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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화학량론적 화합물 CeOi의 비화학량 *값과 전기전도도를 颇~1200°(：의 온도 범위와 2X 
10T~lX10Tatm의 산소분압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결함생성 엔탈피는 흡열과정임을 보이며 산소분압 

의존성 또는 1/» 값은 一1/3.18~ —1/3.69까지 변하였다. 전기전도도의 활성화에너지와 1/如값은 각각 1.75 
eV와 一1/4이었다. 비화학량X값, 전기전도도。값 및 열역학적 데이타로부터 이산화세륨의 결함구조는 1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이며 과잉금속이 전도성 전자주게의 역할을 하는 형 반도체이다•

ABSTRACT. The x values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he nonstoichiometric compounds CeO2-t 
have been measured in a temperature range from 600 to 1200°C under oxygen partial pressure of 2X 
10_1~lX10-4atm. The enthalpy of the defect formation shows an endothermic process with the oxygen 
partial pressure dependence (l/„ value) of -1/3.18— -1/3.69. The activation energy and 1/m value 
for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re estimated as 1.75 eV and 一 1/4,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x values, 
the。values, and the thermodynamic data, the defect structure of the ceria seems to be the formation 
of singly charged negative oxygen vacancies. The ”-type semiconducting behaviors could be explained 
by the presence of excess metals in the lattice as the conduction electron donor.

서 론

대부분의 란탄계원소가 3+의 산화상태일 때 열 

역학적으로 안정하여 M2O3 인 이삼산화물(sesquio- 
xide)의 형태를 갖는데 비하여 C의 전자배치는 

妒5*&2으로서 이론상 1+에서 4+까지의 모든 산 

화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중 2+, 3+ 및 4+가 

실제로 안정하며, 이삼산화물(CeQ)로부터 세리아 

(CeO2)까지 넓은 범위에서 비화학량론적 조성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CeOi^is, CeOi.778 
및 CeOi,714 등이 보고되어 있다. 세륨의 산화물 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CeO2와 CezQ로서 CeO?는 형석 

(fluorite) 구조를 가지고 CeQ는 육방형 A-형 단 

순입방형 C-형의 상태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산화 세륨에 대해서 Brauer 등'과 Bevan 등2은 

685X 이상에서 큰 비화학량을 가지며 1023r 이상 

에서는 CeCh,8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Cei+,0 
2로 비화학량을 표시할 때 '의 산소압력 의존성은 

-1/2~一1/3의 범위에서 변한다고 보고하였다. 

Kevane'은 CeO? 의 주결함구조는 중성산소공위 

(neutral oxygen vacancies)와 그것의 부분적인 이 

온화 때문이라고 하였다. Brauer와 Gingerich^는 

CeO2 결정의 격자상수가 비화학량의 증가에 따라 

함께 커지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고, 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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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구조는 금속의 틈새형（interstitial） 모델로 설명 

하였다.

Kofstad와 Hed&는 Bauer와 Bevan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비화학량，가 0.005勺＜0.05일 때 비화학 

량의 산소분압 의존성은 一1/2~1/3의 값을 가지며 

이는 1가와 2가로 하전된 틈새형 세륨이온에 의한 

것이며 ,《0.005일 때는 一1/4〜一1/6의 값을 갖고 

이는 1가와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CeQ의 비화학량론은 모두 

冲-형의 반도체임을 동의하면서도 그 주결함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산화세륨의 전기전도도는 2+와 3+ 이온의 

첨가에 따른 이온성 전기전도가 발견됨에 따라 그 

방면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순수한 이산화 

세륨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7~i2. Blumenthal과 Hofmaier®는 987~1200°C의 

범위에서 전기 전도도의 산소압력의존성이 一1/5.7이 

라고 보고하였으며, Greener"는 800~15N°C의 더 

넓은 범위에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그 산소압력 

의존성이 一1/5라고 보고하였으나, 이들은 전기전 

도성 메카니즘을 설명할 수 없었다. Tuller와 No- 
wiclL은 순수한 이산화세륨의 전기전도도는 산소 

분압의 一1/4에 비례하며 이는 산소공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CeOz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으나 CeO2 X 
로 나타내는 비화학량론적 조성과 그에 따른 전기 

전도성의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체계적으 

로 진행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산소압력에 따라 CeO",의 비화학량（X값）과 전기전 

도도（。값）를 측정하여 *값의 온도와 산소분압 의존 

성으로부터 각각 결함 생성엔탈피（△耳）와 산소분압 

의존도（1/如）를 얻었다. 유사한 조건에서 전기전도도 

의 온도와 산소분압 의존성을 측정하여 각각 전기 

전도도의 활성화에너지 （Es）와 1/M 값을 얻었다. 이 

들 데이타를 비교분석하므로서 결함의 본질, 형성 

메카니즘 및 비화학량론적 전기전도성 메카니즘을 

규명하여 비화학량론적 세리아의 고체론을 정립하 

고자 한다.

