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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ductivity of polycrystalline NiO is measur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00°C to 800°C under 

oxygen pressures from 1. 52 x 10a mmHg to 10-4
The plots of the log a vs 1/T at constant oxygen pressure are f이md to be linear and the activation energies 

obtained from the slopes of these plots show that the energies are greater under high oxygen pressure than 

■nder low pressure. The transition points are found from the curves.
The dependence of the conductivity on the Oa pressure, in the above temperature range, is to be regular 

but it does not obey the theoretical expression, L e. g=^K0XP1/6, The activation energies are calculated from 

the curves at the various condition.

緒 譌

NiO는 電氣的인 性貫때문에 많은 硏究의 對象이 되 

었다. 1953年 F.J. Mo血⑴은 NiO 의 電氣的인 性賣 

에 關하여 硏究하였고 19泓年 R.R. Heike 는 NiO 의 

磁氣的 精造와 電氣傳導度의 관계를 硏究한 바 있다. 

1961年 S.P. M&ff 는 00 对 있어서 電氣傳導度와 

熱力學的 平衡에 關하여 矛究하였다. 이들 讦究者들은 

sampling 에 있어 서 NiO 의 po&der 를 sintering 하여 사 

응했으므로 低溫과 低墾에서 電氣傳導度를 정 확히 廁定 

할 수 없 었다. 마라서 이 들 研究者들은 conductivity 의 

sensitivity 7^ 큰 條件인 비 그•적 높은 溫度와 높온 Oa 
pr&s. 하에서 만 實驗을 하였다. 그러 나 本 實驗에서 는 

20俨C〜8G0°C 溫宦範圍와 1. 52 x 102—L 0x 10'4mmHg 

의 O2 press. 이서 20cC 苴寻의 各 温度에서 70 의 電氣 

傳導度를 測定하였다. Sampling 은 specpure Ni rod를 

cutting 하여 oxide 를 단들고 oxide 層을 内部에 남은 

metal 과 分離하여 다시 $皿口皿 하여 사용金였 다. 이 

와같은 本 實驗을 틍하여 몇가지 새로운 事實을 알 수 

가 있었다. 이에 對하여 箪하려고 한다.

• X 驗

(1) Sample preparation and apparatus
沛定에 사용돤 試料는 Johonson Mathey Co. 의 spec- 

pure Ni rod 를 0.16 x 0.43 x L 33cm 의 直六面體로 만 

들었다. File 로 갈고 silicon carb서e 의 abrasive paper 
(No. 1,000)로 갈아서 dil HNO3 solution 으로 etching 

하고 다시 saturated (NH4)2S2Og solution 에 etching 한 

후 washing 하여 dry 시 켰다. 이 것을 200°C 에서 212 
時間 annealing 하여 oxide 충을 만들고 oxide 충만 cut- 

ting 하여 1,250°C 에서 12 時間 annealing 하여 size 7} 
0. 075 xO. 525 x 0.9cm 정 도의 sample 올 얻었다.

(XH4)2S2Ob solution 으로 3 分 etching 하고 tZ-HNO3 
루 2 分 다시 改나ling 하여 w址hing 하고 dry 시 켜 sample 
container leads (Pt wire) 에 contact 시 켰 다. Contact 

는 £=f). 193cm A=0. 075x0. 523(ca스)듸도록 诡ht 합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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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purity analysis of Ni

Elements ppm

-- ；

5

Si 5
Al 4

Mg 3
Cd 1
Mn less than 1

分析考:她賣爾査所高光在，方法:Spectroscopy

게 시췄다. (단 L 온 voltage lead 사이의 間隔, A는 

■ample외 斷面毬) ■'

사용된 實驗裝置는 Fig. 1에서 보는 바와같이 vacuum 
■ystem 에 sample container 7} 連結되 어 있고 이 sample 
container 가 furnace 心embly 에 들어가도륵 裝St하였 

다. Sample cgtiainer 는 quartz tube 로 만들어 比較的 

높은 温度에도 견豈 수 있게 하였다. Glass joint 를 通 

Figure 1. Schematic drawing of the furnace assembly and vacuum system

标 sample container 에 4 個의 Pt lead 를 連結하여 下峰 

에 sample 올 contact 시켰다.

Fig. 2에서 보는 바와같이 sample올 contact 시킨 g 
개의 】ead 中 안쪽 2 lead 는 Leed & Northrup K-J 
potentiometer 에 連結하여 voltage 를 测定하고 바깥쪽 

2 le&d 는 ammeter 普 通해 battery 에 連結하여 D?C. 
current 률 測定하였다.

(2) Experimental procedure

測定法은 試料의 溫度와 酸素屡力올 麒하는 條件으 

로 만든 다음 vacuum system 과 sample container 의 

連結을 stop cock 로 닫는다. Conductivity 를 測定辭는 

式 “ugM■에 서 J 는 ammeter 로 /個 까지 測定하고, 

voltage 는 Leed & Northrup K—2 potentiometer 를 

사용하여 測定하였으며 samples] size 는 micrometers, 
voltage lead 사이 의 間隔 L 와 sample 의 斷面績 A 를 

測定학으크니 conductivity 를 計算할 수 있다.

