조성 Eu Ba 2 Cu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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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한  금속내로  담그며,  단부는  서로  접하여  발생하여  나란히  배열되며,  산소에  노출되며, 실온에
서 냉각시킨다. 상기 절차은 두 와이어 사이의 초전도 기계적 접합을 형성한다.

[실시예 11]

La,  Sr  및  Cu에  대해  각각  2,500,  0.1175,  및  0.635g이  도가니에서  용해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형성된다. 산화물층은 조성 La1.8 Sr0.2 Cu O4, 및 36K의 Tc(R=0)이다.

[실시예 12]

Yb Ba 2 Cu 3 O7의  층은 용융체 조성이 Yb Ba 2 Cu2.3 인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형

성된다.  최종  응고된  산화물  막은  기판상에  초전도  Yb Ba 2 Cu 3 O7 으로  구성되며,  초전도  산화물상에 

비초전도 과잉 금속 산화물을 가지며, 현저한 에피텍셜 방위를 가진다.

[실시예 13]

Yb Ba 2 Cu 3 O7 의  층은  기판이  MgO인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형성된다. 최종

산화물막은  초전도성  Yb Ba 2 Cu 3 O7 이  에피텍셜  방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판에  수직인  C축을 가

진 복잡 반조직인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형성된다.

[실시예 14]

산화막은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r  Ti O 3  기판상에  형성된다.  용융체는  공지된 비전도성

 "녹색"상에  대응하는 조성(Yb 2  Bacu)을  가진  화학량론  적이다.  최종  산화막은  초전도  Yb Ba 2 Cu 3 O7

의  실질적  부분(약30%)으로  구성되며,  잔여부분은  Yb-산화물  및  몇몇  녹색상으로  구성된다.  초전도 
산화물층은  (1,  2  ,3)재료의  최상부  형성되  비-초전도  산화물로  기판상에  형성된다.  유사한  결과는 
(1, 2, 3)재료가 에피텍셜적이 아닌 조직적인 것을 제외하고 MgO Al2 O3 기판으로 획득된다.

[실시예 15]

조성  Yb Ba 2 Cu6 에  대응하는  장입  재료는  900℃에서  부분적으로  용융해되며(용융체에  남아있는 약간

의고체  구리),  부분적인  용융체내로  담그어진  MgO  및 SrTiO 3 기판이  가열된다.  피복된  기판은  상술된 

바와같이  산소에  노출된다.  최종  산화물막은  구리  산화물인  잔여를  가진  (1,  2,  3)재료의  중요부로 
구성된다. 상기 실험으로 구리 기판상에 (1, 2, 3)재료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실시예 16]

조성  Y Ba 2 Cu 3 Ag3 에  대응하는,  장입재로  용융되어  1000℃에서  균질  용융체를  형성한다. YBa 2 Cu3 가 

상기 온도에서 균질 용융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는 균질 용융체로써 은을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17]

조성 YBa2 Cu6에 대응하는 장입재로는 용융되며 약 1000℃에서 균질 용융체를 형성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조성  Bax  Cux`  My  M`y…Qz(여기서,  M  및  선택자유의  M`는  산화재료에서  초전도성과  양립할  수  있는 
Ba  또는  Cu  이외의  금속  원소이며,  x,x,`,y,y`  및  z는  재료가  초전도체인  금속원소)를  가진  다량의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포함하는 제품 제조 방법에서,  상기 방법은 a)  원소형태의 Ba,  Cu,  M  및  M'중 
최소  하나를  전구  재료에서  용융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상기  전구  재료는  최소한  Ba,  Cu  및  M이 용
융체에  존재하는  상기  원소  형태에서  선택되는  단계와,  b)  최소한  용융체의  일부를  응고하여, 다량
의  산화물  초전도재료가  용융체의  응고  부분에  있거나  응고  부분에서  얻어지는,  단계로  이루어진 방
법에  의해  제조되는  방법에  있어서,  c)  최소한  용융체의  일부가  Tm＜T＜To의  범위의  온도  T에 있으
며,  여기서 Tm은  용융체의 응고 온도이며,  To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와 관련한 융해 온도이고,  d) 단
계  b)는  용융체의  일부  온도가  Tm  이하로  떨어짐이  없이,  고체  제품은  용융체  일부에서  형성되며, 
상기 고체 제품은 제각기 x : x` y: y` : …z` 비율로 Ba, Cu, M, 선택 자유의 M`… 및 산소를 포함
하도록  (여기서,  z`는  z와  상이함)  용융체의  일부분에서  산소  농도가  증대되는  산소  함유  분위기를 
가진  용융체의  최소한  상기  일부분과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용융체가 기본적으로 x  :  x`  :  y와 다른 비율로 Ba,  Cu  및 M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용융체가  x  :  x`  :  y와  다른  비율로  Ba,  Cu  및  M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되기전,  용융체는  실질적으로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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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제품을  산소함유  분위기에서의  온도  To보다  낮거나  같은  온도에서 열처
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열처리는  온도  To에  가까우나  To보다  낮은  온도에서의  소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최소한  용융체의  일부분과  기판을  접촉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기판은  온도  T와 
실질적으로 같은 온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용융체는  M`…중  최소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용융체가  하나  이상의  회토류  원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느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용융체가 Ag,  Au  및  Cd로  구성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초전도  산화물이  Y  함유  Ba  적동광을  포함하며,  용융체내  Y의  상대  농도가 Ba적동
광내  Y의  상대  농도보다  최소한  10%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
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용융체는  Ag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
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Y  함유  Ba  적동광은 공칭 조성 Y Ba 2 Cu 3 O7 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최소한  상기  용융체의  일부분과  기판을  접촉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기판은 Tm
이상의  온도에  있게되며,  최소한  상기  기판의  일부분은  구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제품이  사전에  존재하는  제1  및  제2  산화물  초전도체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최
소한  용융체의  일부분을  제1  및  제2  산화물  초전도체와  접촉케하는  것을  포함하며,  용융체의  응고된 
부분이  제1  내지  제2  산화물  초전도체와  접합하도록  b)를  수행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
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M  및  선택자유의 M`…는 Y,  Eu,  Nd,  Sm,  Gd,  Dy,  Ho,  Er,  Tm,  Yb,  Lu,  La,  Sc  및 
Sr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최소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
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제품은  최소한  용융체의  일부분을  온도  T  이하의  온도로  떨어뜨리지 않
고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용융체는  최소한  10원자  퍼센트량  만큼  x  :  x`  :  y와  다른  비율로  Ba,  Cu  및  M을 
포함하며,  상기  세개  금속원소  전체와  관련된  한  원소로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초
전도 재료를 구비하는 물체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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