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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riSrxFeOjjO.O冬虹 1.0)계의 고용체들을 1200°C에서 24시간 동안 가열하여 합성하였 

다. X-선 회절분식을 통하여 光=0.0~0.6의 조성은 사방정계이고 %=0.8 및 1.。은 입방정계의 결정구조 

라는 것을 알았으며 Sr 의 양이 증가할수록 격자체적이 증가하였다. 본 철산화물계에서 두 종류의 철이온 

의 혼합원자가 상태는 모어염 적정법으로 분석하였다, 为制.0과 0.5조성의 상온에서 측정한 M0- 
ssbauer 분광분석은 자기모멘트의 정렬에 의한 미세자기장 분열을 보이고 고용체 내에 팔면체와 사면체 

배위된 철이온이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전기전도도 측정으로부터 본 시료들의 전기전도가 팔면체 

자리의 철이온 간을 건너뛰는 메카니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 series of solid solutions with formula Vlr1_x SrxFeO3_y- where x is from 0.0 to 1.0, 
has been synthesized by heating at 1200°C for 24 hours. X-ray diffraction shows these samples to be 
orthorhombically distorted perovskites for compositions upto x = 0.6 and apparantly simple cubic perov
skite structures from 0.8<x<1.0. Lattice volumes are increased with the introduction of Sr. The mixed 
valence state of two kinds of Fe ion in these ferrite systems is analyzed by the Mohr salt titration method. 
Mdssbauer spectra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for x = 0.0 and 0.5 compositions shows hyperfine split
ting for iron (III) due to magnetic ordering and indicates that these samples contain octahedrally and 
tetrahedrally coordinated iron sites.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ments indicate that conduction in 
these samples apparantly occurs over the octahedral sites by a hopping mechanism.

서 론

일반적으로 고용체가 합성되는 고온에서는 높은 

산화상태를 갖은 철이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 

자가 상태가 +4인 철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는 산 

화물을 제조하는 것은 어려운 연구였으나, 조성식 

AFeO3 (A= alkali-earth and rare-earth metal) 
로 표현되는 perovskite perovskite 에 관련된 

구조 (perovskite-related structure)를 갖는 산화 

물의 경우는 12개의 산소와 배위될 정도로 이온반 

경이 큰 알칼리로 금속이온의 존재로 인하여 Fe 
(IV)가 안정화된다】.

ErFeOa와 같은 orthoferrite 화합물은 단결정 

(single crystal)의 형태로 용이하게 얻어지고 철 

의 원자가 상태가 +3으로만 존재하며 높은 N6el 
온도와 상당히 약한 강자성 (ferromagnetism) 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적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七 ErFeOs의 결정구조는 다른 orthofer- 
rite 와 같이 뒤틀린 perovskite 구조로서 사방정 

계 (orthorhombic system) 의 단위세포 (uni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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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4개의 철이온을 포함하고 있고 공간군 

(space guoup)은 Pbnm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orthoferrite 의 철이온은 근방의 6개의 철이온 

과 Fe^CF-Fe^ 결합을 통한 초교환 상호작용 

(superexchange interaction) 의 쌍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배열된 자기모멘트가 무질 

서하게 배향되는 전이점인 Nfeel 온도가 높은 값을 

갖는 것이며' Fe자리는 몇 가지 다른 원소로 쉽게 

치환되므로 자기적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물질로서 알려져 있다. 따라서 SrFeO, 
-SrTiC>3계에 관한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측정을 

통하여 Fe"의 효과를 고찰하고，중성자 회절분석 

으로부터 Sr (Co, Fe)Oa의 자기 적 구조가 연구 

된 바 있다七

Perovskite 형 산화물인 SrFeQ-y는 고용체합 

성시 유지시켜준 온도와 산소압력에 따라 넓은 범 

위의 산소비화학량 (0.0冬;yW0.5)을 갖게 되며 

Fe^/Fe，+의 비가 변하기 때문에 특유한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나타낸다7. 결정구조에 있어서 

