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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 dc conductivity and dielectric properties of DyCoO3 were report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77 - 300K

and in the frequency range of 20 Hz - 100 kHz. It was observed that at low temperature, ac conductivity is much higher

than dc conductivity and the hopping carrier between localized states near the Fermi level was the dominant loss mechanism.

A comparison of the measured ac conductivity σ(ω) was made with some of the models of hopping conductivity of the

proposed earlier in the literature. It was observed that in DyCoO3 the measured ac conductivity, over the entire frequency

and temperature region, can be explained reasonably well by assuming two contributions σ1(ω) and σ2(ω) to the measured

σ(ω). The first, σ1(ω), which dominates at low temperature, may be due to impurity conduction in a small polaron; the

second, σ2(ω), which dominates at higher temperatures,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measurements, may be due to the

hopping of a small polaron and is reasonable for the dielectric relaxation peak.

Key words ac conductivity, dielectric relaxation, small polaron.

1. 서  론

페로브스카이트계 3d 천이 금속 산화물의 전기전도특

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 십 수년간 많은 관심을 받아 왔

다.1-4) 3d 천이 금속 산화물이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

을 받는 이유는 강자성, 강유전성, 초전도, 금속-절연체

전이 그리고 거대자기저항효과 등 학문적이며 기술적인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반

적으로 ABO3로 표현되는 페로브스카이트계 3d 천이 금

속산화물은 A-site 이온이 Sr, Ca 그리고 Ba과 같은 2+

이온일 경우 4+ 전자 가를 가진다. 반면 A-site 이온이

La, Pr과 같은 3+이온일 경우 3+ 전자 가를 가진다. 일

반적으로 B-site의 전자가가 3+일 경우 대부분의ABO3 페

로브스카이트계 산화물은 절연체적 거동을 나타낸다고 알

려져 있다.5-7) 

그러나 RMO3는(R: lanthanide ion, M: Ti, V, Cr, Co,

Mn, Fe, Ni)와 같은 3d 천이금속 산화물은 강한 상관관

계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LaCoO3의 경

우 La-site에 2+이온의 치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o이

온의 spin 상태에 따라서 spin 상태 천이 및 금속-절연

체 전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1) 더욱이 Co

를 포함한 복합 산화물계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전

극재료로서 주목 받고 있어 Co계 산화물의 전자가 분

포상태와 전도 기구 규명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8-11) 실온 이상의 온도 영역

에서의 LaCoO3의 전기 전도 특성은 열적으로 활성화된

small polaron의 hopping으로 설명되고 있다.8-10) 그러나

400K이상의 온도영역에서의 전기전도율은 매우 크게 증

가하고 (~1000/Ωcm) 있으며 1000K이상의 온도 영역에

서는 금속적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이

러한 금속-절연체 전이는 t2g 궤도의 π* band에 속박된

전자가 eg 궤도의 σ* band로 열적 활성화, 자유화 되었

기 때문이라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LaCoO3 및 RCoO3 세라믹스의 전기전

도 특성은 전자 상관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

다. 1990년대에 행해진 광학실험 및 상태밀도 계산결과

에 따르면 RMO3의 금속-절연체 전이는 전도 밴드 폭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9,10) 따라서 이

재료들의 금속 및 절연체적 거동은 전도 밴드 폭을 구

성하는 O 2p와 Co 3d의 결합 각 즉 Co-O-Co결합 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LaCoO3는 Co-O-C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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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각이 164o에 가까워 매우 높은 전도성을 나타내나

반면 R원소의 이온 반경이 작아짐에 따라 Co-O-Co의 결

합 각이 작아져 (Dy의 경우 150o) 전도 밴드 폭이 감소

하기 때문에 절연체적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RCoO3 세라믹스의 전기 전

도 기구는 일반적으로 열적으로 활성화된 단열/비단열

(adiabatic/non-adiabatic) small polaron의 hopping으로 설

명되고 있으나,8-10) 이는 이론적 계산 또는 광범위한 band

구조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는 광학적 실험 결과로 실제

Fermi 준위 부근에서 속박된 상태로 존재하는 polaron의

거동을 조사하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 속박된 전도 carrier

의 전도 기구를 조사하는 방법은 직류전도, 열기전력 측

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유전 이완 현상을 측

정하는 것 역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2-14)

