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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thermoelectric power and resistivity  of the perovskite manganite

La0.75Ba0.25MnO3 were investigated in the temperature range 300K-1200K. The electrical resistivity and

thermoelectric power indicate a transport mechanism dominated by adiabatic small-polaron hopping. The

power factor increases from 2 × 10−6W/mK2 to 1 × 10−5W/mK2 as to the temperature increases from 400K to

1200K, which indicates that the compound is highly feasible as a thermoelectric material at high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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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현재 냉각 및 열 발전에 실용화 되고 있는 열전 변환

재료는, 거의가 고농도 carrier를 첨가한 소위 축퇴형 반

도체로 알려져 있다. Carrier의 농도가 1021cm−
3이상인 보

통의 금속에서는 carrier 대한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열

기전력 α의 절대치가 적으며 또한 열전도율 k에 대한 전

자의 기여도가 격자의 기여도 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열

전변환재료로 적당하지가 않다. 반면 carrier의 농도가

1017cm−3이하의 절연체에서는 역으로 전기저항률 ρ가 너

무 크기 때문에 열전변환재료로서 적합하지가 않다고 알

려져 있다.1-3) 따라서 우수한 열전변환특성을 가진 재료

로서는 carrier의 농도가 1019 cm−
3 정도의 축퇴형 반도체

가 적극 추천되고 있다.4-6) 일반적으로 열전변환 효율은

성능지수 Z (= α2/ρk ) 또는 무 차원 성능지수 ZT에 의

하여 평가 받고 있다. 단 ZT＞＞1인 경우 Carnot 효율

이 얻어지고 있으나 현재 실용화 되고 있는 재료의 성

능지수는 ≅1정도로 알려져 있다.4-6)

최대 열전변환효율은 저 저항, 고 열기전력의 반도체

영역에 있으며, 열전도율에 대한 격자의 기여가 가능한

적은 물질일 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적당한 열전변환

재료로서의 조건은 고 전기전도율 과 저 열전도율을 가

진 재료가 적극 추천되고 있다. 그러나 band 전도특성

을 가지고 있는 금속적 물질에서는 이와 같은 고 전기

전도율, 저 열전도율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자기 모순

이다. 일반적으로 고 전기전도율·저 열전도율을 만족하

기 위하여서는 단위격자 중에 최소한 3종류의 결정학적

으로 독립된 site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결정구조의 골

격을 형성하는 2개의 site가 전기전도특성을 결정하는

band구조를 형성하고, 나머지 1개의 site는 열 수송에 기

여하는 phonon을 산란 시켜 열전도율에 대한 격자의 기

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

고 있기 때문이다.7-8) 실제 LaFe3CoSb12 및 CaFe3CoSb12와

같은 3차계 합금금속의 격자의 열전도율은 2차계 합금

금속 CaSb3의 1/10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고 되고 있

다.2-3) 그러나 실제 실용화 되고 있는 열전 변환재료는

Bi2Te3, PbTe, Si1−xGex등과 함께 열전도율이 낮은 혼합

계로 알려져 있으나2-3) 이러한 물질들은 Te의 독성 및 휘

발성 등으로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 최근 skutterudites,

복합 chalcogenide, clathrates계 산화물이 가능성 있는 재

료로 추천되어 지고 있다.9-10) 특히 고온에서 안전성, 우

수한 산화방지 그리고 약한 독성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산화물들이 열전변화재료로 강력히 추천되어지고 있으며,

이외 산화물 중 층상 Co를 포함한 산화물, 즉 NaCo2O4,

Ca-Co-O, Bi-Sr-Co-O, 그리고 Tl-Sr-Co-O계 등이 대단히

높은 열기전력 특성으로 인하여 각광 받고 있다.4,5,10-11)

특히 LaCoO3와 같은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은 실온에서

의 열기전력은 590 µV/K정도이며 GdCoO3 및 NdCoO3

역시 실온에서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12)



