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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oelectric power, dc conductivity, and the dielectric relaxation properties of La2NiO4.03 are report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77 K - 300 K and in a frequency range of 20 Hz - 1 MHz. Thermoelectric power was positive below 300K.

The measured thermoelectric power of La2NiO4.03 decreased linearly with temperature. The dc conductivity showed a

temperature variation consistent with the variable range hopping mechanism at low temperatures and the adiabatic polaron

hopping mechanism at high temperatures. The low temperature dc conductivity mechanism in La2NiO4.03 was analyzed using

Mott’s approach.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oelectric power and dc conductivity suggests that the charge carriers

responsible for conduction are strongly localized. The relaxation mechanism has been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electric

modulus and loss spectra. The scaling behavior of the modulus and loss tangent suggests that the relaxation describes the same

mechanism at various temperatures. The logarithmic angular frequency dependence of the loss peak is found to obey the

Arrhenius law with activation energy of ~ 0.106eV. At low temperature, variable range hopping and large dielectric relaxation

behavior for La2NiO4.03 are consistent with the polaronic nature of the charge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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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a2CuO4에서 고온 초 전도체가 발견된 이래 K2NiF4형

산화물의 구조, 전기전도, 자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

은 관심을 받아왔다.1-3) 특히 3d천이금속 산화물이 많은 연

구자 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강자성, 강 유전성, 초

전도, 금속 - 절연체 전이 그리고 거대 자기 저항효과 등

학문적이며 기술적인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나타

내기 때문이다.4-6) K2NiF4형 La2NiO4는 La2 − xSrxNiO4의

모 물질로 La2 − xSrxNiO4는 고온 초전도체인 La2 − xSrxCuO4

와 동일한 전하전형 절연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

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7) 

La2NiO4의 전기 전도특성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8-13) La2NiO4의

저항률의 온도의존성은 반도체적 거동을 나타내며, 전도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0.05 - 0.1 eV로 알려져 있다. 또

한 600 - 650 K 부근에서 금속 -절연체 전이가 발생한다

고 보고 되어 있다. 실제 저온영역의 절연체영역에서의

전도기구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열 적으로 활성

화된 전도 carrier의 hopping 또는 variable range hopping

기구 등으로 보고 되고 있다.8-13) 그러나 저온영역에서의

La2NiO4의 전도기구를 지배하고 있는 전도 carrier의 정확

한 특성, 즉 다시 말하면 전도 carrier가 편력화(itinerant)

혹은 속박화(localized) 상태에 존재하는지는 자세히 알려

져 있지 않다. 전도 carrier가 편력화 상태에 존재하던 속

박화 상태에 존재하던 La2NiO4의 전도기구를 지배하는 전

도 carrier는 large 또는 small polaron상태상 존재하는 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에 La2NiO4의 전도 carrier가 polaron의 상태로 존

재한다면 전도 carrier의 hopping시, 자기포획과 관련이 있

는 전위 벽을 carrier가 탈출 할 때 유전이완 현상이 발

생하기14-20) 때문에 유전현상의 측정은 전도 carrier의 특

성을 규명에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하게 된다. 천이

금속 산화물의 전자수송현상은 저 전자가 상태에서 고 전

자가 상태로의 hopping 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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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arrier가 속박상태에 있을 경우 전자 떠는 정공의 첨

가에 따른 고체내의 전자상태의 변화는 격자주변의 분극

률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a2NiO4의 전도 carrier의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77K - 300K의 온도범위에서 20Hz - 1MHz범

위의 주파수 사용하여, 유전손실, electric modulus등의 유

전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유전특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직류전도, 그리고 열기전력을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La2NiO4세라믹스는 일반적인 고상 반응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화학양론적으로 평량 된 La2O3 (> 99.99%

purity) 그리고 NiO (> 99.9% purity)을 에탄올로 혼합 혼

합된 분말을 1273K에서 24시간열처리 하였다. 열처리된

분말은 분쇄 후 성형하였다. 성형 후 1473K의 온도에서

공기 중에서 48시간 열처리 하였다. 시편은 단일상이 얻

어질 때까지 수 차례 분쇄 및 성형을 반복하여 열처리 하

였다. 대다수의 3d천이 금속 산화물은 고온에서 열처리 되

는 관계로 산소 결핍 (또는 과잉)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시

편의 화학조성이 변화 하게 된다. 그러나 본 실험의 주

요연구대상인 La2NiO4세라믹스는 과잉 산소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잉산소의 양에 따라서 전기전도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3) 따라

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편의 화학적 조성은 La2NiO4 + δ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다. 

