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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YO1.5+# 와 HoO1.5+£ 로 표시되는 산화이트륨과 산화홀뮴의 비화학양론적 조성식의 X- 

값을 700°C에서 1000°C까지의 온도영역과 대기압에서 1X10-6기압 산소압력까지의 구간에서 중량 

분석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z-값은 온도가 상승하면 증가하고 산소압력이 증가하면 또한 

증가하였다. 비화학양론적 조성의 생성 엔탈피 (，为)는 산소압력 이 감소하면 감소하였고 그 값이 양 

의 값을 갖는 것으로 과잉산소의 형성 과정이 흡열과정임을 알 수 있다• 산소압력 의존성 1/”-값 

은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하고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높은 온도일수록 산소압력 의존성이 커짐을 

보여 주었다. 그리 고 ：r-값과 열 역 학적 자료로 부터 비 화학양론적 결합과 전도성 메 카니즘을 규명 하 

였다

ABSTRACT. The z-values in the nonstoichiometric chemical formulas YOi.5+i and HoOj. 5+x, 
have been measured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700° C to 1000° C under oxygen pressures from 
2X10-1 to IXICL atm by gravimetric method. The observed 工-values increase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oxygen pressure. The enthalpies of formation of excess oxygen in yttrium oxide 
and holmium oxide decrease with decreasing oxygen pressure and are all positive values represen
ting an endothermic process. The 1/n values calculated from the slopes of the plots of log x vs. 
log P02 increase with temperature and are positive values which means the higher oxygen pressure 

dependence at higher temperature. We have examined the nonstoichiometric defect and conduction 
mechanism from ^-values and thermodynamic data.

1. 서 론

일반적으로 기체상태의 화합물은 거의 Dalton 
의 원자설에 따라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따르므 

로 화학양론적 화합물이지만, 고체 상태의 경우 

는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예가 많아서 이들 화 

합물을 비화학양론적 화합물이라고 부른다. 금 

속산화물에서는 금속이 과잉 으로 존재하거 나 비 

금속이 과잉으로 존재하며 이같은 비화학양론적 

조성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의 물리적 성질 특히 

전기전도성과 같은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트륨과 홀뮴은 중희토류족에 속하는 전이원 

소 및 내부전이 원소에 각각 해당하며, 이들 희 

토류금속산화물은 이산화물과 이삼산화물】에 주 

루 속한다. 이산화물은 형석구조 (Huorite st- 
ructure) 를 갖고 이 삼산화물은 다형 (polymor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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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데 Y 와 H。는 모두 이삼산화물에 

해당하므로 다형을 갖는다. 이들 다형은 상대적 

인 열 역 학적 인 안정 도에 따 라 A (hexagonal), B 

(monoclinic), C(cubic), H(A와 유사한 hexa
gonal) 및 알려지지 않은 X형2등이 있으나, 본 

연구 영 역 에서 의 丫2。3와 HO2O3 는 모두 입 방정 

계 (cubic system) 인 C형 에 속하며 X선 회 절법 

으로 확인 할 수 있다.

LnQ. 로 표시되 는 식에서 工 값이 1. 5＜工＜ 

1.75(3+가)이면 이것은 산소 과잉으로 P-형 반 

도체3이며 1.25〈z＜〔L5(3+ 가) 1.75＜工＜2.00(4 
+ 가)이면 산소결핍으로 N-형 반도체4에 속한다.

Tallen 과 Vest5 는 1200~1600°C 온도영 역 에서 

산소압력 이 높을 수록 P-형 반도임 을 밝히 고 등 

온에서 산소압력 이 낮아짐에 따라 전기전도도의 

최소점이 나타나며 이 최소점 이하의 산소압력 

에서 는 이온성 반도체 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Ta
re 와 Schmalzried^ 는 825° C, 1O-4~1O-20 atm 
산소압력구간에서 이온성 반도체라 하였다. 

Noddack 와 Walch，』는 1300。(二 이 상에 서 P-형 반 

도체 이 고 그 이 하에서 는 혼합이 온성 반도체 (mi

xed ionic conductor) 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Ho2Ob 의 경 우 Subba 와 Rao9-10 은 400 

〜700°C 의 온도영 역 에서 산소압력 (2〜100 torr) 
에 따른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산소분압의 증 

가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 서 는 Y01.5+N 와 HoOi.5危: 로 표시 되 

는 비화학양론적 조성식의 c값을 자기석영천칭 

(magnetic quartz microbalance) 을 사용하여 여 러 

가지 산소압력과 온도영역에서 시료의 중량분석 

으로 얻은 무게 변화로 부터 계산하여 얻었다. 

