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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초전도 재료 및 초전도 박막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초전도 재료 및 초전도 박막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초전도 재료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의 개략도.

제2도는 종래기술의 개략도.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해서 얻어진 초전도 재료의 특성을 일예로 나타낸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개략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박막형성의 실시예를 나타낸 개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초전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고온산화물  초전도  재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고출력의  마그네트,  죠셉슨  소자,  SQUID  등에  사용되어  있는  초전도  재료에  관한 것
으로서, 특히 액체 질소온도 이상에서 동작하는 산화물계 초전도 박막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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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Bednorz와  Muller에  의해서  발견된 K2NIF4 형  구조의 (La,Ba)2CuO 4  초전도체는  30K의  높은 임계

온도를  나타내었다.  그후,  1987년에  들어와서  퍼로브스카이트형  구조의 YBa2Cu3O7-x 는  더욱  높은 임계

온도 Tc=90K를 가지며, 액체 질소온도에서도 초전도 상태를 나타내었다. 

종래의  제조방법은  "Japaness  Jouranl  of  Applied  Physics,  제26권  5호,(1987)  L675∼L667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를들면   Y-Ba-Cu-O산화물  초전도체의  경우 Y2O3 와 BaCO3 와  CuO의  분말을 

적당한  비로  혼합하고,  950℃에서  1시간동안  대기중  또는  산소가스  분위기중에서  초벌구이한  후, 펠
릿형  등의  적당한  형으로  정형하고,  900℃에서  18내지  19시간정도  대기중  또는  산소분위기중에서 제
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기로(9)를  사용해서  소결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  도면에서  (1)은  상기 
조성의 펠릿으로 되는 초전도 재료(10)을 소결한 고온 초전도체, (2)는 기판을 표시한다. 

또,  박막의  제조방법에  관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Japaness  Jouranl  of  Applied  Physics,  제26권 
5(1987), 제L709 내지 L71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상기  종래기술은  제작하는데  장시간을  요하고,  또  불순물의  혼입  등에  대해서  배려가  되어  있지 않
아 생산성이나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 

또,  상기  종래기술에  있어서,  전자장치에는  박막의  제작이  꼭  필요하지만,  결정구조가  복잡하기 때
문에 품질이 좋은 막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온의  초전도  재료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상기 목적은 초전도 재료를 적어도 산소플라즈마를 사용해서 합성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산소  플라즈마에서의   처리는  산소  플라즈마중의  활성인  산소  원자나  그  하전  입자  등에  의해서 이
온  결정을  성장하기  쉽게  작용한다.  이것에  의해서,  예를들면  Y-Ba-Cu-O  초전도체에서   산소와 구리
가  2차원적으로  배열하기  쉽게  되어  임계온도가  상승하고,  또  임계전류  밀도도  증대하여  안정된 특
성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액체 질소온도 이상에서 동작하며,  또한 경시변화가 적은 양질의 막을 제
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예를  들면 YBa2Cu3O7-x 를  유량  제어한  Y,  Ba,  Cu의  증기류를  기판에  퇴적시키는 과정에

서 산소 플라즈마도 동시에 조사하여 비교적 저온의 기판위에서 막형성을 행하는 것으로 달성된다. 

본  발명의  특징은  세라믹스계  초전도막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예를들면 YBa2Cu3O7-x(La1-xBa2)2CuO4 등의 

화합물로  초전도체  구성의  금속원소의  증기류(13)과  플라즈마실에서  발생한  이온가스류를  기판상에 
동시  조사하여  결정화시키면서  막성장을  행하는  초전도  박막의  형성방법에  있다. 플라즈마원으로서
는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발생장치(7),  또는  고주파  플라즈마 발생장치
(5),(6)에서  발생한  이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플라즈마  발생원에서 
발생한  각종  이온은  가속되는  일  없이  기판표면에  확산하여  도달해서  금속류와  반응한다.  따라서, 
이온 에너지는 매우 작아 반응물에 에너지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다. 

다원소의  금속류는  막두께  모니터(14)에서  각각  유량제어되는  것이  균일한  막을   얻는  점에서 바람
직하다. 

가스도입의  반응실(20)에  대해서  금속증발원의  증발실(11)은  양쪽실에  마련된  진공펌프(19)와 쓰로
틀판(17)로  되는  차동  배기기구에서  가스도입이  없는  분만큼  고진공으로  유입된다.  이것에  의해 다
원의  금속원이  플라즈마가스로  오염되는  잉은  없다.  그  때문에  증발속도가  일정하게  제어되어 양질
의 막을 제작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초전도  재료는 K2NiF 4  구조의  임계온도  40K의 (La,Ba)2CuO4 계  화합물,  임계온도90K의 

YBa2Cu3O7-x 계  화합물, ErBa2Cu3O7-x 계  화합물, HOBa2Cu3O7-x 계  화합물, EuYBa2Cu3O7-x 계  화합물,  임계온도 

110K의 Bi2Sr2Ca2Cu3Ox계 화합물 등의 일반적인 세라믹스 초전도체를 의미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 설명한다. 

