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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aipCa^FeOi 계의 perovskite 형 화합물은 La2O3, CaCO3 및 冋冨。3)3・9&0의 정 량 

적 혼합물을 1100°c 에서 24시간 동안 가열하여 제조하였다. 이 고용체의 결정구조는 모든조성에서 

사방정계 였다. X-선 회절분석과 Mohr 염 분석을 통하여 夕값이 증가하면 공위배열에 의한 상전이 

가 일어나며 격자체적은 卫값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화학양론적 조성 거 

는 0. 0에 서 0.5사이 의 값을 나타내 었 다. Mdssbauer 분광분 석 을 298K 에 서 수행 하여 x=0.75 조성 이 

높은 닐온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료의 전기전도도는 一100〜 100°C 온도범위에서 측정하 

였다. 활성화 에너지로 부터 공위 배열에 기인한 열린 통로를 갖고 있는 시료들은 이온성 전기전도 

에 의한 기여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CT. Perovskite type compounds of the Lai-xCa^FeOs-^, system were prepared from 
stoichiometric mixtures of La2O3, CaCO3, and Fe(NO3)3*9H2O by heating at 1100°C for 24 hours. 
The crystallographic structures o£ the solid solutions of all compositions were orthorhombic systems. 
X-ray diffraction and Mohr salt analysis revealed that at higher y value the phase transition due 
to vacancy ordering occured and that the lattice volume decreased when the x value was increased. 
The value of nonstoichiometric ratio y were found to be in the range of 0.0~0.5.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his systems are measured in temperature range of —100 to 100°C. Ionic contri
bution to total conductivity was found from activation energy in the phase containing the open 
pathway due to vacancy ordering.

서 론

Perovskite 화합물은 강유전성 (ferroelectricty), 
반도성 (semiconducting property) 그리 고 특유한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서 상당히 주목 받아왔다】. AM03_/A-Ca, Sr, 
Ba ； M—3d element)로 표시되는 perovskite 는 

의 넓은 범위의 비화학양론적 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2 이러한 산화물의 비화학양3) 

은 합성 할때 유지 된 아닐 링 온도 (annealing tem

perature) 오｝ 산소분압 (oxygen partical pressure) 
에 의해 조절되므로 비화학양론적 조성에 따른 

구조변화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LaFeQ 와 같은 orthoferrite 의 결정 구조는 

Geller】에 의하여 4개의 뒤틀린 LaFeCZperovskite 
단위가 사방정계 단위세포 (orthorhombic unit 
cell)을 이루고 있으며 공간군 (space group)은 

Pbnm 이라고 밝혀졌다. 이러한 oHhoferrite 화 

합물의 철 이 온은 3가의 원자가만 갖으며 6。少 

이온으로 둘러싸인 팔면체자리 (octahedr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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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여 Fe3+-O2--Fe3+ 결합을 통한 초교 

환 상호작용 (superexchange interaction) 으로 반 

강자성 (antiferromagnetism) 을 나타낸다七 각각 

의 철이온이 가장.가까운 위 치의 6개 철이온과 

초교환에 의한 쌍 (couple) 을 이루기 때문에 높은 

닐 온도 (N^el temperature) 를 갖고 있으며，철이 

온 자리 가 다른 전이금속으로 쉽 게 치 환되 어 고 

용체 (solid solution) 를 형 성 하기 때문에 자기 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우수한 물질로 알려 

져 있다 I
Ca2Fe2O5 혹은 CaFeCg의 결정구조는 Bertaut 

등7과 Smith8에 의해 사방정계로서 공간군이 Pc- 

mn-D% 라고 밝혀졌으며 Ca(Feo.5Alo.5)2()5와 동 

일한 brownmillerite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또 

한 결정 격자 (crystal lattice) 는 산소가 결핍되어 

뒤틀린 perovskite 구조로 간주할 수 있고, 철이 

온은 3가로만 존재 하면서 602■•로 둘러 싸인 팔 

면체자리와 4。2-로 둘러싸인 사면 체자리 (tetra
hedral site) 를 채우게 되어 산소팔면체충 (layer) 
과 산소 사면체 층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구조 