La2NiO4세라믹스는 변화된 산소의 양(δ)을 조사하기 위

하여 idometric titration을 실시하였다. 처음 공기 중에서

열처리 시편의 과잉산소량 δ는 0.15정도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가능한 화학양론적 산소량을 얻기 위하여 공

기 중에서 제작된 시편을 Ar분위기 속에서 재 열처리하

였다. 이때 얻어진 과잉산소량 δ는 0.03정도였다. 시편의

색깔은 전부 검정색 이었으며 분말 x -선 회절 결과 정

방정 구조를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결정격자 정수는 최

소 자승 법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고 순도의 Si(5N)

분말을 내부기준재료로 사용하여 회절 각 2θ가 80o - 120o

사이의 x -선 회절결과를 이용하였다. 실온에서의 격자상

수는 a = 3.8615, c = 12.6484Å였다. ICP분석결과 [La]/[Ni]

의 비는 ~2/1정도로 양이온결손에 따른 화학적 결함은 거

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특성은 교류 4단자 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In-Ga 7:3합금을 전극으로 사용하

였다. 77K - 300K의 온도범위에서 20Hz와 1MHz의 주파

수 범위에서 HP 4284A LCR meter를 사용하여 유전용

량을 측정하였다. 전극과 시료 표면의 계면효과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유전이상과 시료표면의 재료의 비 균질성

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유전이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동일한 주파수와 온도범위에서 정

전용량을 측정하였으며, 또한 시편의 두께를 변화하면서 동

일 조건에서 유전용량을 측정한 결과 계면효과와 재료의

비 균질성에 의 하여 발생하는 유전이상은 발견 할 수 없

었다. 

열기전력측정 및 직류 전기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

편은 3 × 3 × 18 mm3의 직사각형 bar를 제작 후 77K에서

300K의 온도 영역에서 2개의 13%Ph/Pt - Pt 열전대를 이

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에는 La2NiO4.03 세라믹스의 열기전력의 온도의존

성을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기전력은 감소

Fig. 2. Fit to high temperature conductivity measurements using the

adiabatic small polaron model. Inset: Temperature (1/T1/3) dependence

of the conductivity. The straight line represents the linear portions in

Arrhenius plot. 

Fig. 1. Thermoelectric power α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he

straight line represents the linear portions in Arrhenius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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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전체 온도 범위에서 양 (+) 의 값을 나타내었

다. 이는 과잉산소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Ni3+에 의한 것

으로 사료된다. 

Fig. 2에는 La2NiO4.03 세라믹스의 직류전도율의 온도의

존성을 나타내었다. Sayer et al9)과 Bassate et al13)과 같

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La2NiO4.0의 전도는 가 전자 대역

의 꼬리(valence band tail) 부분의 이동도 모서리(mobility

edge) 에서의 속박된 carrier의 hopping에 의하여 전도가

이루어 진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La2NiO4.0

의 전도 carrier가 polaron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또한 La2NiO4.0와 같은 K2NiF4구조의 세

라믹스의 경우 내부에 존재하는 아주 큰 c/a 결정축의 비

대칭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자 변위에 의하여 생성된 강

한 electron-phonon 상호 작용에 의하여 자유전자 또는 정

공이 전위 장벽에 포획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 carrier와 격자 왜곡에 의하여 생성된 준 입자(quasi -

particle)을 polaron이라 부른다.21,22) 이 생성된 polaron이

격자간의 단위 셀 속에 속박화(localization)되어 있는 경

우를 small polaron이라 부른다. 단열 hopping의 경우 전

도 carrier는 격자의 움직임 보다 빨리 움직일 뿐 아니

라, 주변site간의 에너지가 동일 하기 때문에 근접 site간

의 hopping에 의하여 전도가 이루어 진다. 이 경우 전도

율의 온도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3-27)

(1)

여기서 n: polaron의 밀도, e: 전하 양, a: hopping 거리

(≈ polaron 의 반경), kB: Boltamann상수, ν: 광학적 phonon

주파수 그리고 WH는 polaron 의 hopping 에너지이다. Fig.

2에는 단열polaron hopping의 경우 전도율의 온도 의존성

을 나타내었다. 200K 이상의 온도영역에서 전도율의 온도

의존성은 매우 직선적으로 fitting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직선 Arrhenius fitting 시 얻어지는 선형상관계수(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R2는 0.9994로 거의 직선임을 알 수

있다. Fig. 2에서 표시된 단열 hopping 조건에 의하여 얻

어진 small polaron의 hopping energy WH는 ~0.18eV였다.

