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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ead Oxide를 2.5, 5.0, 7.5 및 10.0 mol%를 함유하는 Niobium Oixde-Lead Oxide계의 전기전 

도도를 20X10-1 〜L0X1(「5atm의 산소 부분압력하에서 700〜llOOt：의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본 계의 전 

기전도도는 PbO m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lO^-lO ^ohm^cm-1 범위에서 변하였다. 전기전도도의 

활성화에너지는 약 1.70eV이다. 전기전도도의 산소 부분압력 의존성은 높은 산소 부분압력에서는 이온 및 

전자 전도성을 가진 혼합 전도체이고 낮은 산소 부분압력에서는 산소 부분압력의 一1/4숭에 비례하는 의 

존성을 가진 小type 전자 전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계의 결함구조와 전기전도 메카니즘을 얻어진 테이타와 

관련시켜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Niobium Oxide-Lead Oxide systems containing 2.5, 
5.0, 7.5, and 10.0 mol% of Lead Oxide has been measured in a temperature range 700~1100t? under 
oxygen partial pressure of 2.0X lO^^l.OX 10-5 atm. The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나system decreased 
with increasing PbO mol% and varied from 10*5 to 10-1 ohm"^cm-1. The activation energy for conducti
vity was about 1.70 eV. The oxygen pressure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revealed that the 
system was a mixed conductor between ionic and electronic conductivities at high oxygen pressures 
and a w-type electronic conductivity with oxygen pressure dependence of —1/4 order at low oxygen 
pressures. The defect structure and electrical conduction mechanism of the system have been discussed 
with the data obtained.

서 론

Nb는 산화반응에서 조건에 따라 많은 생성물을 

생성하지만 500t 이상에서 주요 산화물은 Nb2O5 
이다it. NbQ는 여러 가지 고온 변형체(high tem

perature modification) 로 존재하는데, 830M~1492 
M의 온도 범위에서 주요 변형체는 €心“2。5이다". 

Brauer，에 의해 a-Nb2O5 단결정이 발견된 이후에 

비화학양론(nonstoichiometry), 전기 전도도(electri
cal conductivity) 및 산화 메카니즘(oxidation me- 

산lanism)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Hoitzberg8 

는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결정계가 단사정계(mo 
mxdinic) 임을 보고하였고, Gatehouse9 등의 연구에 

따르면 단위격자(unit cell)는 각 꼭지점에 사면체 

Nb자리, 3X5의 팔면체 구역 및 고립된 3X4의 팔 

면체 구역으로 구성되는 단사정계라고 보고하였다.

Kofstad1011 등은 a-NbQ에 대하여 1X10-7—IX 
lOFatm의 산소압력 범위와, 900-1100t 온도범 

위하에서 시료의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결과 비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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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산소압력 의존성은 一1/6이고, a-NbQs는 力-형 

반도체이며 주요 결함구조는 2가로 하전된 산소공 

위라 보고하였다. Balanchandran12 등은 a-NbQs에 

대하여 1〜IX10"。atm의 넓은 산소압력하에서 전 

기전도도와 비화학량을 측정한 결과 1X10—9 atm 
이하에서 비화학량 및 전기전도도의 산소압력 의존 

성(1/如값)은 一1/6으로 주요 결함구조는 2가로 하 

전된 산소공위이며, lX10「9atm 이상의 산소압력 

범위에서 비화학량은 산소압력에 무관하며 전기전 

도도의 산소압력존성은 -1/4으로 주요 결함구조는 

1가로 하전된 산소공위라 보고하였다• 그리고 IX 
1(厂2 atm의 산소압력과 900°C의 온도에서 p-n 전이 

를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Greener1314 등은 

300~900°C의 온도범위와 의 산소압

력의 범위에서 a-NbzQ；계에 대한 전기전도도를 측 

정하여 전기전도도의 산소압력 의존성은 一1/4이며 

전기전도도의 활성화에너지는 1.65eV이고 주요 결 

함구조는 1가로 하전된 산소공위라 보고하였다. 또한 

Kofstad1516 등도 a-NbQs에 대한 전기전도도의 연 

구로부터 Greener와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고 보고 

하였다.

Balanchandran""은 ALNb?.*。와 CrINb2-1O5(x 

= 0.003, 0.0055 및 0.008(Cr*Nb："・Q계의 경우 * = 

0.0083)) 의 계에 대한 연구에서 1000~1050M 의 온 

도범위와 l~lxi0〈atm의 산소압력 범위에서 전 

기전도도는 에 비례하고, IX10、atm 이하

에서는 1\>2「脚에 비례한다고 보고하였으며，*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의 p-n 전이점은 낮은 산 