를 갖고 있다气

LaFeQ에 서 원자가 3 가의 란탄늄을 2 가의 

칼슘으로 부분적 치 환을 하면 고용체 가 전 기 적 

으로 중성상태 를 유지 하기 위 하여 안정 한 3가 

의 철 이 온은 불안정 한 4가로 산화되 든지 산소 

공위를 형성한다. Fe4+ 이온의 형성은 LaifSx 
Feo*, 계 에서 관찰되 었으며 Fe3+-O2--Fe4+ 
의 자기 쌍 (magnetic coupling) 이 강자성 (ferrom- 
agnetism) 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용체안의 Fe4+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Fe3+ — C)2- — Fe3+의 초 

교환 상호작용에 기인한 반강자성이 약화되어 

닐온도가 낮아진다n고 하였다. Grenier 등或은 

Lai-^Ca^FeOi 계의 비화학양론에 관한 연구 

를 하였고, Komorniki 등”은 Ca2Fe2O5—CaFeO3 
—LaFeQ 계 를 연구하여 5가의 철이 온이 저온 

에서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jCa^FeOi 계의 전 

영 역에 걸친 조성 에 대하여 단일상 고용체 (solid 
solution) 를 제조하여 결정구조와 비화학양론적 

조성 식 을 규명 하고 전기 전 도도 측정 과 Mdssbauer 
분광분석 을 통하여 시 료의 반도성 메카니 즘과 스 

핀상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실 험

La—Ca^FeOi，계열의 x=0.00, 0.25, 0.50, 
0.75 및 1.00에 해당하는 조성의 고용체들을 제 

조하기 위하여 출발물질 (starting material) 로서 

La2O3 (Sigma Chemical Co. 99.9 %), CaCO3 
(Rare Metallic Co. 99.9%)와 Fe (NO3) 3• 9H2O 
(Kokusan Chemical Works 99. 0%)을 사용하였 

다. 각 고용체의 조성에 따라 출발물질들을 적 

정량 섞어서 묽은 질산용액으로 완전히 용해시 

키고 건조시킨 다음 질산염을 분해시키기 위해 

800°C 정도에서 가열처리한다. 이 분말시료를 

대 기 중에 서 1200°C 로 12시 간 동안 가열하여 상 

온으로 급냉 시 키 고, 마노막자 (agate mortar) 에 서 

갈아서 대기중에서 1100°C 로 24시 간 동안 아닐 

링 (annealing) 하여 상온으로 급냉시켰다.

X-선 회절분석은 Philips PW-1710 Diffracto
meter 를 사용하여 파장이 L 5418A 인 Cu Ka 광 

원으로 각 조성의 분말시료에 대하여 수행하였 

다. ASTM 카드로 부터 고용체 계열은 전영역 

에 걸쳐서 사방정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격자 

상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식 l/d2=h2/a2+l^ 
【孕+1이c2을 이용하여 X-선 회절도의 각 피이크 

에 합리적인 밀러지수를 표기하고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다.

모어 염 분석 (Mohr salt analysis) 에 의 하여 고 

용체에 포함된 Fe，+ 이온의 양을 결정하였다. 시 

료를 염산-질산용액에 용해시키고 과량의 모어 

염 , (NHQ2Fe(SO4)2・6H2。을 가한다 : Fe4++ 
Fe2+—>2Fe3+. Fe，+이온과 반응하고 남은 Fe2+ 
。】 온을 barium diphenylamine />-sulfonate 를 지 

시 약으로 사용하고 K2Cr2O7 용액 으로 적 정 한다. 