0 인 경우는 철이온이 6개의 산소이온과 배위된 산 

소 팔면체자리 (oxygen octahedral site) 에 위치 

한 단순입방정계 (simple cubic system) 이지만 y 

값이 증가함에 따라 산소 사면체자리 (tetrahedral 
site)가 형성되어 약간 뒤틀린 입방체 (distorted 
cube)를 가지며 y=0.5에 도달하면 brownmil
lerite 구조가 된다七 Ca2(Feo.5Alo.5)2()S 와 같은 

brownmillerite 의 결정구조는 사방정계로서 공간 

균이 Pcmn-D” 라고 밝혀졌으며 산소 팔면체층과 

사면체충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있다。. Watan- 
abb。가 합성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조성의 

SrFeQ-SrFeOg계의 고용체를 제조한 다음 전기 

저항과 자화율 측정을 통하여 Fe3+-Fe"의 상호작 

용이 이중교환 (double exchange) 이 라는 것을 규 

명한 이래로 화학양론적 조성을 갖는 SrFeOa의 

합성이 33〜87 MPa 의 높은 산소압력하에서 가 

능하게 되어 Gallagher 등“은 SrFeO2.s_3.(>^] 
에 대한 MtSssbauer 효과로부터 perovskite 구조 

에서 산소공위가 생기면 근방의 Fe，+와 Fe"는 사 

중극자분열 (quadrupole splitting)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고 Mac Chesney 등"은 산소공위의 양 

이 감소할 때 전기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을 Fe4+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여 격자간격이 감소 

하기 때문에 철의 tzu와 산소의 PM 궤도함수간의 

겹침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SrFeO3 
의 자기적 구조는 반강자성을 나타내는 나선형 

(antiferromagnetic screw spin structure) 이고]3 
4K 정도의 극저온에서도 CaFeOL나 산소가 결 

핍된 perovskite 산화물처럼 자체산화 

(disproportionation) 15°1] 의하여 Fe5+ 이온을 생 

성시키지 않는유일한 화합물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perovskite 산화물에서 A 

자리를 원자가 상태가 다른 양이온으로 치환한 경 

우는 비화학양론과 그 물성에 기인한 산업상의 응 

용성 때문에 널리 연구되 었다(La, Sr) 
FeQ-y에 대한 MSssbauer 연구가 Shimony 
에2 의해 수행된 후 고압에서 화학양론적 조성의 

(La,Sr)FeO3계열이 합성되어 철이온의 원자가 

상태가 네종류를 갖는다고 관찰되었다]. Grenier 
등20은 철이 낮은 스핀상태에 있고 팔면체자리를 

거쳐 전기전도가 일어나며 사면체자리의 F여+ 이 

온은 전자를 부분적으로 포획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r, La) FeQ-摆와 (Sr, Dy)Fe03r계”에 

관한 비화학양론과 전기적 물성에 관한 연구가 본 

연구실에서 수행된 바 있으나, ErFeQ-SrFeQ 
-SrFeQ.계의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ErFeQ의 Er 자리에 Sr?+ 이온 

을 치환시킨 Eri_*SrxFe()3-,(0.0Wx冬L0)계를 

제조하여 결정구조와 비화학양론적 조성식을 규명 

하고 MOssbauer 분광분석과 전기전도도 측정을 

통하여 시료의 배위구조, 스핀상태 그리고 반도성 

메카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실 험

EriSjFeOi 계열에서 *=0.0, 0.2, 0.4, 0.5, 
0.6, 0.8 및 1.0 에 해당하는 조성의 고용체 (solid 
solution) 를 합성하기 위하여 출발물질 (starting 
material)로서 Er2O3, SrCQ와 Fe(NO3)3 • 9H2 
O를 사용하였다. EhO,는 대기 중에 노출되면 수 

분을 홉수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800P 에서 2 
시간 동안 가열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고용체의 각 조성에 따라 출발물질들을 적정량 평 

량한 화학양론적 혼합물을 묽은 질산용액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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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용해시킨 다음 건조시키고 질산염을 분해시키 

기 위하여 800°C 정도에서 열처리하여 마노막자 

(agate mortar)에서 잘 갈고 대기 중에서 1200°C 
의 고온으로 고체상반응 (solid-state reaction) 을 

진행시켜서 흑색의 분말시료를 얻었다. 다만 x= 
0.0 인 ErFeOa는 적갈색을 띠고 있었다.