실 험

본 연구에서는 Aldrich사의 순도 99.999%의 CeO2 

분말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였다. 열처리로 수분과 

흡착된 기체를 제거하고 3ton/cm2의 압력으로 압 

축하여 비화학량과 전기전도도 측정용 펠렛（두께 

0.29 cm, 직경 L29cm）을 만들었다. 이것을 600°C 
에서 3시간 그리고 1200°C에서 24시간 소결하고 

급냉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a. 시료의 소결 전후에 

X-선 회절분석으로 CeQ는 a=5.4108A의 입방정 

계인 형석형의 산화물임을 확인하였다.

비화학량의 측정장치”는 특수하게 고안한 석영 

마이크로 천칭을 사용하였으며 그 천칭이 장치된 

시료 용기의 온도조절을 위한 전기로 가열장치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진공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석 영천칭의 부력효과（buoyancy effect） 
를 보정하여 눈금메기기를 수행하였다. 또한 표준 

무게의 추들을 사용하여 석영 천칭의 높이 변화를 

질량변화로 환산하는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그렸다. 여러가지 조건에서 각 시료에 대한 석영천 

칭의 높이 변화를 질량변화로 환산하여 시료의 비 

화학량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마이크로 

천칭은 △附） = 8.69X10-5 X/i（所m） + 7.51Xl0-6 

의 보정식을 갖는다. 가열시에 비분해 증발로 인한 

질량측정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쪽이 막힌 

가는 석영관 튜브에 얇은 시편으로 넣고 그 입구를 

최소가 되도록 오무렸다. 비화학량의 측정은 산소 

분압 구간 2X10T〜IX IO-* atm과 온도구간 600- 
1200°C에서 실시하였다.

전기전도도 측정은 전류와 전압을 각각 독립적으 

로 측정하는 표준사단자법 （standard four probe DC 
technique）을 사용하였고 Laplume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전기전도도는 Keithley사의 model 

236 Source Measured Unit를 사용하여 일정한 세 

기의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 V를 독립적으로 기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화학량론 측정에서와 같은 

산소분압과 온도구간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주어진 

일정한 산소압력 하에서 온도는 l°C/min 속도로 

상승시켰고, 100°C 마다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온도에서 산소압력을 변화시 

키면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에 전하가 

축적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시 전류의 방 

향도 바꾸어 주고 측정한 때에만 전류를 흘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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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비화학량 측정은 600~1200°C의 온도 

범위와 2X1OT~1X1OT atm의 산소분압 범위에서 

수행하였으며 석영마이크로 천칭을 사용하였다. 상 

온 상압에서의 시료의 질량과 주어진 온도와 압력 

에서의 시료의 질량과의 변화를 천칭의 높이변화로 

검정곡선을 통해 얻는다. 그 질량변화 AW를 이용 

하여 CeO2T(CeO2-5+/>)의 비화학량 a를 계산하였 

다. 이때 必는 소결시킨 펠렛시료가 함유하는 비화 

학량으로 一0.18127이다. 또한 은 아래의 수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x,= 一必 XM(O)一

단, 여기서 必는 사용한 시료의 질량, AMCeQ)는 

CeOz의 화학식량 및 M(O)는 산소의 원자량을 나 

타낸다.

실험결과 Ce02r 의 시료에서는 질량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다시 CeO“187T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온도의 변화에 따른 비화학량의 변화는 F讶.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화 

학량은 증가하였다. 온도의 변화에 대해 비화학량의 

변화는 좋은 직선관계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들 

직 선의 기 울기로부터 CeOi£187T의 비화학량이 나 

타내는 결함생성엔탈피를 계산하여 Table 1에 수록 

하였다. 모두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결함의 

생성과정이 흡열과정임을 나타낸다. 일정한 온도에 

서의 산소압력에 따른 비화학량의 변화를 R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비화학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비화학량의 산소압력 의존성 또는 1加 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온도 상승에 

따라 1仞 값은 一 1/3.18~ —1/3.69의 범위에서 변

1OOO/T (K)
Fig. 2. Plot of log x' vs. log P02 at various temperatu- 
res.