한편, 비화학양(少과 Fe4+ 이온의 양 S)의 관계 

식 y=(z—c)/2를 이용하여 丁를 결정하면 고용 

체의 완전한 화학식이 확정된다.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조성의 분말 

시 료를 lOton/cnP 의 압력 으로 펠렛을 만들고 대 

기 중에 서 1100°C 로 24시 간 동안 소결 (sintering) 

시켰다. 전위차는 Keithley Model 642 digital 
multimeter 를 사용하고, 전 류는 Keithle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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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digital electrometer 를 사용하여 각각 독립 

적 으로 측정 하는 standard four probe d. c. tech- 
nique 으로 수행 하였다.

압력 은 대 기 압으로 유지 시 키 고, 一100〜 +100 
°C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다. Mossbauer 분 

광분석 은 Rh 에 확산시 킨 57Co 동위원소를 감마 

선원(7-ray source) 로 사용하고 둥가속도형 다중 

채 널 분석 기 를 속도발생장치 로 사용하였 다.

결과 및 고찰

La^^Ca^FeOa-y 계열에서 h=0.25, 0.50 및 

0.75에 해당하는 조성들은 균일한 흑색분말이고 

工=0.00 조성은 갈색이며 z= 1.00은 적갈색 분 

말이 었다. 흑색의 무기 물질 은 띠 간격 (band gap) 
이 1.7eV 이하인 좋은 반도성 물질이기 때문에 

La 와 Ca 가 혼합된 시 료는 전기 전도성 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X-선 회절분석으로 부터 조성의 전영역에 걸 

쳐 시 료의 결정구조가 사방정계 임 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조성의 격자상수 (lattice parameter) 
와 격자부피 (lattice volume) 는 Table 1에 수록 

하였 다. 양극단의 조성인 LaFeQf 와 CaFed一, 

의 결정구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z=0.75에 

서 급격한 격자체적의 변화가 일어난것을 알 수 

있다. CaFeC)2.5의 brownmillerite 구조를 산소가 

결핍되어 뒤틀린 perovskite LaFeO3 구조로 간 

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격자체적의 변화 

는 산소공위 에 의한 결 정 구조상의 상전 이 (phase 
transition)로 설명할 수 있다. Grenier 등3은 

AM03-y 계에서 산소공위의 양이 y〉0.25의 범 

위에 있으면 산소공위가 어떤 격자평면상에 배 

열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Magn句尹는 결함 

(defect)의 농도가 증가하면 결함들은 일정한 배 

열 을 갖게 되 어 격 자에 너 지 (lattice energy) 를 최 

소화 시킨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Ca』此，Fe?+C)3』y=즈그)계의 각 조성에 대한 

，값은 Mohr 염 분석으로 부터 구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다. z=0.75와 1.00의，값만이 0.25 
보다 크기 때 문에 산소공위 배 열 (oxygen vacancy 
ordering) 에 의한 상전이가 일어났고 z=0.00, 
0.25 및 0.50 조성들의 산소공위는 격자내에 무

Table 1. Lattice parameters and lattice volumes of 
the Lai-xCaxFeOa-y system

X
lattice parameter (A) lattice

volume (A3)a b c

0.00 5.5508 5.5567 7.8512 242.17
0.25 5.4987 5.5077 7.7825 235.69
0- 50 5. 5328 5.4850 7.7425 232.98
0.75 5. 5539 11.294 5.4500 341.86
1.00 5. 5914 14.768 5.4262 448. 05

Table 2. r, y values and nonstoichiometric chemical 
formula of the Lai_jCaxFeO^-yfy = X~T ) system

〔f3〕 y Nonstoichiometric chemical
form 니 a

0.00 0.00 0.00 LaFe아 O3
0.25 0-12 0.07 Lao. 7sCao. 2*知 關아 Fe°. i/Pr 93
0- 50 0.23 0.14 Lao. soCao. soFeo, 77하 F eo. 23아。2. 舶
0.75 0.09 0.33 Lao. zsCao. rsFeo. 91 와 Fe@ 094+O2.67
1-00 0.02 0.49 CaF 이). 983+Feo. 024+O2.51

Fig. 1. Plots of reduced lattice volume vs. x for the 
Lai-xCaxFeOs-, system.

