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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uirS乌CoQ—y계에 대한 각 조성의 시료를 11501 대기압하에서 일정량의 반응흔합물을 가열 

하여 합성하였고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고용체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X-선 회절분석 결과*=0.00과 

0.25 조성의 화합물은 뒤틀린 orthoferrite형의 사방정계이고 为=050과 0.75는 단순 입방정계이고 *=L00은 

brownmillerite형의 사방정계이다. CS+ 이온의 양h값)은光=0.50에서 최대가 되고 산소공위는工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합성된 화합물에 대한 C/+ 이온의 몰비와 산소 비화학량을 결정함으로서 합성된 각 조성의 

화합물에 대한 비화학량론적 화학식을 결정하였다. 페롭스카이트 구조의 팔면체자리에 존재하는 Co3+ 이온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낮은 스핀상태에서 높은 스핀상태로의 전이가 일어난다. 이에 따라 자기측정 결과 

각 시료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유효자기모멘트가 증가한다. EuCoO&oo의 경우 팔면체자리에 존재하는 CS十 

이온은 산소이온을 매개로 하여 이웃한 Co3+ 이온과 반강자성 간접상호작용을 한다. I값이 증가하면 Co3+- 
O*-Co4+의 강자성 상호작용에 의해 务의 절대값이 감소하고 결국 光=0.50에서는 양의 缶값을 갖는다.

ABSTRACT. A series of samples in the Eui-xSgCoO3-? system has been prepared by heating the 
proper amount of reactant mixture to 1150 fc under an ambient atmosphere, and the 농olid solutions 
are identified by X-ray powder diffraction analysis. The crystal system of samples for the compositions 
of x—0.00 and 0.25 are found to be orthorhombic whose local symmetry is similiar to the distorted 
octahedra with orthoferrite type one, whereas those of x=0.50 and 0.75 to be the cubic system, and 
that of r=1.00 to the orthorhombic similiar to be the brownmillerite type. The amount of Co4+ ion 
(r value) is maximized at the composition of 先=0.50, and the oxygen vacancies increase with the x 
value. The nonstoichiometric chemical formula of each compound could be determined from the mole 
ratio of Co4+ ion and oxygen vacancies. The Co3+ ion located in octahedral site has spin transition from 
low spin to high spin state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Therefore, the effective magnetic moment of 
each samples obtained from the magnetic measurement is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temperature. 
The EuCoO^oo has strong antiferromagnetic interaction between the neighboring Co3+ ions through the 
intermediate oxygen ions. With the increasing r value, the absolute 缶 value is decreased by the ferromag
netic interaction of + and thus the % has positive value at x—0.50.

유용한 물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尸书

ABQ로 표현되는 페롭스카이트 물질은 강유전성 LnCo03의 경우 자기적 전기적 성질 둥의 물성은 Co
을 갖는 BaTiQ의 합성이 성공한 이후 독특하고 이온의 산화상태, 산소이온을 매개로 한 C。이온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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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상호작용 및 산소공위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갖고 조성식이 ACoO3-/A 
= 알칼리토금속 또는 희토류 금속)인 코발트 산화 

물의 경우 고스핀(high spin, 叩*)과 저스핀(low spin,
Co3+ 이온간의 에너지 차이는 0.08eV 이하로써 

온도 변화에 따라 스핀상태 변화가 가능하다.話 Rajo- 
ria。는 LnCo03(Ln=La, Nd, Gd, Ho 및 Er)에 대한 

자화율을 측정하였고 NdCoCB의 경우 1/X대 T 그 

래프에서 평면(plateau)이 400~600K의 온도 범위 

에서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는 고스핀상태 (high 
spin state)와 저스핀상태(low spin state)의 Co3+ 
이온의 단거리 질서화(short range ordering) 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Mdssbauer 분광분석을 

통하여 200 K 이상에서 Co" (high spin state)로부터 

Coni(low spin state)로의 전자전달(electron trans- 
fer)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CS+와 Co4+ 이온이 형 

성된다고 보고흐]였다. Raccah와 GocHenough，에 의 

하면 이와 같은 전자전달을 통하여 LaCoQj의 경우 

전기전도도 측정을 통하여 1210.K에서 금속성(me
tallic) 으로의 1차 전이(first order transition)/} 일 

어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자전달 과정에 의해。* 띠(baimd)의 넓어짐이 일 

어나고 1210 K에서 峑 준위(level)가。* 띠에 포함 

되면서 1차 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mu LnCoO3(Ln: La, 

Nd, Gd, Ho 및 Y) 시료의 경우 반도성-금속성 전 

이는 1차 전이가 아닌 고차전이(higher-order tran- 
sition)로 표현된다고 보고되었다. Co3+ 이온의 

t 场*"의 전이에 의해 eg 준위는 collective。* 띠를 

형성하고 온도 상승에 따라 0* 띠와 n* 띠가 넓어 

진다. 결국 띠 겹침 (band overlapping) 의해 La- 

CoQ는 385~570K에서 GdCoQ는 490〜770 K에서 

각각 금속성으로의 고차전이가 일어난다.