176 정 우 환

그러나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재료들은 높은 저항으로

인하여 실용화에 접근 하기가 힘들다. 층상천이금속산화

물 NaCo2O4는 금속적 전기전도를 나타냄에도 불구 하고

실온에 있어서 100 µV/K정도의 대단히 높은 p형의 열기

전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열전도율이 약 1.5 W/mK정도로

3차계 합금 금속과 동등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

고 있다.5-6)

이와 같은 연구보고는 천이 금속산화물이 새로운 열전

변환재료의 유망한 후보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이중 강력한 후보로 생각되어지는 후보 군이 An+1BnO3n+1로

표현되는 페로브스카이트 형 3d 전자계 천이금속 산화

물이다.13) 여기서 O는 산소, A는 2+ 알카리토류 원소 또

는 3+의 희토류 원소 그리고 B는 3d 천이금속 이며 B-

O network가 계의 전기전도특성을 결정하는 band 구조

를 형성한다. 특히 n = 1인 구조를 K2NiF4구조라 부르며

이 구조는 BO2면이 1층씩 독립된 구조를 가진다. n>1

의 경우 BO2면이 n층 조합으로 이루어진 층상 페로브

스카이트 구조를 가진다. n = ∞ 3차원적 BO2 network를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ABO3라 부른다.14) Co계 산

화물이 높은 열기전력계수를 나타내는 것은 결정내부의

crystal field 와 intra-atomic coupling상호작용의 경쟁에

의한 대량의 전도 carrier의 감소 때문이다.14-15)

일반적으로 3d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의 전기전도는

small polaron의 hopping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16-18) 전도 carrier인 polaron은 전자와 phonon

의 상호작용에 따라 생성되는 준 입자이기 때문에 3d 천

이금속을 포함하는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은 우수한 열

전변환성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 (Na, Ca)Co2O4

의 경우 열전도율은 전자 carrier 보다 phonon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이전에 언급한 Co

계와 같이 3d 천이 금속을 포함한 유망한 열전변환재료

가 Mn계 산화물이다. (Ca1−xBix)MnO3계가 대표적인 예이

다.19) (Ca1-xBix)MnO3계의 모 물질인 CaMnO3는 반자성절

연체인 Mn계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의 알려져 있다. Ca-

site에 3+의 La계열의 원소를 치환 함에 따라 금속-절연체

전이 및 거대 자기 저항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4-15)

일반적으로 (La1−xCax)MnO3로 알려지는 정공 첨가형

Mn계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의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14-18) 대다수의

(La1−xAx)MnO3 (A : Ca, Sr)에 관한 연구는 저온(300K>T)

에서 발생하는 금속-절연체 전이 및 거대자기저항 효과

에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Ba)MnO3계 산화

물의 고온 영역에서의 전기 전도 특성에 대하여 보고 하

고자 한다. Ba은 Ca및 Sr에 비하여 이온 반경이 매우 큼

으로 결정격자내부에 왜곡을 발생을 전자-격자 상호작용

을 증가 시키며 이러한 전자-격자 상호작용의 증가는

small polaron을 형성시킨다.20-21) 전자-격자 상호작용은 열

전변환재료에서 중요한 요소인 열전도율을 지배하기 때문

에 (La, Ba)MnO3계는 열전변환소자로서 조사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LaBaMnO3계는 고온에서 매우 안

정하며 실온에서 매우 낮은 전기저항 그리고 비교적 큰

열기전력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전기전도 특

성을 조사함으로써 열전변환재료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La0.75Ba0.25MnO3을 (이하 LBM)을 시험대

상으로 선택하였다. LBM의 출발물질로는 La2O3, BaCO3

그리고 MnCO3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고상 반응법으로 제

작하였다. 혼합된 분말은 공기 중에서 1373K, 24시간 하

소하였으며, 하소 된 분말은 재분쇄 후 1373K, 24시간

재 하소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쇄된 분말은 성형 후 공기

중에서 1723K, 24시간 소결하였다. 분말의 x-선 측정결

과 LBM는 능방정 (R3C)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실온에서의

격자상수는 αhex = 5.539 그리고 chex = 13.475Å이었다. 시편

의 밀도는 이론밀도의 약 90%정도 였다. 이러한 x-선 분

석 결과는 Cherepanov 등22)의 실험 결과와 잘 일치 하

고 있었다.

