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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m2O2 의 비화학양론적 조성과 전기전도도를 2Xl()T—lX10fatm의 산소압력과 700에서 

110어C의 온도에서 연구하였다. TmCh5+x에서 X값은 0.1004~0.011()의 범위에서 변하였다. 비화학양론 

적 조성의 생성 엔탈피는 5.40-4.71kcal/mole 이었으며, 전기전도도를 온도의 함수로 도시한 결과 활성 

화 에너지의 평균치는 1.65eV이었다. 전기전도도의 산소분압의존성은 직선성을 보였으며, 700^1100t. 

의 온도범위에서 o a P晚"3임이 밝혀졌다. 비화학양론적 조성의 생성과 전기전도도는 3+로 이온화된 

금속공위에 기인한다.

ABSTRACT. The nonstoichiometry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mzQ were studied in the oxy
gen pressure 2X101 —IX 10~4atm under the temperature ranges from 700 to 1100t. The x values of 

TmOis were varied in the ranges of 0.1004~0. 0110. The enthalpies of formation of the nonstoichiome- 

tric compounds were found to be 5.40—4.71 kcal/mole, and the average activation energy obtained 
from the plots of log conductivity vs. 1000/T was 1. 65 eV. The P02 dependencies of the electrical con
ductivity were found to be linear and. closely approaximated to o a P(^/5'3 in the temperature range 
700^1 lOOt?. The nonstoichiometry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re due to trivalent met시 vacancies.

서 론

일반적으로 Tm은 Tm2O3 형태의 산화물을 형 

성한다. 1 대부분의 금속산화물은 과잉금속(ex
cess metal) 또는 과잉산소(excess oxygen)를 

보이 는 비화학양론적 화합물 (nonstoichiometric 
comp이jnd)이 된다. 비화학양론적 화합물을 분 

류하면 주로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음이온 공위(anion vacancy)의 존재로 

인한 과잉 금속을 갖는 형，둘째는 틈새형 양 

이온(interstitial cation) 에 의한 과잉 금속을 갖 

는형, 셋째는 양이온공위(cation vacancy) 때문 

에 생기는 전기음성 성분(이ectronegative consti- 
tuent)을 갖는형, 넷째는 틈새형 음이온(inters- 

titial anion) 때문에 생기는 과잉의 전기음성 성 

분을 포함하는 형이 있다. Tm은 바닥상태에서 

4f13 5d° 6s2의 전자배열을 갖는다・ TimQ는 23 
50°C 이상의 온도에서는 H-type의 구조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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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그 이하에서는 C-type 결정구조를 갖는다.2 

H-type 구조는 A-Type에 까까운 육방정계(he- 

xagond이고, C-Type 구조는 각 금속의 6 개의 ■ 음 

이온에 둘러쌓인 입방정겨］(cubic)이다.

Wilbert와 그의 공동연구자는 TimQ가 산소압 

력이 감소함에 따라 1000—1200*의 온도에서 

활성화에너지가 1.65 eV이며. p형에서 n형으로 

전이가 일어난다고 발표하였다.財 또한 Rao와 

그의 공동연구자는 대부분의 희토류 금속산화물 

은 500j 600C의 온도에서 log a a vs. 〃「곡선 

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 

한，TrmQ의 얇은막(thin . film)이 구멍 형 (hole 
type) 전도성을 보인다고 Samsonov와 그의 공 

동연구자가 발표 하였다.& 이와같은 보고를 고 

려할때 TmzQ의 결함구조와 전기전도도 사이의 

정량적인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아직 발 

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게 변 

화의 측정에서 구한 비화학량과 전기전도도의 

측정에서 구한 값의 관계로■부터 결함구조와 

전기전도성 메카니즘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함 

에 있다.