질서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조 

성에 따른 격자체적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 

z=0.75와 1.00의 단위세포를 LaFeOj의 단위세 

포로 환산하여야 한다. F£g.l에 조성에 따른 격 

자체적의 변화를 도시한 바와같이 전범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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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걸쳐 z 값이 증가하면 격자체적은 감소하 

고 있다. Tien 등m은 ZrQ—CaO 계에서 격자체 

적의 변화가 직선성을 나타내는 영역에서만 고 

용체가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계에 있어서 모든 조성은 완전한 고용체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工값의 증가에 

따라 격자체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La3+(radius : 
1.14・A) 이 온보다 이 온반경 이 작은 Ca2+ (radius : 
0.99A) 이온이 La 격자에 더 많이 치환되어 들 

어가기 때문이라고 성명할 수 '있다. z=0.00, 

0.25 및 0.50 조성들은 AMO3와 같이 산소팔면 

체층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구조로, ^=0.75는 

A3M3O8과 같이 두개의 산소팔면체층과 한개의 

산소사면체충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구조로, 

그리고 5：=1.00은 A2M2O5와 같이 팔면체충과 

사면체층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결정구조로 파 

악할 수 있었다.

Fig. 2에서는 工값의 변화에 따른 c값의 변화 

를 나타낸다. ■"값은 시료에 포함된 Fe 1몰당 

F#+의 몰비를 표시한다.，값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다가 z=0.50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이 상의 工값에 서 는 감소한다. Nobertis의 La】- 

Sr^FeOj 계에 관한 연구에서 ?■값은 값의 증 

가에 따라 단순히 증가한다는 보고와 본 연구의 

LaiC&FeOi 계는 다른 경 향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z=L00인 CaFeC^r가 SrFe 
와는 달리 대기중에서 1100°C로 합성될때 

비화학양론적 조성인)값이 거의 0.5에 가까운 

CaFeO/i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값이 증가하 

면 Ca2+ 이온이 La3+ 이온자리로 치환되어 들어 

가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상태를 유지하기 위하 

여 FJ+ 이온이 형성되거나 산소공위가 형성된 

다. Ca 의 양이 La 보다 많은 工=0.75 조성은 

Fe4+ 이온의 형성은 억제되고 대부분 산소공위 

를 형성함으로써 전기적 중성화 조건을 만족시 

키기 때문에 ^=0.75 부터 t 값이 감소한다고 설 

명할 수 있다. 또한 F，g.2에서 Ca 의 양이 증가 

할수록 少값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Mossbauer 분광분석은 z=0.75 조성에 대하여 

상온에서 수행한 결과 피이크의 폭이 분석 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성질체이동

Fig. 2. Plots of t and y vs. x for the La—CaMFeO— 
system.

(isomer shift)으로 부터 철이온의 원자가 상태 

를규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피이크의 폭 넓어 

짐 (peak broadening) 은 고용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초상자성형태 (superparamanetic type) 의 

이완효과 (relaxation effect) 에 기인하는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이크의 수가 여 러개로 갈 

라져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자기 모멘트 (magnetic 
moment)의 일정한 배열에 의한 Zeeman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Neel 온도가 상 

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renier 등応 

은 LazyCa^FeOi 계에서 산소공위가 형성되 

면 철의 배위수는 6에서 4로 감소하여 자기 쌍 

의 수가 감소하지 만 자기 쌍의 세기 (intensity) 가 

증가하기 때 문에 Neel 온도는 감소하지 않고 유 

지된 다고 하였다. 한편 Komorniki 등"은 Neel 
온도의 변화는 FJ+의 양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 

고 있으며 Fe3+(3d5) 가 Fe4+(&14) 로 산화되면 쌍 

을 이루지 않은 전자수가 감소하고 Fe3+—O2-— 
Fe4+ (3d5-3d，) 의 자기쌍이 강자성이기 때문에 

Neel 온도가 감소한다고 보고 하였다. Fe4+ 이 

온을 적은양 함유하고 있는 z=0.75 조성은 

LaFeC>3와 같은 높은 Neel 온도를 갖으며 工=0. 50 

과 같이 t 값이 큰 조성은 Neel 온도가 상대적 

으로 낮을 것이다.