열기전력측정 및 전기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편은

3×3×18 mm3의 직사각형 bar를 제작 후 300K에서 1200K

의 온도 영역에서 2개의 13%Ph/Pt –Pt 열전대를 이용하

여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23)

3. 결과 및 고찰

Fig.1에는 LBM의 저항률 (a) 및 열기전력(b) 의 온도의존

성을 나타내었다.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은 일반적인 절연

체적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측정범위 내에서 저항률의 이

상변동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열기전력은 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서서히 증가 하였으며 전체 온도범위에서 음의 신

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음의 신호는 외관적으로 전자에

의하여 LBM의 전도가 지배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LBM과 같이 억셉트 첨가형 Mn계 페로브스카이트는 정

공이 일반적인 전도carrier로 알려져 있다.20-21) 억셉트를 첨

가한 LBM에서의 음의 열기전력발생은 열기전력에서의 온

도의존 항, 즉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온도 의존

항 때문이며, 이 온도의존 항이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양

에서 음으로 변화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저온영역

에서는 LBM의 열기전력은 양으로 나타날 확률이 크다.

기존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Mn-계 페로브스카이트 산

화물의 전기전도기구는 열적 활성화된 small polaron



고온에서의 La0.75Ba0.25MnO3 세라믹스의 전기전도 및 열전특성 177

hopping기구와 variable range hopping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16-18, 24-27) 만약에 LBM의 전

기전도가 열적으로 활성화된 small polaron의 hopping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직류 전도율의 온도의존성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mall polaron의 hopping기구는

크게 단열(adiabatic)과 비단열(non-adiabatic)상태로 대별 할

수 있으며 단열 hopping의 경우 직류전도율의 온도의존성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4-27)

∝
(1)

반면 비단열 hopping의 경우 직류 전도율의 온도의존

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여기서 n은 polaron의 밀도, e는 전하량, a는 hopping

거리 (≈ polaron의 반경), kB는 Boltzmann 상수이다. 그리

고 ν0는 광학적 phonon 주파수이며, WP는 polaron의 결

합 에너지이다. 또한 식(2)에서 h는 Plank상수, J는 전자

전달요소이다. 단열 polaron 전도의 경우 전도 carrier가 격

자의 움직임보다 빠르기 때문에 격자의 이완( lat t ice

relaxation)이 발생하기 이전에 site간의 수 차례의 전후

hopping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전도 carrier의 운동에너지

는 한 개의 rigid lattice의 band폭의 절반에 해당하게 된

다. 따라서 polaron의 hopping에너지는 WH≈ WP/2로 표현

할 수 있으며24-27)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은 단열 상태의 경

우 ln(ρ/T)와 1000/T 그리고 비단열 상태의 경우 ln(ρ/T1.5)

와 1000/T의 관계로 표시 할 수 있다.

Fig. 2(a)과 (b)에는 단열 과 비단열 시 small polaron

hopping시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을 나타내었다. Fig.2에 나

타난 것처럼 전 온도영역에서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은 직

선적으로 fitting되고 있으며 이 Arrhenius fitting으로부터

얻어진 선형상관계수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R2는

단열 조건의 경우 0.9997 그리고 비단열의 경우 0.998

이었다. 이는 저항률의 온도 의존성이 식(1)과 (2)에 잘

적용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저항률의 온도의존성 만으로

단열과 비단열 hopping 조건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2(a)의 직선으로부터 얻어진

small polaron의 hopping에너지 WH는 0.105 eV였으며

Fig.2(b)의 직선으로부터 얻어진 hopping에너지는 0.134 eV

였다.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이 단열, 비단열 small polaron

hopping관계식에 매우 잘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명확한

전도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식(1)과 (2)에 표현된 각

종 물리적 변수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LBM의 전기전도가 small polaron의 hopping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은 격자정수의 크

기와 small polaron의 hopping 거리를 비교하는 것이다.