실 험

본 연구에서는 Aldrich 사제 99.999%의 순도 

를 갖는 Tm2O3 분말을 사용하여. 2 tons/cm?의 

압력으로 약 0.02cm와 0.3cm의 두께를 갖는 펠 

렛(pellet)을 제조하였다. 이 펠렛을 HOOt, 대 

기압하에서 48시간 가열하여 소결 (sintering) 시 

킨후 상온으로 급냉 (quenching) 시켰다. X—선 

회절법으로 분석한 결과 격자상수 a=10.48 A 
인 입방정계 (cubic) 임을 확인하였다. 0.0150g의 

무게를 갖는 0.02cm 두께의 펠렛은 비화학양론 

적 조성에 관한 연구에 사용하였다. 0.3cm 두 

께의 펠렛은 표면을 연마지로 잘 갈고 0.9X0.5 
XO.SciH1 의 크기를 갖는 직육면체형으로 만들어 

서「2mm 간격으로 네개의 구멍을 파고 4.단자 

접촉(four probe contact) 시 켜서 전기전도도 측 

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비화학양론적 조성 측정장치는 온도조절을 위 

한 전기로장치(furnace .assembly)와 산소압력을 

조절하는 진공장치(vacuum system) 및 자기 석 

영 마이크로 천칭"(magnetic quartz microbala- 
nce)으로 되어 있다. 이 마이크로 저울은 지름 

O02cm의 석영봉으로 구성되며, 이 봉을 지름 

0.0025cm 의 텅스텐 줄위에 고정시켰다. 저울 

비임의 한끝에는 시료용기를, 다른 끝에는 영구 

자석 (magnetic bar)을 석영 (quartz)으로 봉하여 

매달았다 • 그 영구 자석은 솔레노이드 (sole- 
noid)의 중앙에 놓이며, 솔레노이드의 전류변화 

에 따라 상하로 움직 인다.적기 전도도는 4단자 

접촉법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으로는 백금선을 

사용하였다. 4개의 백금전극중 내부 2개는 전 

위겨】 (potentiometer)에, 외부 2 개는 전류계(ele

ctrometer) 에 각각 연결하여 독립적으로 전위차 

. 와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였다.9 전위차는 Leed

& Northrup Co. 의 K-4 potentiometer로 전류는 

Keithley instrument 610B electrometer로 측정하 

였다.

결 과

모든 펠렛은 비화학양론적 조성과 전기전도도 

사이의 관계를'연구하기 위하여 같은 조건하에 

서 열처리 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무게 

증가(weight gain)로 부터 TmChf 로 표시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펠렛 제조 후 소결과정 

에서의 무게변화를 &라 하면, TmO 1.5+払로 

표시되는 화학식에서 X。는 다음과 같다.1。

AW M(Tmq)
X。=--- X ---------------

ws 2A,

여기서, AW는 소결한 다음 시료의 무게중 

가, W，는 소결전의 시료의 무게, A„는 산소의 

원자량, M은 TrmQ의 분자량이다. 대기압하에 

서 48시간 동안 소결시킨 펠렛의 무게 증가는 

실험전에 구한 보정곡선의 식인 AW =0.000105 
A+5X10'로 부터 계산되었다. 무게중가의 평 

균치를 구한 결과 為 =0.0289이었으며, 따라서 

소결하여 얻은 시료의 화학식은TmCh.旳으로 쓸 

수 있다.

각 산소압력하에서 700t에서 llOOt까지 온 

도를 상승시키면서 얻어지는 무게의 증감을 x„ 
라 하면 TmOgf 로 쓸 수 있고 x°도 x„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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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X values in TmOi.5+x at several tempera
tures under various oxygen pressures

Temperature(t)
Oxygen Pressure(atm)

2X101 IX102 IX103 1x10"

700 0.0430 0.0249 0.0161 0.0110
800 0.0565 0.0329 0.0202 0.0135
900 0.0692 0.0396 0.0253 0.0160

1000 0.0835 0.0481 0.0295 0.0194
1100 0.1004 0.0591 0.0354 0.0228

Table 2. Enthalpies of formation of the nonstoi- 
chiometric compositions under various oxygen pre
ssures

Oxygen Pressure 
(atm)

Enthalpies of formation 
(Kcal/mole)

2〉U(尸 5.40
IX io2 5.31
1X10-3 4.99
IX 1(尸 4.71

oxygen presFig. 1. Log x vs. 1000/T at various Fig. 2. Log x vs. log P02 at various temperatures.

sures.

은 계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에서 얻어진 비화학양론적 조성식은 TmOL5«>+. 
로 쓸 수있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수록하였다. 

각 산소입력하에서 logxvs. 1000/T를 도시한 것 

은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들 직선의 기 

울기로 부터 TimQ의 과잉 산소 생성엘탈피 

(enthalpies of formation of excess oxygen, 
AH)를 계산한 값들을 R枷 2 에 수록하였다. 

한편 일정한 온도에서 산소압력 변화에 따른 

시 료의 무게 변화로 부터 log X vs. log p02* 도 

시한 것올 Fig. 2에서 보여준다. 이들 직선의 

식인 log x=l/n log Po^ + C에서 기울기 1/n 값 

을 계산하여 Table 3에 수록하였다.

Table 3. 1/n values of the plots of log(x) vs. log 
(P02)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 (t) 1/n value

700 1/5.6
800 1/5.3
900 1/5.2

1000 1/5.2
1100 1/5.2

전기전도도는 시료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four probe 중 내부 두 전극간애 걸리는 전압을 

주어진 조건애서 측정한 다음식올 사용하여 계 

산하였다."