20° 温度 간격으로 上昇시킬 때와 下降 

시칠 때에 各 酸素 壓力條件에서 測定한 實 

驗結果는 Table 2〜4와 같다.

1. Temp, controller

2- Al-Cr thermocouple

3- Furnace

4. NiO sample

5. P비ead

6 Vycore tube

7. Dry ice trap

8- McLeod gauge

9. Diffusion pump

10. Rotary pump

Figure 2. Schematic drawing of the measurement circuit

1 Ammeter

2. Rheostat

3. Leeds and Northrup K—2 

potentiometer

4. Standard cell

5- Leeds and Northrup type

E. galvanometer

6. PowertUt .

7. Temp,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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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퐁 a vb 1/T
(Vacuum： lX10~*mniHg O2 press., inc. temp.)

Temp 1000/T tf log ff

2WC 2.0704 (X036438 —1.4384

230 1.9S81 0.042128 —1-3754

250 1.9120 O 056101 —1.2915

270 1.3416 0.05647 —1.2482

290 1.7762 0.06920 —1.2012

310 1- 7153. 0.06494 —1.1875

1.6863 0.06883 —1.1622

1.6313 0.07016 —1.1539

1.5798 0.07385 —1.1316

L5314 0.08106 —1.0912

1.4859 0.08595 —1.0655

1.4430 0.08953 —1.0482

1-4025 0.09878 —1.0467

1.3643 0.10985 -0.9586

1.3280 0.12584 —0.8996

1.3106 0.13559 —0.8665

1-2771 0.15105 —0.8210

1.2453 0.15853 —0.7990

1.2151 0.18255 —0.7374

1.1 으62 0- 202a5 —0-6921

1.1587 0- 22588 —0- 6450

1.1325 0- 24027 —0.6172

1.1074 0- 26353 —0.5780

650 1. 0834 0. 30332 —0.5131

670 1-0604 0- 33688 —0.4730

690 1.0384 0.37021 —0- 4353

710 1.0173 0- 44560 —0.3610

730 0. &970 0. 49362 -- -

759 0. 9775 0. 54161 —0 2660

770. 0. 9583 0 75994 —0.1152

0.9407 1.18111 —0.0719

8N 0- 9234 1.82876 —0.2625

實験結果

Table 2 는 1 x l()TmmHg O2 press. 에 서 溫变를 上 

耳시키 면서 cgductivity 를 測定한 값이고 Table 3 은 

；은 酸素鑿力下에서 芸麦를 悠下시키뎐서 conductivity 
£ 測定한 右이다. Table 4는 이곳에 기록되지 않은 

&ta 도 있犬단 各 條件의 實段結果에서 測定한 acti.
> ation energy 를 나타낸다.

考 察

(a) Table 2 오卜 Table 3 의 data 및 LSZxlOWmHg 

Oppress. 에서 溫度를 上昇시킬 때와 降下시킬 때 各各 

20°C£；걷으로 얻은 data 를 log <7 vs 100Q/T 로 plot 한 

것。: Fig. 3 이 다. 이 curve 에서 보는 바와같이 02 press. 

가 같 ;•기 以드 曹T착는 M実와 感少성-는 溫景게서 名

Table 3. log a va 1/T

(Vacuum lX10-*mmHg Os press., dec. temp.)

Temp 1000/T a log (T
820°C 。，이 47 1.86372 0.2704

0.9320 1.55606 0.1920

0.9497 i. 27314 0.1048

a 9681 1.25682 0.0994

0.9872 1.22540 0.0881

1.0070 1.19551 0.0775

1..0277 1.16705 0- 0671

1.0493 1.16705 0.0671

1.0718 1.12165 0.0500

1.0953 0.88158 —0-0547

1.1198 0.77191 —0-1124

1-1455 0.67608 —0.1700

1.1723 0.56863 —0- 2452

560；스 1.2005 0.51058 —0.2919

1.2300 0.47913 —0.3196

1.2610 0- 46155 —0. 3357

1.2937 0.46154 —0.3913

1.3280 0- 45681 —0.3401

1.3643 0-44886 —0.3478

1.4025 0- 44040 —0.3561

1,4430 0.42734 —0.3693

1-4859 0.40376 —0.3938

1-5314 0.39850 一0.3995

1.5798 0.38294 —0.4168

1.6713 0.36254 —0.4412

320 1.6863 0.35011 —0. 4558

300 1.7452 0.20635 ~0.5139

Table 4. Activation energy at various condition

O2 Press.