식(1)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으로부

터 얻어진 pre-exponential factor ρex = kB/ne2a2ν0는

1.02 × 10−3 Ω cm/K였다. Mn계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의

ν0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n = ∞ 인 Mn계 페로브스카이

트 산화물의 ν0에 해당하는 Mn-O의 기본적 진동 mode

가 1.7×1013 Hz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24) LBM의 ν0역시

1013 Hz 정도로 사료된다. 이론적인 polaron의 농도 n은

La3+의 위치에 Ba2+의 치환에 의하여 생성된 정공의 농

도로 가정하면 LBM 세라믹스의 이론적 (nominal) polaron

의 농도는 6.9×1020 cm−3 이다. 저항률의 온도의존성 식(1)

으로부터 얻어진 pre-exponential factor, ν0 그리고 n을

이용하여 LBM의 small polaron hopping 거리를 계산한

ρ
T
---   

kB

ne
2
a
2ν0

-------------------
Wp

2kBT
-------------⎝ ⎠
⎛ ⎞exp

ρ

T
1.5

---------   
kBh

ne
2
aπJ

2
--------------------

2π
WpkB

-------------⎝ ⎠
⎛ ⎞

1

2
---–

Wp

2kBT
-------------⎝ ⎠
⎛ ⎞exp

Fig. 1. Temperature dependence of (a) resistivity and (b)

thermoelectric power for La0.75Ba0.25MnO3.

Fig. 2. Temperature dependence of resistivity within (a)

adiabatic and (b) non-adiabatic small polaron models.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Arrhenius relation between the

resistivity and temperature. The inset shows a plot of the

resistivity ln versus the temperature (T
−1/4

) to examine the

variable range hopp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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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small polaron의 hopping 거리 a는 1.6 Å정도로

이는 LBM의 αhex의 축 거리 5.539 Å의 범위 내에 존재

하게 된다. 더욱이 chex의 거리 13.475 Å보다는 매우 작

은 값이다. 실제 small polaron의 hopping은 최단 근접

site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small polaron의 hopping 거

리는 6 Å을 넘을 수 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LBM의 전도 carrier의 hopping거리가 평균 격자간의 거

리보다 작기 때문에 LBM의 전기전도는 small polaron

의 단열 hopping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Small polaron hopping기구에서 비단열 hopping이 발생

하기 위하여서는 근접 hopping 사이트간의 전자전달요소 J

(electron transfer integral)에 대한 몇 가지 제한적요소를

만족하여야 한다. Holstein에 따르면 전기전도가 비 단열

small polaron의 hopping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면 다음

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24-27)

J < 4WH

J << φ = (2kBTWH/π)1/4(hν0/π)1/2
(4)

전자전달요소 J의 값은 식(2)에서 구할 수 있다. 비단

열 hopping 의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으로부터 얻어진 pre-

exponential factor ρex = kBh/ne2a2πJ2(2π/WpkB)−1/2는 1.28×

10−3Ω cm/K1.5였으며 여기서 얻어진 J는 0.026 eV였다. 이

값은 식(4)의 첫번째 조건은 만족하는 것 이지만 두 번

째 조건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두 번째 조건의 우측 항은

300K인 경우 0.024, 600K인 경우 0.029 그리고 1200K인

경우 0.035 eV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진 J는

Holstein이 제안 한 small polaron의 비단열 조건 즉 식

(4)에 만족하고 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BM의

전도는 단열small polaron의 hopping에 의하여 이루어 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LBM의 전기전도가 Mott에 의하여 제안된

variable range hopping에 의하여 지배 받는다면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은 ρ = ρ0(T0/T)1/4로 표현 할 수 있으며24-27) 그

결과를 Fig2(a)의 삽입 그림에 나타내었다.여기서 ρ0와 T0

는 속박파동함수, Fermi면의 상태밀도, 광학적 phonon 주

파수 그리고 Boltzmann상수로 표현할 수 있는 상수이다.