선형관계만을 고려할 때 La2NiO4.03의 전도는 small

polaron의 hopping이 전도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명확한 전도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Eq(1)에 표

현된 각종 물리적 변수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

료된다. La2NiO4.03의 전도가 small polaron에 의하여 이루

어 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은 격자정수의 크기

와 small polaron의 hopping거리를 비교 하는 것 이다.

Eq (1)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전도율의 온도의존성으로부

터 얻어진 pre-exponential factor σ0 = ne2a2ν/kB는 2.08 ×

106K/Ωcm였다.25-27) La2NiO4.03의 ν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페로브스카이트 천이금속산화물의 ν가 ~1013Hz25-26) 인 것

감안하면 La2NiO4.03의 ν역시 ~1013Hz부근 인 것으로 사

료된다. 이론적인 polaron의 농도 n은 Ni3+의 양으로 (~6%)

3.18 × 1020 cm−3 이다. 전도율의 온도의존성 Eq(1)으로 부

터 얻어진 pre-exponential factor, ν 그리고 n을 이용하여

얻어진 La2NiO4.03의 small polaron hopping 거리를 계산

한 결과 small polaron의 hopping 거리는 ~6Å였다. 이는

La2NiO4.03세라믹스의 a-b 축의 거리 ~3.86Å 보다 크지만

c 축의 거리 ~12.6 Å 보다는 작은 값이다. 실제 small

polaron의 hopping 은 최 근접 사이트간에서 발생하기 때

문에 small polaron의 hopping 거리는 ~3.86Å을 넘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이 가정이 본 연구에도 적용된다면 La2NiO4.03

의 전기전도가 small polaron의 hopping 에 의하여 이루

어 진다는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한 La2NiO4.03가 단결정인경우

시편전체에 이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a-b 또는 c축의 전

기전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c축으로는 상호 작용력이 작

게 작용하기 때문에 carrier의 이동이 어렵고, 따라서 a-b

축으로 전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La2NiO4.03는 다결정이며 전도에 기인하는 Ni3+는

정공은 Ni 3d - O2p간의 혼합상태에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전도격자간의 거리는 Ni이온간의 거리 즉 평

균격자거리의 배정도 즉 ~12Å정도 가 될 것으로 사

료가 되며 이 평균격자거리는 La2NiO4.03의 전도 carrier

의 hopping거리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La2NiO4.03의 전

도 carrier는 small polaron의 hopping 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말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얻어진 단열 small polaron의 hopping전도의 타

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열기전력의 온도의존성을 정량적

으로 해석 하여볼 필요가 잇다. 재료가 다결정체인 경우

직류 전도율은 입계 및 재료내부의 spin의 무질서 등에 영

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열기전력은 직류전도에 비

하여 이러한 요소에 민감하지 않다. Small polaron에 의하

여 전도가 이루어질 경우 열기전력의 온도의존성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8-31) 

(2)

여기서 Eα는 열기전력의 활성화 에너지이며, α0는 전

자 또는 정공의 운동에너지와 열 전달과의 비례상수로

α0 < 1인 경우 small polaron의 전도가 발생하며 α0 > 2인

경우는 일반적인 광범위 band 전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8-31) 열기전력의 측정은 전하의 이동과 관계 있

는 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절연체에서의

열기전력측정으로 얻어지는 활성화 에너지는 전도간극을

넘어가는 에너지이다. 따라서 광범위 band를 가지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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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측되는 열기전력의 활성화 에너지는 직류전도에 필

요한 활성화 에너지와 동일 한 양을 가진다. 그러나 small

polaron의 hopping과 같이 narrow band전도일 경우, 열기

전력의 활성화 에너지는 격자왜곡이 존재할 경우와 존재

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에너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

류전도에 필요한 에너지에 비하여 매우 작다고 보고 되고

있다.28-31) Fig. 1에는 열기전력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K이상의 온도영역에서 직

선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Arrhenius

직선으로부터 얻어진 Eα는 ~0.036eV 그리고 α0는 ~0.7

정도였다. 이 같은 현상으로 볼 때 La2NiO4.03 세라믹스

의 전기전도가 small polaron의 hopping 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직류전도의 온도 의존성은

200K이하의 온도영역에서는 직선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

다. 이는 small polaron hopping전도기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저온영역에서의 전도기구의 변화 때문이다. 대