SrCoO2.5는 시료제조시의 조건에 따라 브라운밀 

러릿 (brownmillerite) 또는 육방정계 (hexagonal) 형의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갖는다. 고온상인 SrCoQs는 

브라운밀러릿 구조이고 Neel 온도는 550 K로 보고 

되었다.12,13

LnCoQ의 Ln3+ 이온 자리에 SF+ 또는 Ca2+ 이 

온을 치환하게 되면 Co4+ 이온의 형성 또는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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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의 형성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EuCoO3의 

Eu3+ 이온자리에 Sr자 이온을 치환하면서 고용체를 

합성하고 각 시료에 형성된 C/+와 Co,+의 혼합원 

자가 상태를 분석하고 자화율을 측정함으로써 팔면 

체 자리 또는 사면체 자리에 위치하는 Co 이온의 

온도 변화에 따른 스핀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분석과 관련시켜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논의하고자 한다.

실 험

시작 물질로써 Eu2O3, SrCO3 및 Co(NO3)3-6H2O 
의 적정량을 평량하여 혼합하고 EuirSr,CoC)3r(X 

= 0.00, 0.25, 0.50, 0.75 및 1.00) 계의 각 조성에 해 

당하는 고용체를 합성하였다. 이들 혼합물을 묽은 

질산용액에 녹인 후 이 용액을 열판(hot plat)에서 

가열하고 모래중탕(sand bath)에서 건조시킨다. 이 

분말을 잘 연마한 후 8001 에서 약 4시간 동안 가 

열한다. 이를 다시 잘 연마(grinding)한 후 12001 
대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가열한다. 균일상의 고용 

체가 합성될 때까지 평량, 연마 및 가열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CuKa선을 이용한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각 

시료의 고용체 합성을 확인하였고 격자상수 및 결 

정구조를 확정하였다. 온도에 따른 상전이 또는 무게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300〜 100018] 온도 

범위와 대기압하에서 DTA(differential thermal 
analysis)와 TGA(thermo-gravimet trie analysis)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내의 코발트이온의 산화상 

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시료를 산성의 KI용액에 

녹인 후 KMnQ를 이용한 산화 환원 적정법으로 

적정하였다. 이 적정을 통하여 전체 Co이온에 대한 

Co4+ 이온의 몰비, 산소공위 및 비화학량론적 화학 

식을 결정하였다. 자화율 측정은 Faraday 저울과 

DSM(Differencial Scattering Magnetometer)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자기 측정은 100~800K의 

온도범 위 와 대 기 압하에 서 실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X-선 회절 분석 결과 x=0.00과 0.25의 조성은 

오르토페라이트(orthoferrite)형의 뒤틀린 페롭스카

1995, Vol. 39,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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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value, y-value, and nonstoichiometric che
mical formula for the Eih-*Sr*CoC)3->, system

Table 1. Lattice parameters, reduced lattice volume, 
and crystal system for the Eui-jSgCoOs-, system

60

X 
value

Lattice parameter (A) Reduced
Crystal system

a b c
lattice 

volume 
(A3)

0.00 5.254 5.372 7.472 52.728 Orthorhombic
0.25 5.311 5.351 7.449 52.922 Orthorhombic
0.50 3.824 — — 55.923 Cubic
0.75 3.840 — — 56.622 Cubic
1.00 5.433 15.634 5.534 58.766 Orthorhombic

x t y Nonstoichiometric chemical
value value value formula

00
25
50
75
,00

n5 
L

00
13
32
18
04

00
06
09
28
48

EuCoChoo

Euo.75Sro25Co3+o^?Co4+0.13O2.94

EUo.5oSro.5oCo3+o.68Co4+03202.91

Eu°・25Sro.75Co"o・82Co서、18()2.72
SrCo3 + 0.96*4+004O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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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ot of reduced lattice v시ume vs. composition 
(r) for the Eui-xSrxCoO3-j- system.

이트 구조를 갖는다. *=0.50과 0.75의 조성은 입방 

정계, * = 1.00 의 조성은 브라운밀 러 릿 (brownmillerit) 
의 사방정계 구조를 갖는다. X-선 회절분석 결과 각 

조성에 대한 격자상수, 환산격자부피 및 결정 구조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환산격자 부피는 F讶.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는 Eu3+ 자리에 이온반경이 큰 SK+ 이온이 치 

환됨에 따라서 단위 격자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학분석 결과 *=0.00 인 경우는 EuCoOaoo의 화 

학량론적 조성을 가지고 그 외의 다른 *값에 대응 

하는 조성의 시료는 모두 비화학량론적 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분석 결과 Co4+ 이온의 몰비 인 

l 값, 산소 비화학량인 少값 및 비화학량론적 화학

0.00 0.25 0.50 0.75 1.00 

ComposHion(x)

Fig. 2. Plot of the r and y values vs. composition (r) 
for the Eui-xSrxCo03-, system.