시료의 결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X-선 회절분 

석은 Philips pw-1710 Diffractometer -f- 사용하 

여 파장이 1.5418A인 CuK“선을 광원으로 수행 

하 였 다. JCPDS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목록으로부터 orthofer
rite 인 ErFeQ와 SrFeOi의 결정구조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었다. 시료의 구조가 단순입 

방정계인 경우에는 1//2= (/?2+/+〃)/^의 관계 

식을 사용하고 사방정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1/ 
』2= 冷/&2+ 妃/郡+ 〃伝!을 사용하여 X-선 회 절 

도의 각 피이크에 합리적인 밀러지수를 표기하고 

최소자승법을 통하여 각 조성에 대한 격자상수와 

격자부피를 구하였다.

각 조성의 고용체에 포함된 Fe4+ 이온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어 염분석 (M사ir salt analy
sis) 을 수행하였다. 시료에 과량의 모어염, 

(NH,)2Fe(SO,)2 • 6HM)을 가하고 염산-질산 

용액으로 용해시킨다 : Fe'++Fe2+-2Fe3+. Fe4+ 
이온과 반응하고 남은 모어염의 Fe“이온을 

barium diphenylamine p-sulfonate 를 지 시 약으 

로 사용하고 K2Cr2O7 용액으로 적정한다. 한편, 

산소비화학량。)과 Fe"이온의 몰비 (t)간의 >>= 

(xy)/2 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고용체의 완전한 

비화학양론적 조성식을 확정한다.

Mossbauer 분광분석은 Rh 에 확산시킨" Co 
동위원소를 감마선원 (*-ray source) 으로 사용하 

고 속도발생 장치 (velocity transducer)로는 다중 

채널 분석기 (multi-channel analyzer)를 이용하 

였다. 분석용 사료받침에서 단위면적당 최소한 0.2 
mg 의" Fe 동위원소가 존재해야만 적당한 피이크 

의 세기를 갖는 분광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연 중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양을 고려하여 시료 

의 양을 결정한다.

M ossbauser 분광분 석 의 이 성 질 체 이 동 (iso - 
mer shift)으로부터 철이온의 원자가 상태를 파

lattice parameter (A) lattice reduced

Table 1. Structures, lattice parameters, and lattice 

volume for the S^Er^FeO^ systems

X
a b

system

c

volume

(A)

lattice 

volume (A3)

0.0 5.2576 5.5765 7.5994 0* 222.81 55.702

0.2 5.2532 5.5714 7.5992 0 222.92 55.731

0.4 5.2760 5.5804 7.5896 0 223.45 55.864

0.5 5.3029 5.5630 7.6563 0 223.86 55.965

0.8 3.8620 — — C+ 57.602 57.602

1.0 3.818 — — C + 58.042 58.042

• 0: orthorhombic system, +C: cubic system.

악하고 사중극자분열과 초미세자기 장 (hyperfine 
magnetic field)으로부터 자기적 성질과 배위구조 

를 규명하였다.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조성의 분말 

시료를 10ton/cm2의 '압력으로 펠렛을 만들고 대 

기 중에서 1200 °C 로 24시간 동안 소결 (sintering) 
시켰다. 전기전도도 측정은 표준 사단자직류법 

(standard four probe d.c. technique) 으로 수행 

하였는데 전위차는 Keithley Model 642 digital 
multimeter 를 사용하고 전류는 Keithley Model 
616 digital electrometer 를 사용하여 각각 독립 

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시 압력은 대기압으로 유 

지시키고 一120〜12(广C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 

다.

결과 및 고찰

대기 중에서 1200°C로 합성된 Er^xSrxFeOs-, 
계에서 %=0.0 조성에 해당하는 ErFeOs는 적갈색 

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시료들은 모두 흑색이었 

다. 흑색을 띠는 무기화합물의 띠간격 (band gap) 
이 1.7eV 이하이므로 ErFeOa를 제외한 모든 조 

성의 고용체들은 상온에서 전기전도성이 좋은 반 

도체로 예상된다.