삽입 그림에 나타내었듯이 LMB의 전기전도는 저온영역

이외에는 직선에 fitting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3에는 LBM의 열기전력의 온도의존성을 나타내었

다. 이전에 설명하였듯이 LBM의 전도가 small polaron

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면 열기전력의 온도의존성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8-31)

∞ (5)

여기서 E
α
는 열기전력의 활성화에너지, α

∞
는

 
T → ∞ 인

경우 열기전력의 외삽 결과이며, 결정의 엔트로피를 결

정하는 하나의 결정 요소이다. 절대치가 큰 열기전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식 (5)의 우변 첫째 항이 큰 것도 중

요하지만 이것에 비하여 α∞의 크기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엔트로피가 큰 물질이 α∞의 절대치가 크

다. 일반적으로 광범위 band를 가지는 결정질 세라믹스

의 열기전력의 온도의존성 역시 식(5)으로 표현할 수 있

다. 간단히 설명하면 열기전력의 측정은 전하의 이동과

관계 있는 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절

연체에서의 열기전력의 측정으로 얻어지는 활성화에너지

는 전도간극(energy gap)을 넘어가는 에너지이다. 따라서

광범위 band를 가지는 재료에서 관측되는 열기전력의 활

성화 에너지는 직류전도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과 동일하

다. 그러나 small polaron의 hopping과 같이 narrow band

전도의 경우, 열기전력의 활성화에너지는 격자왜곡이 존

재할 경우와 존재하지않을 경우에 생기는 에너지로 취급

되기 때문에 직류전도에 필요한 활성화에너지에 비하여

α
kB

e
-----⎝ ⎠
⎛ ⎞ E

α

kBT
---------⎝ ⎠
⎛ ⎞ α+=

Fig. 3. Thermoelectric power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linear portions in Arrhenius plot.

Fig. 4. Temperature dependence of power factor (α2/ρ) for

La0.75Ba0.25M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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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작다. Fig.3에서 볼 수 있듯이 800K 부근까지 직

선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직선으로부터 얻어진 Eα

는 4.45×10−3 eV로 직류전도에서 얻어진 WH에 비하여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α∞는 –20.3 µV/K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볼 때 LBM 전기전도가

small polaron의 hopping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

료된다.  Po la ron  전도에서 E
α
의 물리적의미는 전도

carrier에 대하여 격자왜곡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또

는 polaron이 spin등과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

우의 에너지차를 말한다. 따라서 E
α
의 크기는 전도 carrier

간의 상호작용의 세기를 표현 한다고 할 수 있다.28-31)

서론에서 논한 것과 같이 열전변환특성은 열전도율과

power factor (α2/ρ)의 대소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며, 무

차원 성능지수 (ZT)의 값이 1보다 크면 클수록 높은 열

전변환특성을 나타낸다. Fig.4에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power factor (α2/ρ)의 결과치를 나타내었다. 1000K에서

~1.0×10−7 W/cmK2으로 열전변환재료로 추천되고 있는

NaCo2O4,
5-6) (Ca0.9Bi0.1)MnO3

19) 등에 비하여 10−2배 정도

작으며, 반면 pyrochlore상 NdBiRu2O7 및 YbBiRu2O7등

과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32) 이와 같은 power

factor는 LBM이 우수한 열전변환재료로서 가능성을 시

사 하는 것이다. 그러나 LBM이 우수한 열전변환재료로

사용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온도변화에 따라 매우 변화가

큰 power factor의 변화량 감소 와 상대적으로 매우 작

은 열기전력의 증가가 필요하다. Polaron이 전도 carrier로

있는 물질의 열전변환재료로서의 이점은 고온에 있어서 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저온에서 고온까지 안정한 전

도기구가 유지되며, 온도상승과 더불어 저항률이 단순 감

소한 것이다. 이것은 고온에서 열전변환기능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LBM은

전도 carrier가 polaron임에도 불구하고 온도상승에 따른

저항률의 급속감소가 power factor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사료 된다.