Vol. 33, No. 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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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식에서。는 전기 전도도(ohm‘• cm」), I는 

시료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V는 내부 두 전극 

에 걸리는 전위차, S는 전극간의 거리를 각각 

나타낸다. 주어진 산소압력하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 값을 얻어 log。vs 1000/T 
를 Fig. 3 에 도시하였다. 이들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구한 평균 활성화를 에너지는 1.65 eV 임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어진 온도에서 산소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log X vs. logPoz를 Fig. 4에 도시 하였다. 이 들 

직선의 기울기 에서 계산한 1/n 값을 Table 4에 

수록하였다.

고 찰

각각의 산소압력 및 온도하에서의 X값이 Ta

ble 1에 수록되어 있으며, TmChs에서 X값은 

0.0110-0.100421 범위에서 변화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LnQ로 표시되는 희토류 금속산화물에 

서 X 값이 L 5—L 75 범위의 조성을 갖는 경우 

에는 p- 형 반도성을 나타내며 , *값이 1.25-L

Table 4. 1/n values of the plots of log(o) vs. log 
(P02)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ature(t：) 1/n value

700 1/5.4
800 1/5.4
900 1/5.4

1000 1/5.2
1100 1/5.2

5 범위의 조성을 갖는 경우는 n-형 반도체의 특 

성올 나타낸다.5 따라서 TmQa는 산소과잉인 P- 
一형 반도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온도상 

승에 따라 비화학량 %값이 증가하는 것은 P- 
형 반전도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Fig. 1 에서 보듯이 log r vs. 1000/T의 그림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값은 중가하며 직선 

관계를 나타낸다. 이 직선의 기울기에서 계산된 

비화학양론적 조성의 생성엔탈피(AH,)는 Table 
2에서 보듯이 모든 실험구간에서 양의 값을 가 

지며 산소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그 값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TimQ에 대해서 

과잉의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이 흡열과정 임을, 

나타내며, 산소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비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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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비화학양론적 조성 

의 산소압력 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如
TimOKs) + 1/n O2 = Tm2a(s) + Vm + 2/n 0 

(lattice) (1)

[Vm]은 격자내에서 금속공위의 몰분율이다. 화 

학평형의 법칙에 의하여, 평형상수(Ki)와 산소 

압력 (Pc”) 사이에 관련을 지으면 다음의 식을 

얻는다.

Ki=[ Vm]/p021/n (2-1)

또는

[Vm]=Ki •PoU'" (2-2)

X값은 [Vm]에 비례하므로

X a [Vm] (3)

(2)、(3)에서

x a K! • Po21/n (4)

을 얻는다.

Fig 2 에서 log x vs. log Pg를 도시하였으며 , 

일정한 온도에서 x 값은 산소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각 직선의 기 

울기 에서 구한 1/n 값은 Table 3에서 보듯이, 1 
/5.6~1/5.2의 범위를 갖는다. 이것은 비화학양 

론적 조성의 형성이 식(1)의 메카니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X 값의 산소압력 의존 

성에서, TrmQ 가 p—형 반전도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기전도도는 비화학양론적 조성 

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산소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화학양이 증가하고, 

금속공위가 증가한다. 그 공위에 기인하는 양전 

하구멍(positive hole)이 생성된다.”" 따라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게 된 

다. Fig. 3에서 보듯이 log o를 1000/T 에 대하 

여 도시하면 전기전도도의 온도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직선의 기울기에서 구한 평균활 

성화 에너지는 1.65 eV 이었고 Choi등의 값 1. 

48-1.51 eV 보다는 약간 크며 % Wilbert 둥의 

값 1.65 eV 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3
금속공위의 형성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3 3
—Q — 0„+Vmln + 3h (5)
4 2

여기서, 0。는 격자산소, &는 전자구멍이고 

Vm'.은 3가로 이 온화된 금속공위 이 다. 3가로 

이온화된 금속공위의 전하를 P라고 하면 P=K, 
[Vm”]이고,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다.

P=K，. Po严 (6)

전기전도도 식인 ° = p・qw(T)에서 전하 q와 

hole mobility u(T)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o = KPo2 如 (7)

즉,

a a PO21/5'3 (8)

이다.

Fig. 4의 log a vs. log P02 의 직선관계로 부터 

구한 1/n 값을 Table 4 에 수록하였다. Fig. 4에 

서 보듯이 산소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시료가 p—형 

반도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1/n 값은 1/5.4-1/
5.2 의 범위를 가져서, 이론값인 1/5.3 값과 거 

의 일 치 한다. 또한, Table 3에 주어 진 비 화학 

양론적 조성의 산소압력 의존성에서 구한 1/n 
값도 이론치인 1/5.3 값과 거의 일치한다. 또 

한, Table 3에 주어 진 비 화학양론적 조성 의 산 

소압력 의존성에서 구한 1/n 값도 이론치인 1/
5.3 값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시 료인 TmQs는 3가로 이 온화된 금속공위 에 

의 한 양전하구멍 형 (positive hole type) 반도체 라 

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1987년도 문교부 기초과학육성 연 

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으로 문교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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