자기 포획된 (self-trapping) 전하들과 이들 전하들이 전

위우물(potential well)에서 탈출하는 hopping 전도 과정

에서 유전 이완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유전 이완 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교류전도율의 온도,

주파수 의존성 역시 재료의 전도 기구 해석에 매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한다.15-18) 많은 비결정질 재료에서 관

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천이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페

로브스카이트계 산화물에서 교류 전도율의 온도, 주파수

의존성 및 유전 이완 현상은 그 물질의 전기전도 현상

규명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3) 천

이 금속 산화물의 전자 수송 현상은 저 전자가 상태에

서 고 전자가 상태로 (혹은 역으로)의 hopping에 의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24) 전도 carrier가 강하게 속박 (locali-

zation) 상태로 존재하여 전도 carrier의 이동도가 매우 작

은 재료의 경우 전자 또는 정공의 첨가에 따른 고체내

의 전자가 상태의 변화는 격자주변의 분극율의 변화를

발생시킨다.24) 교류 전계의 인가에 따른 전도 carrier의

hopping에 의하여 교류전도율은 인가 주파수의 증가와 더

불어 전도율이 증가하는 주파수 의존성을 나타낸다. 이

것은 재료내부의 전위 장벽의 높이와 점프거리의 분포

에 따른 이완 시간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것을 측정

하게 되면 전하 carrier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

를 얻을 수 있게 된다.12-14)

본 연구에서는 RCoO3의 교류전도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하여 R = Dy으로 선택하였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R이

온의 이온반경이 감소할 경우 절연체 성분이 증가하게 되

고, 강한 절연성분이 존재하는 재료는 저주파수 영역에서

의 유전 현상 측정이 용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yCoO3의 전기전도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하여 유전율의 온도, 주파수의존성, 직류전도, 그리고 교

류전도율의 주파수 및 온도의존성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2. 실험 방법

DyCoO3는 일반적인 고상반응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출

발 물질로는 Dy2O3, 그리고 Co3O4 (5N)을 이용하여 제

작하였다. 혼합된 분말은 1200K, 공기 중에서 하루 동

안 하소하였으며, 하소 된 분말은 재 분쇄하였다. 재 분

쇄 된 분말은 성형 후 1373K, 순수 산소 분위기 속에서

24시간 열처리 하였다. X-선 분석결과 pbnm계의 사방정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류 전도 및 유전 특성은 교류 4단자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In-Ga 7:3의 합금을 전극으로 사용하였으며

77K에서 300K의 온도 범위에서 20Hz에서 1MHz의 주

파수 범위에서 HP4284A LCR meter를 사용하여 유전

용량과 교류저항을 측정하였다. 또한 77K에서 300K의 온

도범위에서 4단자 법을 이용하여 직류저항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에는 DyCoO3의 교류 전도율의 주파수를 함수로

한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하여 직류전

도율의 온도의존성 역시 함께 나타내었다. Fig. 1에 나

타난 실험 결과는 다수의 비정질 및 페로브스카이트 산

화물에서 동일한 실험결과기 보고되고 있다.19-23,25,26) 일

반적으로 측정된 전체전도율은 σt(ω) = σ1(ω) + σdc로 표

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σ1(ω)는 교류 전도율의 실수부이

며, σdc는 직류 전도율이다. 이 식은 전도에 기여하는 직

류 및 교류 성분이 완전이 다른 전도기구에 의하여 이

루어 지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에 ω→ 0인 경우 전체전

도에 기여하는 교류 및 직류 전도기구는 동일하다. 어떤

온도에서 주파수 변화에 따른 교류전도율 σ1(ω)의 변화

는 전체전도율 σt(ω)에서 직류 성분인σdc를 제외함으로 써

Fig. 1. Measured ac conductivity plotted as a function of inverse

temperature for various fixed frequencies with a result of dc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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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Austin 과 Mott는 교류전도율의 주파수의존성을 σ1(ω) ∝

ω
s의 지수법칙으로 표현하였다.24) 이때 주파수 지수 s는

s ≡ dlnσ1/dlnω 로 정의 되며, s = 1-4ln(νph/ω)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νph는 광학적 phonon 주파수 1013~1014Hz

이다. 따라서 주파수 지수 s는 주파수 ω에 의존하게 되

며 이러한 의존성은 저주파수 영역에서 직류로의 변화

단계에서는 매우 크게되나,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매우 작

게 된다. 실제 주파수 지수 s의 온도의존성은 교류전도

율 측정에 의한 재료의 전도 carrier의 특성을 조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18-26) 그러나 고온 영역

에서의 (유전 이완 현상이 발생한 온도 이상의 온도, Fig.