[실시예 1]

제1도는  본  발명에  사용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석영  유리  등으로  되는  진공  용기(4)는 

배기장치에  의해 고진공(∼10
-8
Torr)으로  배기할  수  있고,  그  내부에  초전도체(1)을  형성한다.  또는 

초전도  재료를  세트하는  기판(2)와  이들을  가열하기  위한  히터(3)을  마련한다.  한편,  산소 플라즈마
의  발생은  상기  진공용기(4)내에  산소가스  단일체,  또는  산소가스에  플레인  가스나  아르곤  가스 등
을  혼합한  가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상기  진공  용기(4)의  바깥측에  마련한  코일(5)(용기  결함으로도 
가능)에  고주파  전원(6)(주파수  :  수  10Hz  내지  수  100MHz)에서  고주파  전력(수  100W)을  공급해서 
행한다.  또한,  발생한  플라즈마의  제한이나  발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장코일(7)을  사용해서 
외부자장을  중첩하면좋다.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  이때의  자장의  배치  위치는  발산형,  밀러형, 카
스프형  등  어느  것이라도  좋다.  또한,  초전도체(1)을  박막형으로  형성하는  경우에는  초전도(1)을 구
성하는  소재(10)을  분말로  하여  상기  진공  용기(4)내에  넣는다.  한편,  초전도체(1)을  펠릿형으로 형
성할 때에는 상기 초전도 재료(10)을 팰릿형으로 정형하여 상기 기판(2)이에 세트한다. 

다음에  상기  장치의  동작과  초전도체  제조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초전도체(1)을  박막형으로 형성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기  진공  용기(4)의  안을  고진공으로  배기한  후,  상기  기판(2)(상기  박막을 
형성하는  기판)를  상기  히터(3)을  사용해서  가열한다.  (0  내지  1000℃  정도).  다음에  상기  산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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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소+플레온가스등의  활성인  가스를  도입하여 (10
-4
내지 10

5
Torr)  고온(10  내지 10

4
eV정도)에서 고

밀도(10
10
 내지 10

16
/cc정도)의  플라즈마를  발생하고,  계속해서  초전도  소재, 예를들면Y2O 3  와 BaCO3 와 

CuO의  미소한  분말(중량  혼합비"C0.6  :  1.5  :  1.0)을  상기  플라즈마중에  넣는다.  이때,  상기 플라즈
마중의  활성인  산소원자나  플레온  원자  및  이들의  하전  입자와  상기  초전도  소재를  구성하는 원자와
의  화학반응에  의해  이온결정을  성장시키면서  상기  기판(2)위에  퇴적하고,  초전도  박막을  형성한다. 
필요한  두께의  박막이  얻어졌으면,  상기  초전도  재료(10)을  넣는  것을  정지하고,  상기 플라즈마중에
서 상기 히터를 사용해서 어닐하면 좋다(300 내지 1500℃에서 수 시간이내).

제3도는  상기와  같이해서  제작한  고온  산화물  초전도  재료  Y-Ba-Cu-O의  저항율의  온도  의존송을 나
타낸다.  종래의  전기로를  사용한  방법에  의해서  제작한  막에  비해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한  막쪽이 
임계온도가  높고,  또한  저항율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안정성이나  임계전류밀도도  종래 방
법에 비해서 우수하다. 

한편,  펠릿형으로  제작할  때에는,  예를들면  상기  초전도  재료(10)을  펠릿형으로  정형한  후  상기 기
판(2)위에  세트하고,  고진공에서  가열(소결하지  않은  온도로)  배기한  후,  상기  플라즈마중에서 소결
시켜  초전도체(1)을  제작한다.  또한,  이때  기판(2)의  세트하는  위치는  상기  박막형성과는 일반적으
로  다르다.(적극적으로  상기  플라즈마중에  세트한다).  제4a,  c도는  별도의  실험장치의  개략을 도시
한  것이다.  (a)는  초전도  재료(10)을  음극으로서  동작시키고  양극측에서  바라는  초전도체(1)을 제작
하는  것이며,  전원으로서  고주파나  직류  또는  펄스전원을  사용하고,  상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다.  또한,  이때  기판(2)는  상기와  동일한  히터(3)(생략)으로  가열을  행하여도 좋
다. 

(b)는  상기  제1도에서  고주파  전력으로서   마이크로파  전력(1GHz  이상,  10W  내지 10
2
kW  정도)을 사

용하였을 때의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c)는  이크  방전을  사용할때의  1실시예를  도시한다.  상기(a)  내지  (c)는  변질적으로는  제1도의 실시
예와  동일하지만,  플라즈마의  발생방법에  의해  플라즈마의  물리량(온도나  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작가스  압력이나   상기  기판(2)의  위치는  달라진다.  그러나,  적어도  상기  초전도체(1)  표면에서의 
플라즈마 등의 물리량은 불변이다. 

