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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H9NH3)2Pbl4^ 본래 Pbl2 삽입 화합물(inter
calation compound)의 물성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가 

지 아민을 삽입시키던 중, 그 과정에서 합성된 물질 

이다. 일반적으로 Cd【2구조라 불리는 Pb【2는 내부에 

빈 공간을 갖는 층상구조로써 여러 guest를 삽입시 

키기에 매우 좋은 host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Pb【2는 

에너지 갭이 약 2.3 eV인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 

에 guest를 삽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갭의 변 

화를 보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Pbb는 약 

400°C 정도부터 분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금속을 삽 

입시키는 것은 어려웠고 주로 사용된 guest가 낮은 

온도에서도 증기로 삽입이 가능한 아민계열의 유기 

물이었다. 보통 aniline이라든가 hydrazine과 같은 아 

민을 guest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N-H dipole과 I와 

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삽입시키는 것이다.* 그러 

던 중, 2몰의 C4H9NH3I을 1몰의 Pb【2에 삽입시킨 형 

태인 (C4H9NH3)2Pb【4이 합성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로 반도체 특성을 관찰하는데 주로 연구되어 왔다.肇 

이 물질은 1986년 Miiller와 Bednorz에 의해 발견된 

30 K 초전도체 인 La2Cu0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 

다.7 Fig. 1에 LazCuQ와。4氏卜田3)2%14의 구조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C4H9NH3)2PbI4^ 구조에서 

Pbl6 페로브스카이트 층사이에 butylamine이 이중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은 LaguCU에서 CuO6 층사이 

에 La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와 같다. 이렇게 구조적 

인 유사성을 제외하고는 (C4H9NH3)2PbI4<H|^ 초전도 

현상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데 1994년에, Chu가 이끄는 Houston대학의 초전도 

그룹에서 Pb와 같은 족의 원소인 Sn을 이용하여 같 

은 계열의 물질을 합성하였고, 처음으로 초전도체의 

관점 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9

(C4H9NH3)2(CH3NH3)„.1Sn„I3„+l

”=1 이면 페로브스카이트 한 층짜리의 (C4H9NH3)2- 
S11I4이 되어, (CJ^NH^PbL과 같은 구조를 갖게되 

고 〃이 증가함에 따라 페로브스카이트 층 수가 다양 

하게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이 물질의 전기적인 성 

질과 Hall effect 측정실험에서 초전도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몇가지 흥미로운 물성이 관찰되었다. 전기 

저항 측정 결과, (C4H9NH3)2SnI4S] 경우 약 300 K 부 

근에서 금속-절연체 전이(metal-insulator transition)가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금속-절연체 전이는 YBCO와 

같은 세라믹 초전도체와 유기물 초전도체 등에서 많 

이 나타난 현상으로 주로 임계온도 근처에서 관찰되 

고 있다.

또한 Hall effect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고온 세 

라믹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로 carrier가 hole로 판명 

되었다. 그러나 hole 농도에 있어 기존의 wprate 초 

전도체가 1020 cm 3 정도인데 비해 Sn계열 물질의 

경우는 1018 cm 3 정도로 100배나 적었다. 이러한 

두가지 현상은 Sn상의 hole 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doping이 이러한 물질로부터 초전도 현 

상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자들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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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4H9NH3)2Pbl4 (B) La2CuO4
Fig. 1. Structures of (A) (CqHgNH^Pbh and (B) La】 

CuO4. Octahedra indicate Pb» in (A), and CuQ in (B).

한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의 추세이다. 그러나 Sn을 Pb로 대체한 (C4H9NH3)2- 

Pblj에서는 아직까지 비슷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 (C4HgNH3)2Pbl4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졸-겔 방법을 사용하였나 본 논문에 

서는 Chu그룹에서 합성한 (C4H9NH3)2SnI44 비슷한 

방식으로 (C4H9NH3)2PbI4-^ 합성하여 졸-겔 방법으 

로 합성된 것과 구조적인 차이점을 관찰하였다. 그 

리 고 300 K 부근을 중심 으로 (C4H9NH3)2PbI4^ 전기 

저항을 측정한후 금속-절연체 전이가 나타난 (C4H9- 
NH^SnL과 비교하였다.