분부의 절연성을 나타내는 천이금속 산화물의 저온에서의

전도기구는 variable range hopping [VRH]으로 설명 되고

있다.32-34) VRH는 매우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기 때

문에 실온 이하의 온도영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

반적으로 Fermi 면 부근의 좁은 온도영역 (~kBT)에서 전

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태밀도가 일정하다. Fig. 2의 삽

입그림에서 나타내었듯이 저온영역에서의 전기전도는 VRH

에 의하여 지배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에 저

온에서의 전도가 VRH에의 하여 지배 받을 경우 2차원

에서의 VRH의 전도율의 온도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35,36)

(3)

여기서 T0는 특정온도로 Fermi level에서의 상태밀도 및

전도입자의 속박거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T0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5,36)

T0 = 16ξ2/kBN(EF) (4)

여기서N(EF)는 Fermi면에서의 상태밀도, ξ는 속박상태

와 관련이 있는 파동함수 감쇄의 역수 이다. Fig. 2의 삽

입 그림에서 나타난 것 처럼 저온에서의 직류 전도율의

온도의존성은 저온부근에서 T-1/3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직

선으로부터 얻어진 T0는 6.1 × 105K였다. 저온에서 VRH가

일어날 경우 polaron의 반경(rP)은 rP = (r/2)(π/6)1/3으로 주

어지며 (r =근접 격자간 거리) 이때 ξrP < 1의 조건을 만

족해야 한다.32-34) 실험결과로 얻어진 ξ와 rP는 ~0.65Å−1

그리고 ~1.53Å이었다. 또한 Eq(4)에서 계산된 La2NiO4.03

의 상태밀도 N(EF)는 7.6 × 1016eV−1cm−2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보고 되어 있는 2차원 계Ni계 산화물에

서 얻어진 실험결과에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13)

서론 부에서 나타낸 것처럼 유전이완 현상의 온도, 주

파수의존성의 규명은 전도 carrier의 특성을 규명하는 유용

한 방법이다.14-16) Fig. 3에는 La2NiO4.03의 유전손실 (tanδ)

및 electric modulus (허수 부분 M”)의 온도 변화에 따른

주파수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tanδ

및 M”의 피크 치가 고 주파수 쪽으로 이동하는 일반적

인 Debye형 유전이완현상이 관측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결

정세라믹스의 유전이완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서는 electric

modulus의 주파수 변화를 관측한다. 이는 관측된 electric

modulus가 다결정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계 전도 효과

또는 전극 분극에 의한 이완현상과 확실히 구별될 수 있

기 때문이다.37) 따라서 실제 다결정세라믹스의 유전이완

현상의 규명에는 electric modulus의 관측이 매우 유용하

다. 복합 electric modulus M* = M’ + jM” 다음과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38)

(5)

여기서 M’와 M”는 복합 electric modulus의 실수와 허

수 부, ω는 각 주파수, M∞ (= 1/ε∞)는 M’(ω)의 점진적

증가분 그리고 Φ(t)는 재료 내부 전계의 시간변화로 Φ(t) =

σT1 2⁄ σ
0

T
0

T
-----–⎝ ⎠

⎛ ⎞
1 3⁄

exp=
M∗ M

∞
1

dΦ t( )–

 dt
------------------⎝ ⎠
⎛ ⎞ jω t–( )exp  dt

0

∞

∫–=

Fig. 3. (a) Frequency dependence of loss tangent, tanδ and (b) electrical modulus (imaginary part), M”, at several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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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t/τM)β]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때 β는 0 < β < 1사이

에 있으며, τM은 electric modulus의 유전이완 시간이다.

복합 electric modulus M*의 표현 식은 재료의 전도현상

연구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허수 부 M” 온도변

화에 따른 주파수 의존성은 재료의 전도 현상에 많이 이

용되고 있다.39-41) Fig. 3(a)에 나타난 것처럼 고정된 온도

에서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M” 공진 peak가 발생 한다

는 것은 La2NiO4.03 에 전도율 이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Fig. 3(a) 와 (b)에 나타낸 것처럼 130K이

상의 온도영역에서는 공진 peak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것

은 고온 부근에서 공진 peak가 나타나지 않거나 고온 부

근에서는 좀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여야만이 공진 peak

가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 이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본 실험에서 나타난 유전이완 현상은 Debye

유전 이완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유전손실 (tanδ) 및

electric modulus (허수 부분 M”)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2-44)

(6)

(7)

Fig. 3(a)와 (b)에서 관측되었듯이 어떤 온도 T에서 유

전손실 (tanδ) 및 electric modulus (허수 부분 M”)는 각

각의 공진 주파수 (ftanδ 및 fM”)에서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

다. 이때 각각의 공진 주파수 와 peak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2-44) 인 경우 (tanδ)max