(mmHg)

First

Tran-

Second 

Tran

sition 
Point

Eg 
III 

(e. V.
act L S111 on E心II 

(e. v.)(e. v.) Point

Inc. Temp. 1.52X10- 0. 79 730°C 0. 23 300°C 0.48

1.40X10-3 0. 48 770 0. 22 370 0- 20

1.00X10'4 0.36 470 0.11

1.52X102 0.60 710 0.36 3£0 0.50

Dec. Temp. 1. CK) ¥10一2 0- 52 600 0-18 30 0-12

UJOXIO-* 0.10 540 0.08

各 conductivity 가 다름을 곧 알 수 있으며 그 差異는 

낮은 02 press. 일수록 현저히 나타난다. 이것온 Knud-, 
sen e任ect⑴와 thermodynamical equilibrium⑴의 形成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主要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b) Fig. 4 는 0 press. 가 1. 52 x 1(^ mmHg, 1.4x 

10-3mmHg 및 1. 0 x 인 경 우 各各 溫度를 上昇

시 켜 가면서 conductivity 를 測定하여 log ff vs 1000/T 를 

pk)t 한 것이 며 Fig. 5 는 (丄 访은ss. 가 1. 52 X102, L 00 x 
HL 딫 1. OO'ClMmmHg 인 경 으 各冬 溫度룰 降下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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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가면서 conductivity 를 测定하여 log » vs 1000/T 를 

pH 한 것이 다. 理H的으로 皿는 RE** conductor이 

며 excess 0, press• 에 의해 podHve hole 올 많이 形成 

하므로(2Ni"+수0L°=+2Ni“+□ %) Q press 가 

增加하면 conductivity 도 增加해야 한다. 그러 나 실제 

로 curve에서 보는 바와갈이 E뜯. 4와'F0 5 에서 낮 

온 0, press• 에서 더 높은 죠畅 를 갖논 것올 알 

수 있다. 이것온 h血 md교站.蚤；測定하여 5er 의 

本質을 규명 해야 確實한 結某툴 説明할 수 았다. 그러 

나 本 實驗 結果로서만 說明혜 본다면 R切M 託血一 

conductor가 낮은• O, press. 에서는 血岗血 semicon- 
ductivHy 룔 나타내는 外헤 ample 內에 存在하는 

impurity 도 impurity senucanductivity 를 나타내기 때 

문에 높은 Oppress■에서 보다도리어'높은am血gm切 

를 나타낸다고 할 수 았다- *

(c) Fig•3,Fi&4’Fig•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rve 
에 transition point 가 나타난다- 이것은 NiO 가 다른 

structure 로 變한다기 보다는 오히 려 cgducdvity 에 關 

與되는 carrier 의 typg 가 變한다고 생각된다. 낮은 

press. 에서 는 하나의 transition point 가 存在하고 높은 

02 press. 하에서는 두 개의 traustion point 가. 存在함을

보여 준다. 낮은 02 press. 下에서 는 intrinsic semiconduc- 
tivity 와 impurity conductivity 가 conduction 외 主要 

因이 되며 높은 0? press. 에서는 P・type와 intrinsic 
type 빛 impurity semiconductivity 세 가지가 婪因이 

되기 매문이라고생각된다.

(d) TransUion point를 境界로 各 部分의 dope 에서 

求한 activatum energy 의 간온 Table 4 에서 보는바와 

같다. First tranution point 전의 Eg의 값들을 보면 

Oppress. 가減少함에 따라 瓦心의 값도 감소함올 알 

수가 있다. 다른 Eaet 도 같은 統一性을 보여주고 있다• 

' 이 것은 activation energy 를 vacancy formation ener
gy E/와 carrier 의 migration energy 의 總和로 생각 

할 수 있는데 낮은 Oz press. 에서는 P-type carrier 보 

다는 intrinsic conductivity⑺와 impurity conductivity 에 

의 해 주로 conduction 이 좌우되 三로 P-type carrier 를 

만드는데 즉 vacancy formation energy 가 必要하지 않 

다. 그러 나 높온(丄 press. 에서는 세가지 要因에 의해 

conductivity 가 左右되 므로 vacancy formation energy 
가 필요하다. 그런고로 낮온。2 press. 에서의 E心 는 

높은 02 press. 에서 의 Eact 보다 작다고 설명 할 수 있다.

Figure 3. log t vs -^-X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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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og a vs 1/TxlO3 (dec. temp.)

친, 다시 말하면 sample 內部에 Ni metal 이 들어 있는 

sample 의 conductivity 7} good conductor 의 ran옹e 에 

들어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온 CuQ 에서는 stoppage 
를 形成하여 內部에 있는 Cu・met이 이 conductivity 에 

影響을 주지 않는데 反해 NiQ 에서는 影響을 준다고 

설명 할 수 있으며 NiO semiconductor 와 Ni metal 사이 

에 stoppage 形成하지 않고 Ni-met戒이 NiO 층에 

항시 di任u禮되고 있다는 것올 말해준다.

結 »

(1) NiO 의 漏mpling 에서는 CuQ 의 경우와는 달리 

metal oxide > 사이에 stoppage 7} 形成되지 않는다.

(2) .low 02 press. 에서는 high O2 press. 에서 보다 각 

각 同一한 温度에져 conductivity 가 높다. 이 것 온 P- 

type sen&gductor 의 理諭上 相異點올 보여준다.

C3) S.P. M효成의 이론치 <7=瓦」巳)八는 本 實 

驗같은 low 02 press. 에서는 豊仰되지 않는다.

(4) Carrier 의 變化에 對한 transition point가 나타난다.

(5) Transition point 롤 境界로 각 條件에서 0, press.
가 감소하면 %도 減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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