한편 유사한 조건에서 측정 된 전기전도도 및 그 

열역학적인 자료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전기전도 

도 메 카니즘이 비 화학양론적 조성 에 의한 것 임 

을 보이는데 목적이 있다.

2. 실 험

시료제조. 본 연구에서 는 Johnson and Mathey 
Co. Y2O3 (99.99 % ) 와 Ho2O3 (99.999 %). 분말을 

진공오븐에서 6시간건조시킨 후 출발물질로 

사용하였 다. 이 분말을 600 kg/cnf 의 압력 으로

Fig. 1. Schematic drawing of mesurement assembly.
1- Vacuum system 2. Magnetic quartz microbalance 
3. Bar magnet 4. Solenoid 5. Sample 6. Reading mi
croscope 7. Electric furnace.

Fig. 2. Circuit of the magnetic quartz microbalance 
assembly.

진공압축시켜 펠겥을 만들고 이것을 800°C대기 

압에 서 6 시 간 1200°C 에 서 24 시 간 각각 가열 하 

여 소결 (sintering)시킨 후 상온으로 서서 히 냉 

각시켜 평 량하였다. 이상의 두 시료를 X-선 분 

석한 결과 입방정계인 C형 임을 확인하였다.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온도를 조절하는 전기 

로장치 산소압력 을 조절하는 진공장치와 자기석 

영천칭으로 이루어진다.

Fig. 1과 Fig. 2에 각각 실 험 장치 의 모형 과 

천칭의 회로를 도시하였다.

저울의 눈금매기기 (Balance Calibration). 표 

준무게의 추를 시료용기에 바꾸어 가면서 넣고 

각각의 추에 표준무게의 추를 시료용기에 바꾸 

어 가면서 넣고 각각의 추에 대해 저항을 변화 

시켜 평형점에 맞춘후 그때의 전류를 읽는다. 

이때의 평형점은 유동현미경을 한점에 고정시키 

고 비임 (beam)의 한끝을 여기에 맞춘다. 이때 

무게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는 Fig. 3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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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mA--------------------------------------- 그—

Fig. 3. Standard weight vs. current change of the microbalance.

는 바와같이 비례관계를 갖는다. 전류계는 0.1 
mA 까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무게변화를 마이 

크로 (micro)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실험 방법. 대 기압하700 °C 에서 1000 °C 까지 

50 °C 간격으로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각 온도에 

열평형을 이룬 후, 천칭을 평형점으로 오도록 

하는데 필요한 전류의 변화를 기록하고 이로부 

터 저 울의 눈금매 기 기 곡선 (balance calibration 

curve) 에 의하여 시료의 무게변화로 환산한다. 

이 와같이 대 기압에서 10-6 atm 산소압력 범위의 

각 산소압력하에서 무게변화의 온도의존성을 측 

정 한다. 한편 온도를 700°C 에 서 1000 °C 까지 

50°C 간격으로 고정시키고 각 온도에서 산소압 

력에 따른 시료의 무게변화를 측정한다.

실험결과의 계산. 실험에 의하여 얻어진 무게 

증가로부터 Y01.5+H 와 HoOi.5+n 로 표시되는 X- 
값을 계산한다. 위에 쓴 비화학양론적 화학식을 

더 자세히 분류하여 쓰면 YO1 HoOi , 5+x* 
+” 로 표시된다. 여 기서 x° 는 소결시킨 펠렏시 

료가 함유하는 비화학양으로써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여기서 AW° : 산화이 트륨 및 산화흘뮴 펠렡을 

소결 시 킨 후 생 기 는 무게 변화, Ws : 화학양론적 

조성 에 대 응하는 환산된 시 료의 무게 , M - 丫2。3 
및 HO2O3 의 분자량, &)： 산소의 원자량, ： 

산화물1/2몰 당 변화한 산소원자의 몰수 또한 

z는 다음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W 、, M T =-------- X------
吼 X 2A0