각 조성에 대한 X-선 회절분석법으로써 합성된 

시료들이 단일상임을 확인하였고 Table J. 에 수 

록한 바와 같이 x=0.0〜0.6 의 조성들은 격자의 

뒤틀림에 의하여 4개의 perovskite 단위가 단위세 

포를 구성하고 있는 사방정계의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x=0.8 과 1.0 의 조성은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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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a« 0.6 1.0
X 、

Fig. 1. Plots of reduced lattice volume vs. x for the Srx- 

EriTFeOjy system.

多뜬
븡

a  85

应

perovskite 구조인 단순입방정계로 밝혀졌다. 조 

성에 따른 격자상수 및 격자체적의 변화를 고찰해 

볼 때 격자상수의 변화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 

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격자부피는 %값에 따라 감 

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x=0.8 조 

성에서 격자상수와 격자부피의 급격한 감소가 나 

타난 것은 결정구조상의 전이로 볼 수 있다.

EriSjFeOi계에서의 양극단의 조성인 x= 
0.0 과 1.0 간의 결정구조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ErFeQ의 Er 자리에 Sr，+이온이 치환됨에 따라 

중간조성에서 결정구조상의 상전이 (phase transi
tion) 가 일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ortho
ferrite 구조를 갖는 x=0.0~0.6 의 조성과 이상적 

인 perovskite 구조를 갖는 x=0.8 및 1.0 의 격자 

부피를 비교하려면 x=0.0-0.6 조성의 격차부피 

를 4로 나누어 환산된 격자부피를 구해야 한다. 

Fig.l 은 조성변화에 따른 환산된 격자부피를 도시 

한 것인데 Sr의 양이 증가할수록 격자부피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배위수 

가 12인 상태에서 Sr2+의 이온반경 (1.58A)이 

Er3+(1.50A)보다 크므로 직접적인 치환효과가 격 

Table 2. t ,y values and nonstoichometric chemical for

mula of the Sr*ErjFeO3 y systems

X (Fe4 + ) y Nonstoichiometric 사lemical form니a 

0.0 0.00 0.00 ErFe3+O3

0.2 0.07 0.065，以2玖0.8「여握姑新7。2.935 

0.4 0.12 0.14 Sr04Er06Fegj8Fe^+2O286 

0.5 0.16 0.17 Sr05Er05Feg^4Fe^6O283 

0.6 0.19 。.205 Sr^Er^F얘畐Fe*M)2.795 

0.8 0.27 0.265 SrflgErfl 2Fe3+3Fe^+^2 735

Fig. 2. Plots of r and y vs. x for the Sr^Er^^FeOs^, 

systems.

자부피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ZrOz-CaO 계에서 격자체적의 변화가 직선성을 나 

타내는 영역에서만 고용체가 형성되었다는 Tien 
등23의 보고에 따르면 본 연구의 계에서 있어서 모 

든 조성은 완전한 고용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 

다.

Mohr 염 분석으로부터 구한 각 조성에 대한 

Fe4+이온의 몰비 (t), 산소비화학량3) 그리고 확 

정된 비화학양론적 조성식을 7况拔 2에 나타내었 

고 Fzg. 2 에서는 조성에 따른 t 와 少 값의 변화를 

보였다. ErFeQ의 EF+이온을 Sr?+로 치환할 때 

고용체의 전기 중성화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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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t

Fig. 3. Mossbauer spectra for the SrxEr1_xFeO3_v 

systems at room temperature.

Table 3. Mossbauer parameters for the SrxEr1_xFeO3_>. 

systems

X & (mm/sec) △ Eq 

(mm/sec)

WKOe)

0.0 0.304 0.053 503.9

Fe(O) 
0.5 
Fe(T)

0.412 -0.322 482.2

0.421 -0.063 432.0

isomer shift厶Eq： quadrupole splitting. Hn: hyperfine 

splitting.