실 험

시약은 Junsei Chemical사의 Pb【2(l급), Yakuri 
Pure Chemical사의 57%(wt %) HI, 그리고 Aldrich 
Chemical사의 butylamine(99%) 용액을 사용하여 합 

성하였다.

(GHgNHBzPbZ은 공침 법을 이용하여 self-assemb- 
ly 방식으로 합성하였다. 여기에서 self-assembly 방 

식이란 Cdl2 구조를 갖는 Pbb를 페로브스카이트 형 

태의 Pblg로 변화시켜 가면서 동시에 butylamine과 

결합하는 것으로 기존의 host 구조를 유지시키며 

guest를 층간삽입(intercalation)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C4H9NH3)2Pbl4를 합성하기 위하여 

주로 졸-겔 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합성시간 

이 약 한 달정도의 오랜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 

었다.1。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Chu그룹에서 사 

용한 방법과 같은 방식이다. 먼저, 둥근바닥 플라스 

크에 Pbl；를 넣고 57% HI용액으로 완전히 녹인다. 

Pbk는 상온에서 HI에 잘 녹는다. 그 용액에 bu- 
tylamine을 첨가한 후, 80°C 정도로 가열한다. 그 온 

도에서 24시간 유지한 후 상온까지 냉각시킨다. 저 

온 항온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부터 - 10°C까지 

2°C/hr의 속도로 냉각시키고 -10°C에서 10시간 이 

상 유지해 두면 플라스크 안에 powder 침전이 생기 

기 시작한다. 침전물을 유리필터로 거른 후, 시료를 

90°C 정도로 가열하여 남아있는 HI용매를 제거한다. 

이 반응의 전체적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Pbl2 + 2 C4H9NH2 + 2 HI 一 (C4H9NH3)2Pbl4

Pbk와 C4H9NH2는 1:2 로 넣고, HI는 용매로도 작 

용하기 때문에 시료를 녹일만큼 충분히 넣는다. 

(4氏卜旧3)2成14의 경우 Sn의 산화수는 +2가인데 Sn 
은 +2가 보다는 +4가로 더 안정하다. 이 때문에 Sn2+ 

의 산화 방지를 위해 모든 반응을 Ar분위기에서 수 

행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此는 

+2가 상태에서도 안정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HgNH^PbLj을 합성할 수 있었다.

구조분석은 그래파이트 단색화장치가 부착된 

Mac Science 사의 diffractometer를 사용하여 상온에 

서 XRD pattern을 측정하였다. 조사광은 Cu-K„선으 

로 하였고, 35 kV, 40 mA에서 측정하였으며 20 측정 

범위는 4~80°로 하였다. FT-IR 측정은 Bio-Rad사의 

FTS-60을 사용하였으며 , 시료를 KBr pellet으로 만들 

어 400-4500 cm 1 범 위 에서 측정하였다. 열분석은 

Stanton Redcroft사의 TGA 1000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질소 분위기에서 600°C까지 2°C/min의 속도 

로 측정하였다. 저항 측정은 시료를 pressed pellet으 

로 만든 후 Keithley 2000 multimeter를 사용하여 

silver paste로 접점시켜 4단자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전류는 0.01 mA, 측정온도는 -20~120°C로 하 

였다.

결과 및 고찰

Fig. 2는 (CqHgNH^PbZ에 대한 XRD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는 몇 가지 회절세기가 큰 피크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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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for the (C4H9- 
NHs)2Pbl4 sample. Crystal system is orthorhombic 마ruc- 
ture with the space group, Cmca and lattice constants of 
a=9.502, b=8.888, and c=27.59 A.

들만의 밀러지수를 표시해 두었고 indexing 결과, 공 

간군 Cmca(No. 64)의 orthorhombic 결정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소자승법으로 격자 상수를 

계산하여 a=9.502, b=8.888, c=27.59(A)임을 알았다. 