Fig. 3에 서 는 Laplume 식 町에 의 하여 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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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전기전도도를 1師0/T 에 대하여 도시하 

였다. 시료의 전기전도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증 

가하였고 h=0.00인 LaFed를 제외한 모든 조 

성은 一 100°C 로 부터 +100°C 사이에서 반도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격자안 

에 Fe3+오} Fe，+가 공존하는 훼라이트 시료에서 

전도성전자 (conduction electron) 가 Fe3+ 자리와 

Fe4+ 자리 사이를 건너뛰기 때문에 전도성을 나 

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건너뜀 전도성 메카 

니 즘 (hopping conduction mechanism) 에 의 한 전 

기전도도는 상온에서도 매우 큰 값을 갖으며 고 

온에서는 금속성전도도 (metallic conductivity) 
를 나타내게 된다. Fig. 3에서 t=0. 00인 LaFeO3 
와 工=1.00인 CaFeO/i의 전기전도도가 상당히 

낮은 이유는 Fe4+ 이온이 고용체내에 거의 존재 

하지 않으므로 Fe3+와 Fe，+의 혼합원자가 상태에 

기인한 건너뜀 전도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 

며 CaFeOs이 LaFeQ보다 전기전도도 값이 큰 

것 은 CaFeOz 51의 전기 전도성 에 새 로운 전 도메 카 

니즘이 산소공위에 의하여 부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Table 3에서는 F/g. 3의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구한 전기전도도의 활성화 에너지 (activation 
energy) 를 수록하였다. Norbert*는 LaiSnFe 
O3-, 계에서 w 값이 0.00에서 0.40까지 증가할 

때 활성화에너지는 감소하고 r 값이 0.40 일 때 

활성화에너지가 최소값을 나타내며 그 이상에서 

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z값이 가 

장 큰，=0.50 조성의 활성화에너지가 최소값을 

보이 고 있 다. 그러 나 Table 3에 서 r 값들을 비 

교하면 c=0.75는 h=0.25보다 활성화에너지가 

커야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반대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z=0・75 조성에서 결정구조 

상의 상전이가 일어났다는 X-선 회절분석 결과 

를 근거로 하여 결정구조와 연관된 다른 전도성 

메카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금속산화물은 전자성 전 도도 (electronic conducti- 
vity)와 이온성전도도 (ionic conductivity)* 갖 

고 있다. z=0.75는 산소공위가〈101〉방향을 

따라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열 린 통로 (open pat

hway) 7}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일정한 방향의

Table 3. Activation energies for the electrical condu
ctivity of the Lai-jCaxFeOa-, system

x value activation energy (eV)

0-00 1.62
0.25 0. 392
0.50 0- 292
0- 75 0. 302
1.00 0. 538

Fig. 3. Plots of log conductivity vs. 1000/T for the 
Lai-xCaxFeOa-y system.

열린통로는 On 이온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 

이고 이온성 전도도가 전체의 전기전도도에 기 

여 할 수 있다. 따라서 ^=0.75 조성 은 z=0.25 
보다 r 값은 작지 만 결정구조상의 열 린통로가 제 

공하는 이온성 전도도의 현저한 기여 때문에 전 

기전도도 값이 상대적으로 크고 활성화 에너지 

도 작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z=L0O인 Ca 
FeOzM의 전기전도도 역시 이온성 전도도가 크 

게 기여한 결과라고 예상된다.

이상 논의한 바와같이 Ca2Fe2O5—CaFeO3—La 
FeO3 계의 비화학양론적 고용체에 관한 연구에 

서 전자현미경 분석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사 

용하지 않고 X-선회절분석과 전기전도도 측정을 

통해서 도 산소공위 가 어 떤 임 계 량에 도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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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배열을 갖는다는 현상을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고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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