[실시예 2]

본  발명에서는  플라즈마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온이  활성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금속증발  분자와 결
합하기  쉽고,  그  때문에  비교적  저온도에서  산화물의  결정화가  일어난다.  그  결과를 YBa2Cu3O7-x 박막 

제작의  실시예를  제5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도달진공도 10
-4

Pa의  진공  용기(4)중에서  Y, 
Ba,  Cu의  3원동시  증착이  가능한  금속증발실(11)을  마련하고,  전자  빔(12)를  계속해서  조사하는 것
으로  각원소의  증발류(13)을  발생시켰다.  각  원소의  증발류의  유속은  전자선  여기  발광형 센서(14)
를  거쳐서  증착속도  제어기(15)에  입력되어  소정의  값으로  되고,  또한  증착도중에서  변동하지 않도
록  전자총  전원(16)에  피드백되었다.  진공  용기에는  증발실(11)과  반응실(20)의  양쪽의  실에  마련된 
진공  펌프(19)와  금속류가  통과하는  구멍이외를  막은  쓰로틀판(17)로  되는  차동  배기  기구부가 있으

며,  반응실에는 O 2  가스  봄(bomb)(18)에  의해 10
-2
Pa까지 O2 를  도입하였다.  상부  용기에서는  그후 전

자  사이클로트론  공명  마이크로파(ECR)  플라즈마  발생장치(7)  또는  rf-고주파  발생장치(5),(6)에서 
O이온의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  Y,  Ba,  Cu의  금속원소의  퇴적속도는  이미  퇴적한  막과  막두께 모니
터(14)의  상태관계에서  구하였다.  증착  속도를  3Å/s로  하고,  또한  Y,  Ba,  Cu의  비율을  1  :  2  :  3 
의  몰비로  되도록  배분해서  증발하였다.  이것과  동시에  O이온  플라즈마를  기판(2)위에  조사시켰다. 

증발실은  차동  배기기구에  의해 10
-4
Pa의  고진공으로  유지되었다.  그  때문에  Y,  Ba,  Cu의  용융체는 

안정하게  형성되어  증발  속도를  일정하게  할  수가  있었다. O
+
플라즈마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발생부에서  발생하고,  가속되는  일  없이  확산하여  기판표면에  도달하였다.  그  때문에  이온 
에너지는  10eV  미만의  낮은  값이며,  막에  이온  충격에  의한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었다.  기판에는 
100방위  Si  단결정을  사용하였다.  이때,  기판에  부착된  히터(3)에  전기를  통하여  기판온도를 실온에
서  800℃까지  변화시켰다.  퇴적막의  두께를  5000Å으로  하여  X선  회절장치로  막의  질을  조사한 
결과,  실온의  기판에서는  비정질이었지만,  기판  온도  400℃에서  이미 YBa2Cu3O7-x 의  초전도  상태가 얻

어졌다.   YBa2Cu3O7-x 막과  Si  단결정의  사이에는  반응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종래의  초전도체 

제작은  MgO, Al2O3 , SrTiO3 ,  YSZ와  산화물  기판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기판온도,  또는  막형성 

후의  열처리에  700℃  이상의  고온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YBa2Cu3O7-x 막과  Si  기판이  반응해  버리기 

때문이다.  Si기판위에  본  발명에서  제작한  초전도막  임계온도는  87K이고,  77K에서  임계전류는  약 

10
5
A/cm

2
이고, 약 2개월간 대기중에 방치하여도 특성의 열화가 없는 양질의 막이었다. 

본  발명은 YBa2Cu3O7-x 계  초전도체에  한정되지  않고  3원계의  다른  초전도체,  예를 들면(Sa,Ba2)CuO4계

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플라즈마  발생부에 CF4 를  도입하면  F이온플라즈마도  발생하기  때문에 불

화물등의 세라믹 박막 형성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매우  활성인  이온과  금속  증기류가  기판위에서  견고하게  결합되므로  제작한  막의 
수명이  길고  저온  형성을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Si디바이스나   초전도체와의  결합도 용이
하게 되므로, 그 경제적 가치는 대단히 크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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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초전도체의  제조  공정에서  적어도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전도 재료
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세라믹스계  초전도막의  제조방법에서  차동  배기기구에  의해  고진공화된  증발실에서  발생한  초전도체 
구성의  금속  원소의  증기와  플라즈마  실에서  발생한  이온의  가스를  기판위에서  반응시켜 결정화시키
면서 막성장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전도 박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3 

특허청구의  범위  제2항에  있어서,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발생장치  또는 고주
파  플라즈마  발생장치에서  발생한  이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전도  박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4 

특허청구의  범위  제2항에  있어서,  다원소의  금속류가  각각  유량제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전도 박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세라믹스계  초전도박막의  형성법에서  차동  배기기구에  의해   고진공화된  증기실에서  발생한 초전도
체  구성의  금속원소의  증기와  플라즈마  실에서  발생한  이온의  가스를  기판위에서  반응시키고, 기판
온도를 400℃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막 성장을 행하는 초전도막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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