식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4+ 이온의 몰비는 xVO.50에서는，값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0.50에서 최대 값을 나타 

낸다. *>0.50에서는 Co4+ 이온의 생성보다 산소공 

위의 생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t값은 *값에 따라 감 

소하고 산소 비화학량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열분석 결과 x=0.00-0.75 조성들인 화합물은 

1000 K까지 어떠한 상변화와 무게 변화도 관찰할 수 

없었다. 즉 1000K까지는 산소 등 어떠한 이온의 

해리 (dissociation)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결과로부 

터 상온에서 측정한 t값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성이 x=LOO인 시료는 920 K 
근처에서 발열 피이크를 나타내는데 이는 고온상 

구조인 사방정계와 저온상 구조인 육방정계간의 온 

도에 따른 결정학적 상전이 (crystallographic phase 
transition)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nm”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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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ot of 1/XM vs. temperature for the Eui-xSrx- 
CoO3-j (O0OMYO.75) system under an atmospheric 
air pressure.

자기측정 (magnetic measurement)은 100~800K 
의 온도범위에서 수행하였고 그 결과 온도에 따른 

역자화율(1/Xm)의 변화를 Fig. 3, 4애 나타내었다. 

EuCoCf 계는 1/0대 丁의 도시에서 온도에 따라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450 K 이 

하로써 1/Xm이 온도에 따라서 직선성을 나타내는 

구간, 둘째 450~710K의 1/加이 온도에 대하여 감 

소하는 구간 및 세째 710 K 이상에서 1/扁이 다시 

증가하는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Raccah 와 Goode
nough0!] 의하면 LaCoQ는 500~ 700K에서 고스핀 

상태와 저스핀상태의 Co’+가 단거리 질서(안iort-ra- 

nge ordering)를 이루는 구간으로써 1/Xm대 온도 

그래프에서 플래토(plateau)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7 EuCoO3에서도 마찬가지로 450〜710 K에서 

Co" 이온간의 단거리 질서가 일어나는 구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이가 일어나는 450—710K 
구간에서 열분석 결과 1차 전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전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자기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전이 

는 고차전이(higher order transition)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25~0.75인 조성들의 시료에서도 EuCoQ와 

마찬가지로 약 500- 600 K 구간에서 1/Xm대 온도 

그래프에서 플래토가 나타난다. 1/X대 온도 그래프 

에서 이러한 전이 구간을 중심으로 높은 온도구간과 

Tempwatur리 K)

Fig. 4. Plot of 1/Xm es. temperature for the SrCoOg^ 
system under an atmospheric air pressure.

Table 3. Magnetic susceptibility parameters and effec
tive magnetic moment of the EuirSnCoChr system

te value Temperature 
range (K)

0.00 T<400
0.25 TW470

T2600
0.50 TM480

T2600
0.75 TM350

TA650
l.OO T2680

31
43
98
13
3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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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도 구간에서의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Curie-Weiss의 법칙에 따른 도시로부터 얻은 Curie 

상수(C), 상자성 Curie 온도(或, 유효 자기모멘트 

(剛)를 온도구간에 따라 Table 3에 수록하였다. Co3+ 
이온은 고스핀상태(high spin state)와 저스핀 상태 

(low spin state)간의 에너지 간격이 매우 작기 때 

문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스핀상태(知%/)에서 

고스핀상태(奴4&2)로의 전이가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저온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고온영역에서의 유효 자 

기모멘트가 증가하는 것은 Co3+ 이온의 고스핀상태 

로의 전이에 의한 것이다. 500〜600K 구간에서의 

플래토는 Co3+ 이온의 고스핀상태와 저스핀상태 간의 

단거리 질서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상자성 큐리 온도(paramagnetic Curie tempera

1995, Vol. 39, No. 7



512 柳匡鉉-閔智榮、呂鐵鉉

ture; 4）는 C°4+ 이온의 몰비인 I값에 비례하여 증 

가한다. 그 I값이 가장 큰 无=0.50인 조성에서는 缶가 

양의 값（positive value）을 나타낸다. EuCoChoo의 

자기적 성질은 산소 이온을 매개로한 Co 이온간의 

Co3+-O2--Co3+^] 반강자성 상호작용｛antiferroma
gnetic interaction）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4 그러나 

Co4+ 이온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Co 이온간의 상호 

작용은 Co"-。2--Co11 十의 강자성 상호작용《ferro

magnetic interaction）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Co3+ 이온간의 반강자성은 C/+ 이온이 형성됨에 

따라 Co" 이온과의 강자성 상호작용에 외해 약해 

지고, 그에 따라서 %의 절대값이 작아지고 결국%= 

0.50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 연구비（과제번 

호 89P306-02-3）의 지원에 의한 1991년도 연구 

결과이므로 과학재단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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