AW : 펠렡시료의 온도 및 산소압력 변화에 따 

른 무게 변화, : 펠렡시 료의 4W' 변화에 따른 

산화물1/2몰당 산소원자의 몰수증가 결과적으 

로 

心。+ 寸=皿 X^L+WLXJL
W, 2& 十 W, 2&

— 誓X黑-(단, 小卩=4巧。+』俨＞

G■값은 丫2。3및 Ho2O3 1/2몰당 과잉으로 존 

재하는 산소원자의 몰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여러가지 고정된 산소압력하에서 온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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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z-Values of YO1.5+1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under various oxygen pressures

Temp(°C)
Oxygen pressure (atm)

2X10'1 1X10-2 IX10 - 3 1X10"4 1X10-5 1x10-6

700 0. 06166 0. 05623 0. 05129 0. 04677 0.04365 0.03890
750 0. 06964 0. 06457 0. 05754 0.05129 0. 04677 0.04169
800 0.07762 0.06918 0. 06266 0. 05623 0.05012 0.04365
850 0.08913 0.07943 0. 06918 0. 06026 0. 05370 0.04677
900 0. 09772 0.08710 0.07413 0.06457 0.05716 0. 04898
950 0.10715 0.09333 0.07943 0. 06918 0. 06026 0. 05129
950 0. 09550 0. 09120 0.07244 0. 06310 0. 05289 0. 04677

1000 0.11749 0.10000 0.08511 0. 07413 0.06310 0. 05370

Table 2. a Values of HoOi. 5+x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under various oxygen pressure

Temp(°C)
Oxygen pressure (atm)

2X10-1 1x10-2 1X10-3 IX IO"4 1X10-5 1 X

700 0. 04677 0.04074 0.03631 0. 03236 0. 02951 0. 02692
750 0. 05129 0. 04571 0. 03981 0. 03548 0.03236 0. 02884
800 0. 06166 0. 05370 0. 04677 0.04169 0. 03802 0. 03467
850 0.07244 0. 07413 0. 06457 0. 05678 0.04898 0. 04266
900 0.09550 0. 09120 0. 07244 0. 06130 0. 05289 0. 04677
950 0. 09550 0. 09120 0. 07244 0- 06310 0. 05289 0.04677

1000 0.10965 0.09550 0. 08128 0. 07079 0. 06166 0.05248

따른 Y01.5+H 의 A값은 Table 1 에서 보는 바 

와 같다. 대기압 700°C 에서 이 산화물의 화학 

식은 Y01.56166 또는 丫2。3.12332 로 비화학양론적 

조성식을 쓸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조건 

에서 비화학양론적 화학식을 쓸 수 있다. 본 연 

구 범위에서 心값은 0.03890〜0.11749 범위에 

서 변하였고 산소압력이 크면 클수록 또한 온도 

가 증가하면 할수록 Z-값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HoOi.5+h 의 값은 Ta况e 2에서 보 

는 바와 같다. 이 경우에도 모든 조건에서 비화 

학양론적 화학식을 쓸 수 있으며, 실험조건에 

따른 값의 변화는 丫2。3의 경 우와 유사하다. 

그러 나 각 조건에서 의 값은 丫2。3 의 

工-값보다 작은것을 볼수 있다.

YO1.5+x 와 HoOi. 5+h 계 에 서 log X vs. 1000/ T 
의 도표는 Fig. 4 와 Fig. 5 에서 보는 바오｝ 같이 

Arrhenius plot 은 좋은 직 선관계 를 보인 다. 고 

정된 각 산소압력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값 

은 모두 증가하며 그 증가율은 높은 산소압력 

일수록 커짐을 알 수 있다.

산화이 트륨계 에 서 log X vs. log Fq 를 도시 한 

것은 Fig. 6에서 볼수 있다. 여 기서 보면 일정 

온도에서 산소압력의 증가에 따라 2-값이 증가 

하며 그 증가율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크다. 산 

화홀뮴의 경 우도 log X vs. log Po2 의 도시 는 

좋은 직선관계를 보이고 변하는 경 향은 Fig. 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화이트륨과 유사하다.

산화이트륨의 경우 工-값의 온도의존성으로부 

터 구한 비 화학양의 생성 엔 탈피 4% 는 Tabled 

에 수록하였으며 , 산화홀뮴의 경 우는 T湖" 4에 

서 보는 바와 같다. 두 경우 모두 4为값이 양 

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 흡열과정이며 산소 

압력 이 클수록■의 값이 크다는 것은 온도의 

존성 이 높은 산소압력하에서 크다는 것 을 나타 

낸다.