= (ε0− ε∞)/2  그리고 fM”= (ε0ε∞)/2πτ 인 경우 M”max =

(ε0 − ε∞) /2(ε0ε∞)로 표현 가능하다. 여기서 ε0와 ε∞ 정적 및

고 주파수에서의 유전상수이다. 주어진 온도 T에 있어서

유전이완 시상수 τ는 τ = τ0exp(Q/kBT)로 표현 할 수 있으

며 여기서 Q는 활성화 에너지이다. 전도 carrier가 polaron

인 경우 전도이론에 따르면 유전이완에 필요한 활성화 에

너지와 직류전도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다. 위에서 나타낸 유전손실 (tanδ) 및 electric mod-

ulus (허수 부분 M”)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공진주파수를

이용하여 와, /

∝ exp(−W0/2kBT) 같은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42-44)

W0는 La2NiO4.03의 음이온 과잉에 의한 양이온 결손에 의

하여 발생한trap에 속박된 carrier와 이동 carrier사이에서 발

생하는 에너지차이로 간주된다. Fig. 4(a)에는 (ftanδ)
2T1/2/fM”

와 1/T의 Arrhenius 관계를, (b)에는 와

1/T의 Arrhenius관계를 나타내었다. 직선으로부터 얻어진

활성화 에너지Q = 0.101eV, W0 = 8.52 × 10−3eV였다. 

열 적으로 활성화 된 carrier에 의하여 유전 이완 현상

이 발생할 경우, WH = Q + W0/2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2-44) 그러나 Fig. 4(a) 과 (b)에서 관측된 Q +

W0/2 = 0.106eV는 Fig. 2의 직류전도도의 온도의존성으로

부터 관측된 활성화 에너지 WH = 0.18eV보다 ~0.08eV 정

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류전도도의 온도의존성

으로부터 관측된 활성화 에너지의 측정온도 범위가 유전

이완현상 측정범위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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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garithmic angular frequency dependence of normalized peaks, (a) tanδ and (b) electrical modulu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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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eV정도의 차이는 오차 범위이거나 유전이완현상 측

정 주파수가 증가 하였을 경우에는 충분히 직류전도에 필

요한 활성화 에너지에 접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전손실(tanδ) 및 electric modulus의 정규화 분석

(scaling) 역시 유전이완 현상규명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41) 실제 유전이완현상은 온도,

구조 또는 carrier의 농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다. Fig. 5(a) 와 (b)에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유전손실

(tanδ) 및 electric modulus의 정규화 분석 결과를 나타

내었다. 만약에 본 실험에서 발생한 유전이완 현상이 재

료내부의 진성 carrier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인

성 인자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각 온도 변화에 따른

유전손실 (tanδ) 및 electric modulus의 peak는 동일 선상

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유전손실 (tanδ) 의 척도분석 결

과 저 주파수영역에서 곡선들이 동일 선상에 나타나지 않

으나, 고 주파수에서는 동일 선상에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반면 electric modulus의 곡선은 저 주파수 및 고

주파수 영역 모든 곳에서 동일 선상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anδ는 저 주파수에서 전극 또는 입계 면에 미

약하나마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전에 설명하였

듯이 M” 입계 전도 효과 또는 전극 분극에 영향을 받

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결과가 거의 동

일한 곡선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실험 결과로

부터 La2NiO4.03에서 관측된 유전이완 현상은 외인성인자

가 아닌 진성carrier에 의하여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페로브스카이트 La2NiO4.03세라믹스의 유전특

성, 열기전력, 및 직류전도율의 온도의존성을 77K - 300K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열기전력의 측정결과 전체온도영역

에서 양 (+)특성을 나타내었다. 200K이상의 온도영역에서

직류전도율의 온도의존성으로부터 La2NiO4.0세라믹스의 전

도 carrier는 열 적으로 활성화된 small polaron의 hopping

에 의하여 전도가 이루어 지며 저온영역에서의 전기전도

는 variable range hopping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온영역에서 유전손실 (tanδ) 및 electrical mod-

ulus측정결과 유전이완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유전이완 공

진 공진주파수로 측정한 유전이완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

지는 직류전도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에 근접하였다. 유

전손실 (tanδ) 및 electrical modulus의 정규화 분석결과

모든 온도에서의 유전손실 (tanδ) 및 electrical modulus

곡선이 동일 선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La2NiO4.03세

라믹스에서 관측된 유전이완현상은 진성 carrier에 의하여

발생 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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