4 참조) 교류 전도율의 주파수 의존성은 직류와 동일하

게 주파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직류 전도현상과 동

일한 전도기구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Fig. 2에는 교류 전도율의 주파수 의존성을 온도를 함

수로 나타내었다. 주파수 지수 s는 Fig. 2에 나타난 직선

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주파수 지수 s는 온도

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파수

지수 s의 변화는 여러 가지 물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

으며, 본 실험에서 관측된 s의 변화는 기존에 보고된 전

도 carrier가 small polaron인 천이금속 산화물의 교류전

도 특성과 매우 흡사한 결과이다.14,19) 만약에 DyCoO3의

전기전도가 small polaron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면 교류

전도율의 온도의존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델에 의

하여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Austin-Mott에 의

하여 제안된 QMT (quantum mechanical tunneling)모델24)

과 Elliot등에 의하여 제안된 HOB (hopping of barrier)

모델27,28)이다. QMT모델은 비정질 또는 반도성 유리의 교

류 전도율의 온도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

되고 있으며, 직류 전도가 variable range hopping으로

이루어질 경우 잘 설명되는 모델이다. 그러나 QMT 모

델의 경우 주파수 지수 s는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반

면, Elliot등이 제안한 HOB27,28)의 경우, 주파수 지수 s

는 온도에 의존하게 된다.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DyCoO3의 주파수 지수 s의 온도의존성은 저온영역 (T <

180K)에서는 온도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지만 (s ≈ 1) 그

이상의 온도 영역에서는 온도에 의존하였다 (s < 1). 이

러한 실험결과는 DyCoO3의 교류전도기구를 QMT 또는

HOB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Butcher 와 Morys

는 다음과 같은 실험식을 제안하였다.29)

 (1)

여기서 τ0는 νph의 역수이며, ε
∞
와 ε0는 고주파수와 저

주파수에서의 유전 상수이다. Butcher 와 Morys에 의하

면 상수 C는 전도기구에 따라서 달라지며, QMT의 경우

C~0.3, 그리고 HOB의 경우는 C~1.5라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Eq(1)는 ε
∞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결과에 따

라서 C의 값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실험적 오

차를 없애기 위하여 Mansingh등21)은 ε(ω)와 σ(ω)이외에

다른 요소들은 온도에 독립적이라 가정하고 다음과 같

은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 (2)

여기서 ε’(ω)T 와 σ(ω)T는 주어진 주파수에서 ε’(ω)와

σ(ω)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낸다. 이 경우 저온에서의

ε’(ω)T 와 σ(ω)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4)

Mansingh등21)에 의하여 제안된 식(3), (4)에서의 각 변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Fig. 3에는 150K이하의 온도 영

역에서 인가 주파수가 1kHz경우의 ε’(ω)와 σ(ω)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Fig. 3에서 관측 된 것과 같이 직

선의 기울기로부터 측정된 ∂σ(ω)/∂T 와 ∂ε’(ω)/∂T의 측

정치는 ~3.19 × 10-10
Ω

-1cm-1K-1 그리고 ~1.8 × 10-2 K-1로

나타났다. 저온에서 1Hz의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한 ε0의

측정치를 대입하여 Eq(2)에서 계산된 C는 ~1.3였다. 이

것은 저온에서 DyCoO3의 교류전도의 전도기구가 HOB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 지수 s는 온도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