산화이 트륨의 경 우 값의 산소압력 의 존성 에 

서 구한 1/« 값은 Ta况e 5 에 보는바와 같이 온 

도상승에 따라 증가하여 고온에서 산소압력 의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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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T for H02O3 under variousFig. 5. log x vs. 
O2 pressures.

Fig. 4. log x vs. 1000/T for Y2O3 under various O2 
pressures.

Table 3. Enthalpies of formation of excess oxygen in 
Y2O3 (4H/) under various oxygen pressures

O2 pressure 
(atm)

Enthalpy of formatoin
(kcal/m 이 e)

2X10-1 5. 35
IXIO-2 4. 76
EE 4. 21
1X10-4 3.62
1x10-5 3. 25
1X10-6 2. 65

Table 4. Enthalpies of formation of excess oxygen in 
HsOHNH/) under various oxygen pressures

O2 Pressure 
(atm)

Enthalpy of formation 
(kcal/mole)

2X10T 8.1
1 x 10-2 8.0
1X10-3 7.6
1x10-4 6.7
1 x 10-5 6.8
1X10-6 6.4

존성이 커짐을 보인다. 산화홀뮴의 경우도 Table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이 트륨의 경 우와 유 

사한 경 향을 보인다.

이상의 실험에서 700LC미만의 온도범위에서 

는 z-값이 대단히 불규칙하며 재현성을 보이지 

않아 자료에서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낮은 온 

도에서 열역학적 평형을 이루기 힘들고 또한 C 
형에서 A형으로의 상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라

Vol. 28, No. 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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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og x vs. log P02 for HO2O3 at various tem
peratures.

Fig. 6. Log x vs. log Po2 for Y2O3 at various tem
peratures.

Table 5. 1/n values of the plots of log x vs. log 
P02 in Y2O3 at various temperatures

Table 6. 1/n values of the plots of log x vs. log： 
Po2 in HO2O3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 (°C) 1/n Temperature (°C) 1/n

700 1/25 700 1/21. 7

750 1/22.7 750 1/20

800 1/20 800 1/20

850 1/17.9 850 1/17. 9

900 1/16.7 900 1/17. 2

950 1/16.1 950 1/16.1
1000 1/14.7 1000 1/15.6

고 볼수 있다. 1100 °c 이상의 온도영 역 에서 는 

약간의 비분해증발(nondissociative evaporation) 
이 일어나서 또한 data의 신뢰성 이 없었다. 앞 

에서 언급한 LnOi.m 의 a값이 Y2O3 인 경우 

0.03890~0.11749, H3O3 인 경 우 0. 02692~ 

0.10965 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LnOx 로 표시되 

는 z-값이 1.5＜〔z〈L75 범위에 속하는 P-형 반 

도체이다. 이러한 P-형 반도성은 산소압력의 증 

가에 따른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도 확 

인 할 수 있 다 Table 7 에 log a vs. log Po2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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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xygen pressure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at various temperatures

Temp(°C)
l/«

y2o3 HogOg

700 — 1/5.3
800 1/8.3 1/5.5
900 1/6.0 1/5.7

1000 1/5.3 1/6.5

부터 얻은 1侃값을 수록하였다.

Kroger 와 Vink" 는 삼산화물 전 기 전 도도의 

산소분압의존성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금속공 

위의 형성은〔皿'"〕》〔阪''〕이면 1侃 값이 1/5.3 
을 가지며 〔皿"'〕《〔%''〕이면 값은 1/4 
이 된다. 한편 틈새형산소의 형성인 경우에는 

〔0,"〕》〔(),•'〕이면 값이 1/6,〔(),•''〕《〔이이면 

1/”값이 1/4 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 이 론에 

따른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산화이트륨은 2 

가로 이온화된 산소틈새 형 (doubly inoized oxy
gen interstitial model) 이 고 산화홀뮴은 3 가로 

이 온화된 금속공위 모델 (fully ionized metal va

cancy model)로 결함구조를 설명 할 수 있다. 산 

화이 트륨은。2-틈새 형 , 산화홀뮴은 HS+공위 에 

의한 산소과잉의 비화학양론적 조성을 갖지만, 

중성상태의 산화물계에서 이들 결함을 형성할때 

전자가 trap 되며 전자가 빼앗긴 상태의 positive 
hole 을 형 성 하는 전자성 P-형 반도성 (electronic 
P-type semiconduction) 메카니 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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