LBM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열기전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Ba2+의 치환에 따른 정공의 농도가 증가 시키면 된다. 정

공의 첨가에 따라서 WH및 ρex는 감소하게 되며 저항률

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Kozhev-

nikove등20)에 따르면 LBM과 같은 조성은 정공의 첨가

에 따른 전자의 엔트로피 변화가 크게 기대 되지 않으

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열기전력이 정공의 양 변화에 따

라서 크게 변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온

도가 고온이며 에너지 분포가 무시될 경우, 열기전력은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α
∞
로 접근하게 되며, α

∞
는 carrier

당 spin 배열 엔트로피로 설명되어진다. High spin Mn4+

(S = 3/2)의 정공이 high spin Mn3+ (S = 2)으로 이동할

경우, 열기전력 α
∞
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28-31)

∞ (6)

 여기서 cp는 정공 농도의 비 그리고 β는 5/4으로 축

퇴 요소이다. 식(6)에서 알 수 있듯이 α∞는 정공의 첨

가량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 만약에 spin 만이 α∞에 기

여할 경우 α∞는 (e/kB)ln(1/β) = 86.17ln(4/5) = 19µV/K 로

본 실험에서 얻어진 α∞ = (20.3 µV/K)와 거의 일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BM에서 α
∞
는 정공의 농도에

거의 비례하지 않으며, 열기전력의 절대량 증가를 위하

여 정공의 농도 (Ba2+ 첨가량)을 증가 시키더라도 열기

전력은 증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Mn 계

세라믹스에서 정공의 첨가량이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열

기전력양이 증가 하지않는다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보고

하고 있다.28-31) 정공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열기전력의 절

대량이 증가 하지 않는 것은 Mn 계에서 발생하는 전하

불균형 때문이다.20,28-31) Mn 계 세라믹스에서 정공의 이

동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Mn3+와 Mn4+의 양은 1-x-2ξ

와 x + ξ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x는 2+이온의 첨가

량, x는 전하 불균형 상수이다. 전하 불균형상수 x는 일

반적으로 온도와 정공첨가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공의

양 cp = (x + ξ)/(1 − ξ) 로 표현된다. 정공의 양 cp 과 2+

이온의 첨가량 x 가 일치하기 위하여서는 2+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서 ξ 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

나 ξ 가 0으로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전하정렬(charge

ordering)이 발생하여야 하며 x 가 0.5이상을 넘어야 한

다. 또한 전하정렬 발생이후 Mn 계는 기존의 전도기구

와 매우 다른 전도양상을 보이며 상 분리 등이 발생할

수 가 있다. 따라서 LBM계에서 단순 2+ 이온의 첨가

에 따라서 열기전력의 증가를 기대 할 수 없다. 따라서

LBM에서 열기전력의 양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서는 재

료를 고압 산소 중에서 열처리 (La, Ba)의 공공을 증가

시키거나, 전자계의 엔트로피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n = 1

의 층상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제작 격자계의 배치 엔

트로피를 복잡하게 함으로서 거대 열기전력을 얻을 수 있

다고 사료된다.7-8) 그러나 우선적으로 LBM의 고온에서

의 열전도율을 측정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La0.75Ba0.25MnO3 세라믹스의 열기전력

및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을 300K–1200K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열기전력 및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으로부터

La0.75Ba0.25MnO3 의 전도기구는 단열 small polaron의

hopping이 전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전

변환재료로서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power factor를

α e
kB

-----
1
β
---

1 cp–

cp
--------------⎝ ⎠

⎛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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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한 결과 400K–1200K의 온도범위에서 2 × 10−6 W/mK2

× 10−5W/mK2 의 계산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열전변환재

료로서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도의 변화

에 따른 power factor의 변화량 감소 및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열기전력의 증가 가 개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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