하고 있으며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유전 이완 현

상 (Fig. 4 참조)이 발생하는 온도 부근에서 최소값을 나

ωε
0

ε' ω( ) ε
∞

–[ ] C ωτ
0

( ) 1–
log[ ]σ ω( )=

ωε
0

∂ε' ω( )
T

∂T
-------------------

∂σ ω( )
T

∂T
------------------- C ωτ

0
( ) 1–log=

ε' ω( )
T

ε' ω( )
0

∂ε ω( )
∂T

---------------⎝ ⎠
⎛ ⎞T+=

σ ω( )
T

σ ω( )
0

∂σ ω( )
∂T

----------------⎝ ⎠
⎛ ⎞T+=

Fig. 2. The relation between the frequency-dependent ac

conductivity and applied frequency. Inset: Plots of 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he full line represents the linear part in which s

is proportional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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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이와 같이 유전이완 현상과 더불어 주파수 지

수가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은 유전이완 시간의 변화 때

문이다. Elliott등25)에 의하여 제안된 HOB모델에서 주파

수 지수 s는 

 (5)

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WM는 기저상태와 이

온화 상태의 전위차이다. Fig. 2의 삽입 그림에서 나타

낸 것처럼 주파수 지수 s의 온도변화로부터 유추된 WM

는 ~0.40eV 정도 였다. 식(5)로부터 예상되듯이 저온에

서는 주파수 지수는 1로 접근하게 되나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서 주파수 지수의 온도 의존성은 무시된다. 이것

은 HOB 모델은 저주파수에서만 유효하며 고온영역에서

는 전도 carrier의 장거리 움직임과 관계 있는 직류 및 유

전이완 현상으로인하여 식(5)는 유효하지 않다. 

만약에 DyCoO3의 저온에서의 전도기구가 small polaron

의 HOB모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이전에 설명한 것

과 같이 유전이완 현상의 측정은 DyCoO3의 전도기구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

4에는 DyCoO3의 유전손실 (tanδ)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Fig. 4에 나타난 DyCoO3의

유전 이완 거동은 Debye이론에 의하여 설명 가능하다고

사료된다.24,25) 어떤 온도 T에서 유전손실 tanδ는 각각의

공진 주파수 ftanδ에서 최대치를 가진다. 즉 ftanδ= (ε0/ε∞)1/2/

2πτ일 경우 (tanδ)max = (ε0-ε∞)/2(ε0-ε∞)1/2로 표현 할 수

있다. 여기서 ε0 와 ε
∞
 정적 및 고주파수에서의 유전상수

이며, τ는 τ = τ0exp(Q/kBT)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유

전완화 시간이다. 여기서 Q는 유전이완에 필요한 활성

화에너지를 말한다. 전도 carrier가 small polaron인 경우

유전이완에 필요한 활성화에너지는 hopping에 필요한 에

너지 (WH)와 거의 동일 하다.24,25) 유전 손실이 최고로 되

는 온도, 즉 Tm에서의 유전손실의 공진 주파수는 ftanδ∝

1/(2πτ)이며 이때 공진 조건은 f ∝ f0exp (-Q/kBT)로 주어

진다. Fig. 4의 삽입 그림에는 200K 이상의 온도영역에

서의 주파수 (logftanδ)와 온도(1000/T)의 Arrhenius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주파수와 온도

사이에서 직선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이 직선으로 관측된

활성화 에너지Q = 0.19 eV였다.

지금까지의 유전이완 및 교류전도 실험결과에 따르면

DyCoO3의 전기전도 현상은 small polaron의 hopping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종의 LaCoO3

의 전기전도 및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20K와 270K 사이의 온도 영역에서의 LaCoO3의 전기

전도는 열적으로 활성화된 small polaron에 의하여 전기

전도가 지배받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0.16eV 정도라고 보고 하고 있다.29) 이전에 설명하였듯

이 RCoO3의 전기전도특성은 R 이온의 이온반경에 의존

하게 되며, R-site이온반경의 감소에 따라서 격자왜곡이

증가하게 되며 전도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역시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DyCoO3의 활성화에

너지가 LaCoO3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것도 이러한 이

유 때문이라 사료된다. Goodenough의 LaCoO3의 전자구

조 및 전기전도에 관한 연구보고8)에 따르면 110K 와

350K영역에서의 LaCoO3의 전기전도는 low-spin Co(III)

의 좁은 π
* band에 형성된 정공형 small polaron에 의하

여 hopping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정

공은 π
* band에서 high-spin Co ion로 전자여기에 의하

여 생성된다. 