Fig. 1. Plot of log xf vs. 1000/T under various oxygen 
partial pressures.

Table 1. Enthalpies of formation of the nonstoichio- 
metric compositions under various oxygen pressu
res

Oxygen pressure
(atm)

Enthalpy of formation 
(kcal/mol)

IX IO-2 2.26
1X10-3 1.66
1X10 4 1.52

Table 2. 1/n values of the plot of log x' vs. log 如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 (°C) 1/n value

600 -1/3.18
700 -1/3.34
800 -1/3.49
900 -1/3.53

1000 —1/3.54
1100 -1/3.54
1200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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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ot of log conductivity vs. 1000/T under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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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tivation energies of the electrical conduc
tion under various oxygen pressures

Oxygen pressure
(atm)

Activation energy 
(eV)

2X107 1.75
IX 1(厂 2 1.74
1X10-3 1.76
1X10 4 1.76

Log W

Fig. 4. Plot of log conductivity vs. log at various 
temperatures.

Table 4. 1/n values of the plot of log g vs. log 如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 (^C) 1/m value

600 -1/4.07
700 -1/3.98
800 -1/3.97
900 -1/4.17

1000 -1/4.17
1100 -1/4.16
1200 -1/4.20

함을 알 수 있다.

각 산소압력에 대하여 전기전도도의 아레니우스 

도시는 F沮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 상승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1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비화학량이 증가한 것과 같은 경 

향을 보이며 이로부터 비화학량의 발생으로 전하운 

반 입자가 많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전기전 

도도의 활성화에너지는 약 1.75 eV로서 일반적인 

희토류 금속 산화물의 활성화에너지와 잘 일치하는 

값이다20. 산소분압의 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변 

화를 F讶.4에 도시하였다. 산소분압이 낮아짐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尸议. 2의 

산소분압이 낮아짐에 따른 비화학량의 증가와 일치 

한다. Fig. 4의 직 선의 기울기로부터 전기 전도도의 

산소분압 의존성 또는 1/”값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수록한 바와 같이 약 一1/4임을 

알 수 있다.

산소분압의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CeOi는 형의 반 

도체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의 반도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산소의 부족으로 산소공위가 발생 

하거나 금속과잉에 의한 전도성 전자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본 실험에서는 비화학량을 시료의 질량감소로부터 

측정할 수 있었고 이것은 산소공위의 발생으로 전 

도성 전자의 발생에 기인하는 형 반도성이라 생 

각된다.

이때 산소공위의 생성에 관한 식을 Kroger 표시 

법23으로 주요 결함모델을 가정하여 결함구조를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K
0。守竺 1/20+ 橢 CK] =k『0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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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중성의 산소공위(K)가 생성되면서 산소가 

발생하는 반응식이며 중성의 산소공위에 잡힌 2개의 

전자가 주개(donor)로서 활성화되는 반응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다.

K垒K+。’幻/日］ ⑵

K 竺邛;+e'［以=电1勺/日］ (3)

여기서 S은 전자의 농도 峠, K 및 冗은 각각 

중성, 1가 및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의 농도를 나 

타낸다. 전기중성의 원리에 따라 다음식이 만족되 

어야 한다.

］ = g + g ⑷

위 식 ⑴〜⑷을 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3=K既0厂''2(2长3+ 如) (5)

만약 1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의 양이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에 비해 우세하다면, 이 되고

윗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 = yCA)1/2 R&F (6)

전기전도도(<j)를 전자의 농도(如), 전하량(e) 및 전자 

의 이동도(mobility, 卩)로 표시하는 다음의 식에 식 

(6)을 대입하면

o—nefi (7)
。=侄成沪2叩(8)

과 같은 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전기전도도의 산 

소분압 의존성은 다음의 식 (9)와 같이 된다.

。8&次 (9)

만약 식 (5)에서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의 양이 우 

세하다면, ［而»卩京이고 식 ⑼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gPL (10)

식 (9)와 (10)에서 1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우세한 

경우의 전기전도도의 산소압력 의존성은 一1/4이고，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우세한 경우의 산소압력 

의존성은 一1/6임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전 

기전도도의 산소분압의존성이 一 1/3.9~ — 1/4.2의 

값을 나타내어 이론치 一1/4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세륨의 주결함구조는 1 
가로 하전된 산소공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소공위에 의한 금속과잉이 전도성 전자를 주는 n- 
형 반도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리 

아의 비화학량과 전기전도도의 온도 및 산소분압 

의존성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서 결함의 본질과 비화 

학량론적 반도성 메카니즘을 확정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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