그러나 예전의 졸-겔 방법으로 합성한 경우 c축의 길 

이가 30.34 A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것은 본 논문 

에서 합성한 물질의 c축 길이보다 2.75 A만큼 더 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C4H9NH3)2PbI4^ 같은 

무기 • 유기 혼입물의 경우, Pb-I간의 거리는 거의 일 

정하기 때문에 c축의 길이는 Pble층층 사이에 있는 아 

민 체인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며 

따라서 아민의 배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1차원 후리어 지도(One-Di- 
mensional Fourier Map)을 이용하여 아민이 어떻게 

배향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1차원 후리 

어 지도란 (001)피크의 회절세기에서 구조인자 

(structure factor)를 계산한 후, 후리어 변환시켜 얻는 

전자밀도 패턴이다. 이 방법은 삽입 (intercalation) 화 

합물의 층간삽입된 guest를 확인하거나 그것이 배향 

되어 있는 정보를 관찰하기 위하여 최근에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1차원 후리어 지도를 

Fig. 3에서 보여주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층 사이 

에 아민이 이중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아민 체인 

의 탄소원자 하나하나가 관찰될 정도의 분해능은 없 

으나 butylamine이 이중층 구조로 삽입되어 있다는

GO Q1 02 Q3 Q4 05 Q6 Q7 08 Q9 10 

Z/C

Fig. 3. One-dimensional fourier map for the (C4HgNH3)2・ 
Pbl4.

것은 알 수 있다. butylamine의 배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Pbl6 평면층과 butylamine이 이루 

는 경사각(tilt angle)을 계산할 수 있다. 1차원 후리어 

지도에서 얻어진 아민 한 층의 거리는 2.483 A이나 

butylamine 한 분자의 길이가 5 A이기 때문에 2.483 
A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인이 기울어져서 들어 

가야만 한다. 그 결과, 약 30°의 경사각이 얻어진다. 

기존의 졸-겔 방법으로 합성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사각을 계산하지 않아 그것과 비교하기는 어려우 

나, 졸-겔 법으로 합성한 물질이 C축 길이가 2.75 A 

만큼 크다는 것은 아민의 경사각이 30°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험으로 층간길이가 더 적은 

물질을 합성할 수 있었다.

(C4H9NH3)2Pb&은 내부에 유기물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유기물이 쉽게 분해될 것으로 생 

각되어 이 물질의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해 TGA로 

열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Fig. 4의 (B)에서 보여 

주고 있다. 처음에 200°C 정도에서부터 46.57%의 감 

소를 보이다가 400°C를 넘어서면서 53.43%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400°C 이상에서 Pb, PbL 12 등으

1998, Vol. 42,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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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rmogravimetric analysis patterns for (A) Pbh 
and (B) (CqHgNH^PbL，.

로 분해가 일어나는 Pblz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 

실제로 (C4H9NH3)2PbI4o)]^ 무게 %를 계산해 보면 

4C4H9NH3I)이 46.58%, Pb【2가 53.42%로써 200°C와 

400°C에서 일어나는 분해반응과 각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C 부근에서 , C4H9NH2 
이 독립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C4H9NH3I salt의 형태 

로 분해됨을 알 수 있었다.

(C’H’NH^PbZ에서 아민과 Pb의 결합 상태를 관 

찰하기 위해 FT-IR을 측정하였는데 이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1958년, Chenon에 의해 C4H9NH3I 

의 IR 스펙트럼 에 대한 결과가 보고 되 었는데 , 2760, 
2640, 2600, 2485 cm「'에서 수소결합을 하는 N-H 
stretching band가 보였다.'2 그러나 (CqHgNH^Pbk에 

서의 수소결합을 하는 N-H stretching band는 모두 

3000 cm 1 이상(3441, 3151.7, 3059.1, 3022.5 cm ') 

에서 나타났다. 이는 Pb와 I사이의 결합으로 1*4 I 
사이의 결합이 C4H9NH3I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져 

N-H사이의 진동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로 이동 되었

s 
«D4ID3aD3ID2aD2aDiaDiaDai) 

^venunta (cm')

Fig. 5. FT-IR Spectrum for the (GHgNHabPbLi sample.