만약에 DyCoO3의 전기전도 역시 Goodenough8)의 가

설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 진다면 DyCoO3의 직류전도

율의 온도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4)

s 1
6k

B
T

W
M

k
B
T 1 ωτ

0
⁄( )ln–

---------------------------------------------------–=

Fig. 3. (a) ac conductivity σ(ω) and (b) dielectric constant ε’(ω)

plott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a frequency of 1 kHz. The

dot lines are linear parts where σ(ω) and ε’(ω) are plotted to T

below 180K. 

Fig. 4.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dielectric loss tangent

(tanδ). Inset: Arrhenius relations between logftanδ and 10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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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Tα= σ0 exp(-WH/kBT) (6)

여기서 WH는 small polaron의 hopping에너지이며, α = 1

인 경우, Emin-Holstein에 따르면 small polaron의 단열

hopping을 의미 한다. 

Fig. 5에는 DyCoO3의 직류 전도율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10K이상의 온도 영

역에서 열활성화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직선으로부

터 얻어진 활성화 에너지는 0.20eV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DyCoO3의 전기전도가 small polaron에 의하여 이

루어 지고 있음을 잘 증명하는 결과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로부터 DyCoO3의 전기전도특성은

전체 온도영역에서 2가지의 전기전도기구로 설명할 수 있

으며 우선 교류 전도 특성은 σ(ω) = σ1(ω) + σ2(ω)의 형

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DyCoO3에 존재하는 정공은 좁은 π
* band에 형성

되어 있다. 이 정공은 저온영역에서는 O 2p band에 강

하게 속박되어 있으므로 저온에서 발생한 전도는 속박된

정공에 의한 불순물 전도 (impurity conduction)가 주요

전도 기구이며,30) 이때 발생한 교류전도를 σ1(ω)으로 표

현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속박되어

있던 정공은 좁은 π
* band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 따

라서 고온영역에서 발생한 온도의존성 및 활성화된 유

전손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류전도는 σ2(ω)로 표현 가능

하며 정공형 small polaron의 hopping이 주요 전도기구

라 사료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 1-s는 6kBT/WM

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Pike등은 small

polaron이 큰 에너지 장벽을 넘어 갈 때 나타나는 현상

이라 설명하고 있다.30)

Austin과 Mott에24) 따르면 small polaron 결합에너지

WP는 polaron의 hopping 에너지 WH의 약 2배 정도이며

(WP ≈ 2WH), WP는 WM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s가 6kBT/WM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저온 영역에서의 정공은 O 2p band에 속박되어 있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 WH와 함께 정공

은 hopping하게 된다. 만약에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고

온영역에서 직류 전기 전도율의 온도의존성은 σTα= σ0

exp(-WH/kBT)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Fig. 5의 고온 부

분에서 잘 나타나듯이 직류전도율의 온도의존성은 식(6)

에 잘 fitting되고 있으며 이 직선으로부터 얻어진 hopping

에너지는 0.2eV였다. 고온영역에서 얻어진 small polaron

의 hopping 에너지는 저온에서 얻어진 WM의 절반에 해

당됨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저온에서 형성된 정공이

small polaron의 형태로 존재하며, HOB model에 의하여

저온에서 교류전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Hz-100kHz 와 77K-300K의 주파수

와 온도범위에서의 DyCoO3의 교류전도 및 직류전도특

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저온영역에서의 교류전도율은 근

본적으로 직류전도율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으

나, 온도가 증감함에 따라 직류전도율은 교류 전도율에

접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정된 주파수에서의

교류전도율 σ(ω)와 비유전율 ε’(ω)의 온도의존성을 조

사한 결과 180K 이하의 온도 영역에서 비유전율과 교

류전도율의 온도의존성은 A+BT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

었다. 저온영역에서의 교류전도율의 주파수 의존성은

σ(ω) ∝ ω
s로 나타낼 수 있었다. 주파수 지수 s는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였다. 측정된 A와 B 그리

고 주파수 지수의 온도의존성으로부터 관측된 DyCoO3의

교류 전기전도 특성은 HOB 모델로 설명할 수 있었으

며, 관측된 저온에서의 WM과 고온영역에서의 직류전도

율의 온도의존성으로 관측된 hopping에너지 WH의 관계는

WM ≈ 2WH로 나타났으며 이는 DyCoO3의 전기전도가 small

polaron의 hopping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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