소압력으로 이동한다고 보고하였다. Chen19 등은 

산소압력이 1〜 lX10「2atm 의 산소압력 범위와, 

850~1200艺인 온도범위에서 산소확산계수(oxygen 
diffusion coefficient)는 尸oj'"에 비례하며 온도에 

대한 비례상수, D(cm2/sec) = 1.72X10-2Xexp[- 
49.4±3Kcal/RT]라고 보고하였다. Yahia?。는 900t 

에서 TGA data와 전기전도도로부터 전자이동도는 

7X10" crr^/v sec라고 보고하였으며 Elo21 등은 a- 
NbzQ；의 이온 transport number가 0.05 이하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a-NbzQ；와 a-NbzOs•■첨 

가물계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전도성 메카 

니즘과 주요 결함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론이 정립 

되지 않았고 a-NbzQrPbO계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 

지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bzOs에 

PbO를 첨가한 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전기전도도 메카니즘과 주요 결함구조를 결정하는데 

그 목적과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실 험

본 연구에서 출발물질로 a-Nb2O5(Aldrich Che
mical Company, 99.999%) 분말과 PbO(Aldrich 
Chemical Company, 99.999%) 분말을 사용하였다. 

순수한 a-Nb2()5와 PbO의 분말을 PbO의 mol%가 

2.5, 5.0, 7.5, 10.0이 되도록 정확히 평량하여 마노 

막자에서 메탄올을 사용하여 잘 혼합한 다음 200t： 

에서 완전히 건조하였다. 각각의 분말 혼합물을 2.5 
ton/cm?의 압력으로 3분간 진공 압축하여 펠렛을 

만들고, 1200t, 대기압하에서 48시간 동안 소결시킨 

후 상온으로 냉각시켰다. 고용체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의 X-선 회절분석을 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기기는 PHILIPS PW 1710 X-ray diffractometer이 

었으며, 그 광원은 CuKa 선이었다. X-선 회절분석 

결과 순수한 a-NbzQ；의 X-선 회절 spectra와 같은 

형태를 갖는 단사정계였고 a-NbzOs-Pb。계들의 시 

료는 a-NbzQ；와 같은 단사정계의 고용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전도도 측정장치는 온 

도조절을 위한 전기로장치, 산소 압력조절을 위한 

진공장치 및 전기전도도 측정장치로 구성된다• 전 

기로 장치는 가열하는 부분과 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되어 있다. 산소압력 조절장치는 원하는 산소압력을 

얻기 위하여 진공장치, 유확산펌프 및 액체질소 트 

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압력은 피라니(pirani) 
게이지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전극은 Pt probe이며 원형시편에 균일한 간격으로 

4개의 구멍을 만든 다음 Pt probe를 시료의 각 구 

멍에 접촉시켰고, 고온에서 접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고안끄된 백금스프링으로 

가압 접촉시켰다. 전기전도도의 측정방식은 표준 

사단자 직류법 (standard four probe d.c. technique) 

을 사용하였고, 4개의 전극 중 내부 2개의 전극은 

전위계(potentiometer), 외부 2개의 전극은 전류계 

(electrometer) 에 연결하여 전압과 전류를 각각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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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측정하였고 Laplume%식을 사용하여 전기 

전도도를 계산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Leed 

& Northrup Co. 7555 K-5 potentiometer, 9828 D.C. 
Null detector 및 Keithley 610C electrometer이었 

다. 전체회로는 teflon-insulated coaxial cable을 사 

용하여 차폐하였으며 시료주변의 전기로에서부터 

오는 전장 및 자장의 변화에 기인한 noise를 방지 

하기 위하여 측정시 전기로의 전원을 끊고 접지시킨 

stainless pipe를 씌워주었다. 또한 시료의 capacitor 
역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류를 측정시에만 흘려주 

었다. 측정온도 범위는 700〜llOOt：이었고, 산소압 

력이 2X101~1.0X10~5atm 사이의 범위하에서 

산소압력을 고정시키고, 20~30fc 간격으로 반복 

측정하였다. 위의 온도와 산소압력 범위에서 Knud
sen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전기전도도 측정은 700〜 1100°C의 온 

도범위와 2〉<1(尸〜1><1(厂5次111의 산소 부분압력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산소 부분압력을 고정시킨 후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완전한 열평형을 이루었을 때 

전류와 전압을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Lap- 
lume식으로써 전기 전도도 값을 환산하였다. Fig. 1은 

Fo2=lX10-3atnWBI PbO를 2.5, 5.0, 7.5 및 10.0 
mol% 첨가시킨 계에 대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전 

기전도도의 아레니우스 도시 (Arrhenius plots) 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조성에서 좋은 직선성을 보이고 

있으며 PbO의 mol%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감소함을 나타낸다. 또한 다른 산소 분압에서도 마 

찬가지임으로 도시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Figt2 
에서는 PbO의 mol%가 25인 계의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아레니우스 도시의 변화를 여러가지 

산소압력하에서 나타내고 있다. 주어진 일정한 산 

소압력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증 

가한다. Po2 = lX10-2atm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직선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 

기전도도는 0 = 6)厂岛/RT로 표현되며, logo g 1000 

/7을 도시한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활성화에너지 

(曲)를 구할 수 있다. 본 계의 연구로부터 구한 

활성화에너지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평균 활성화에너지는 약 L70eV로 이 값은 Bala- 

nchandran^] 1.68eV와 잘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순수한 a・Nb2C)5의 평균 활성화에너지보다 

약간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 3온 PbO의 

mol%가 10.0인 계에 대하여 주어진 온도에서 산소 

부분압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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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ots of Log conductivity vs. 1000/7、for the 
(a-Nb2O5)i _x-(PbO)x system under oxygen partial pre
ssure of IX IO-3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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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ots of Log conductivity vs. 1000/T for the 
(a-Nb2()5Do.975-(PbO)ao25 system under various oxygen 
partial pressures.