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 C-H stretching(2958.8, 2927.9, 
2872 cm ')과 C-N bending(1572 cm '), CH2 bend- 
ing(1475.5 cn「'), CH3 bending(1388.7 cm ') 등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해 놓았다.

(C4H0NH3)2SnI4-S- 합성한 Chu그룹은 그들의 논문 

에서, 이 물질의 저항을 측정한 결과 약 300 K 정도 

에서 금속-절연체 (metal-insulator transition)전이를 보 

여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all effect 측정을 통하 

여 기존의 세라믹 초전도체 에 비 해 hole 농도가 부족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이 물질은 몇가지 초전도 

체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유사한 경우로, 

SnZ에 약 70 GPa의 압력을 가했을 때 2 K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여주었다는 보고도 최근에 있었 

다.” 본 논문에서는 «4氏?旧3)2细14에서 나타난 300 

K 근처의 금속-절연체 전이가 Sn대신 代로 치환 

된 경우에도 똑같이 관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4H9NH3)2Pb【4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였다. Fig. 6에

Table 1. FT-IR Spectrum data for (CqHgNH^Pb" and 
C4H9NH3I

피크 주파수(cm ') 진동 모드
C4H9NH3I 의 bT-H 
stretching(cm

a, b, c, d 3441,3151.7, N+-H 2760,2640,
3059.1,3022.5 stretching 2600,2485

e,f,g 2958.8,2927.9, C-H
2872 stretching

h 1572 C-N bending
i 1475.5 CH2 bending
j 1388.7 CH3 bending

This data were quoted from ref.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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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ample of (CqHgNH^PbL"

서 (C4H9NH3)2PbI4^ 저항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MI전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슷한 온도 부근 

(283~300.5 K)에서 저항의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크기가 1()3에서 io,으로 io배 정도의 증가 

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저항이 양의 기울기를 가 

지며 전이를 보이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PTCR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ivity)물질 

이라 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물질에는 

V2O3, BaTiO3 등이 있으며, 크게는 초전도체도 

PTCR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초전도체의 경우 

에도 양의 기울기를 갖는 저항의 전이를 보이기 때 

문이다. 단지 초전도체에서는 그 전이에 의한 비저 

항값이 ° Qcm 이하라는사실이다.

04田卜亚%)2細14에서의 MI전이, 그리고 (C4H9NH3)2- 
PbLj에서의 PTCR 현상 등은 초전도와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물질내에서 hole 농도의 조 

절이 가능하다면 초전도 현상이 있는 계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으나 (C4H9- 
NHWPbZ의 자화율을 측정하였는데, 고온에서 반자 

기성을 보이다가 저온으로 갈수록 상자기성을 보이 

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현재 EPR을 이용 

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요 약

HI 용액을 이용한 self-assembly 방식으로 (C4H9- 
NH3)2Pbl4를 짧은 시간에 쉽 게 합성할 수 있었다. 그 

리고 XRD 측정을 통한 구조분석에 의하면, 이 물질 

이 a=9.502, b=8.888, c=27.59 A의 격자상수를 갖는 

공간군 Cmca(No. 64)의 orthorhombic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졸-겔 방법으로 합성한 경우에 비해 

c축의 길이가 2.75 A 정도 적었기 때문에 아민이 많 

이 기울어져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정확한 아민 

의 배향을 관찰하기 위해 1차원 후리어 지도를 그려, 

이로부터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 아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민이 차지하고 있는 층간 거리로부 

터 butylamine이 약 30° 정도로 기울어져 배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TGA분석으로 butyl- 
amine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C4H9NH3I salt의 

형태로 분해가 됨을 알 수가 있었으며, FT-IR을 통 

해 C4H9NH3I와 Pb【2간의 결합에 의해 N-H 진동 주 

파수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기저 

항 측정 결과, (GHgNH^SnZ에서 관찰되었던 금속- 

절연체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온도 부근 

(300 K)에서 PTCR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Sn을 

理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전자적인 현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기존의 세라믹 초 

전도체와 비교해서 hole 농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hole 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아민으로 같은 

구조의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운 결 

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소 학술조성연구 

비 (BSRI-97-3404)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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