Fe3+이온이 Fe*로 산화되든지 산소공위가 생성되 

어야 하므로 Sr 의 양이 증가할수록 t 와 夕값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EL_xS&Fe()3r계에서 6개의 산소이온과 배위 

된 팔면체자리의 철이온에 대한 상태를 전형적으 

로 나타내는 名=0.0 과 orthoferrite 구조를 유지 

하고 있으면서 Fe" 이온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0.5조성을 선택하여 Mossbauer 효과를 상온 

에서 조사하였다. F/g. 3 의 Mossbauer 분광도로 

부터 알 수 있듯이 x=0.0 조성에서 피이크가 6개 

로 분열된 것은 자기이온 (magnetic ion) 인 철의 

자기모멘트가 일정한 배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 

성되는 내부자기장에 인한 Zeeman 효과를 지적하 

고 있다. 그러나 x=0.0 의 시료는 알짜 자기모멘 

트가 없으므로 Fe3+-O2--Fe3+ 쌍에 의 한 반강자성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강자성에서 상자성 

으로 전이되는 N6el 온도가 상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x=0.5 조성은 팔면체자리와 사 

면체자리의 분포에 의한 철이온의 상태가 다양하 

기 때문에 각 상태에 해당하는 피이크의 세기가 분 

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하다. Ta切e 3에서 x=0.

EjFeO危 systems.

Table 4. Activation energies for the electrical conduc

tivity of the S^Er^FeO^ systems

X Activation energy (eV)

0.0 0.542

0.2 0.457

0.4 0.325

0.5 0.297

0.6 0.273

0.8 0.249

1.0 0.149

5에 대한 이성질체 이동과 사중극자분열값이 예상 

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초미세 자기장으로부터 팔 

면체자리와 사면체자리의 철이온에 기인한 피이크 

를 확인할 수 있었다. Fe"에 의한 피이크가 나타 

나지 않은 것은 철이온간의 전자교환 (electron 
exchange) °1 감마선으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또한 초미세 자기장의 세기는 

x=0.5가 *=0.0보다 작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 

로 Nfeel 온도도 같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Fe，+-O-Fe"■결합이 강자성이므로 Fe3+-O-Fe3+에 

의한 반강자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사중극자분열의 절대값이 화학양론적 

조성을 갖은 ErFeQ에서 보다 *=0.5 조성에서 

더욱 큰 이유는 산소공위의 생성에 기인한 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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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Ox systems.

의 비등방성이 철이온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온도변화에 따른 각 조성의 전기전도도를 고찰 

하기 위하여 Fzg. 4에 log conductivity as. 1000/ 
丁의 도시를 나타내었다. x=0.0 을 제외한 모든 

조성의 시료들은 측정온도구간에서 반도성을 보이 

고 있으며, Table 4에는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Arrhenius 식을 이용하여 구한 전기전도됴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를 수록하였는데 *의 양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瓦£.5 에서 

Fe"•이온의 몰비와 활성화에너지에 대한 관계성을 

도시하였는데 본질적으로 고용체 내에 Fe'+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활성화에너지는 점차적으로 감 

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La,Sr)FeO3계에서 

t 값이 0.0에서 0.4까지 증가할 때 활성화에너지 

는 감소하는 반면 0.4 이상의 t값 영역에서는 다 

시 증가한다는 Norbert踣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 

기 때문에 EijSrxFeO^x계의 전기전도 메카니 

즘 (electrical conduction mechanism)은 전도성 

전자가 Fe3+와 Fk+이온자리를 건너뛰는 "건너뜀 

(hopping) 전도메카니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EriSrxFeOjj계에 관하여 논의한 

바에 따르면 ErFeO3-SrFeC)3-SrFeO2.5의 고용체 

는 어느 조성으로도 합성이 가능하며 대기 중에서 

제조할 경우 Fe“이온의 몰비를 0.4 정도까지 생 

성시킬 수 있고, 사면체자리와 팔면체자리의 철이 

온을 구분한 가정의 조성식2。, ErI_xSrI(FeT3+)J, 
(Fe°3+)]_M_>,(Fe°'+)MO3_j게서 전기전도도 메가 

니즘은 팔면체자리의 Fe3+와 Fe"이온간을 전도성 

전자가 건너뛰는 hopping 이었다.

이 연구는 1988〜1990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한국과학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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