Table 1. A가ivation energies (eV) of the (a-Nb2O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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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n values of the (a-NbQ/r/PbO), system 
at various temperatures

x value
Temperatre (°C)

700 800 900 1000 1100

0.025 -0.26 -0.24 -0.23 -0.24 —0.26
0.050 -0.26 -0.25 -0.24 一 0.24 -0.25
0.075 -0.27 一 0.25 -0.26 -0.24 -0.24
0.100 -0.24 -0.25 -0.26 -0.25 -0.25

— 5.0 —4.0 —1.0 —2.0 — 3.0

Log P02 (atm)

Fig. 3. Plots of Log conductivity vs. Log P02 for the 
(a-Nb205)o.9oo-(PbO)o.ioo system under various tempe
ratures.

내었다. 주어진 온도가 1000t 이하일 경우 산소 

부분압력 1X10"2 이상에서 전기전도도는 산소압력 

의 변화에 무관하며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산소 

부분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증가한다. 

산소압력에 무관한 영역에서는 주로 이온성 전기전 

도성, 그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林-type 반도성 전자 

전도성이 기대된다. w-type 반도성 전자 전도성 영 

역에서 전기전도도는 a=k(T) Fo^加이 가능하며 

log a vs. logR)2로부터 전 기 전도도의 산소 부분압력 

의존성을 구할 수 있다. 본 계의 연구로부터 구한 

전기전도도의 산소 부분압력 의존성을 나타내는 1 
/”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평규 산소 부분압력 

의존성 또는 1/如값은 一1/4이며 이것은 많은 연구 

자들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실에서 

수행한 a-NbzQ；의 비화학량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주요 결함은 산소 공위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전도성 메카니즘을 

생각하면 먼저 F讶. 3에서 보듯이 본 계에서는 서로 

다른 2개의 전도성 메카니즘이 가능하다. 온도가 

1000t 이하인 경우에 산소 부분압력 1〉＜1(厂2 atm 
이상에서는 이온성 전기전도도이고 그외의 구간에 

서는 n-type 전기전도도가 기대된다• 이때 주요 결 

함구조는 산소공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Nb2O5 
에서 산소공위의 생성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0。一 1/2 O2+K** + 2e' (1)

본 계에서는 Nb5+를 Pb"가 치환하여 들어간 

계이므로

2PbO —t 2PbNb"' + 3K** + 2Q (2)

(2)식에서 Nb5+를 Pb2+가 치환함에 따라 생성된 

산소 공위는 (1)식의 생성된 산소공위를 증가시킨 

다. 이때 르샤틀리에의 원리에 따라 (1)식의 평형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전도전자(conduction electron) 
의 농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전기전도도는 불순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이것은 Fig. 1에서 

PbO의 mole%가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는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식과 (2)식을 합하면 다음 식이 가능하다.

2PbO — 2PbNb"' + 5"*+4e' + O2 (3)

(3)식의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다.

底=Fo2[PbNb"'E：K**]WT (4)

(3)식에서 전기중성화조건(electric neutral condi- 
tion) 으로부터 다음 식이 성립한다.

2[K**] = 3[PbNb'"] +，z (5)

여기서 ” = [e']이다.

”《3[PbNb'"] 인 경우

2血**] = 3潮戏 (6)

(6) 식을 (4)식에 대입하면

*3=Po2E3/2]5EPbNb"，]7M4 (7)

(7) 식을 ”에 대해 정리하면

”哉3』2/3W任凤”丁7%3” ⑻

(9)

전기전도도를 전자의 농도로써 표현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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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为叩 (10)

여기서。는 전자의 전하이고 卩는 전자의 이동도이다. 

(9)식을 (10)식을 대입하면

O타灿Po厂기4

일정한 온도에서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Table 2에서 나타내었듯이 본 연구에서 전기전도 

도의 산소압력 의존성은 一1/4으로 위에서 구한 

이론치 一1/4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a-Nb2C)5에 PbO를 첨가시킨 계의 주 결함구 

조는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실에서 수행한 순수한 a-NbzQ의 연구와 비교 

하여 볼 때 dopant로써 PbO의 효과는 PbO의 양이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는 감소하였지만 이온성 전 

기전도도와 반도성 전기전도도의 영역에서는 변화를 

주지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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