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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화학량론적 산화물 WO”.의 비화학량 光값과 전기전도도를 350~700 ^ 의 온도 범위와 2X 

1（广~以10-5a®의 산소분압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비화학량론적 조성식에서 X의 생성엔탈피 A硏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결함생성은 흡열 과정이고, 결함생성의 산소분압 의존성인 1仞값은 一 1/5.7〜一1/6.1 
로 변하였다. 전기전도도의 활성화에너지는 각 산소분압에 따라 0.24~0.29eV이었고 전기전도도의 산소분압 

의존성인 1仞은 一1/4.3〜一1/7.6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経형 반도체로써 산화텅스텐의 결함모델은 

낮은 온도에서는 1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우세하지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우 

세해진다.

ABSTRACT. The x values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he nonstoichiometric compounds WO3-X 
have been measured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350 to 7001 under oxygen partial pressure of 
2X10~1 to IXIO-5atm. The enthalpy of the defect formation shows an endothermic process, and the 
oxygen pressure dependence of the defect formation or 1/n varies from —1/5.2 to 一 1/5.9. The activation 
energy and 1/n value for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re 0.24^*0.29 eV and —1/4.3----- 1/7.6, respectively.
The Tungsten Oxide as a n-type semiconductor has predominently defect model of singly charged oxygen 
vacancy at low temperature, and of doubly charged oxygen vacancy at high temperature.

서 론

액체 또는 기체 화합물과는 달리 대부분의 금속 

산화물은 외부조전 변화에 따라 결정구조내의 불완 

전성(imperfection)이나 전자 결함(이ectron defect) 
을 가진다. 이러한 결함은 금속산화물의 결정구조와 

전기적 성질 등 물성변화의 주요인이 된다. 이러한 

금속산화물을 비 화학량론적 화합물(nonstoichiomet- 
ric compound)이라 한다. 비화학량론적 산화물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로 산소공위 (oxygen vacancy) 로 인한 과잉금속 

(excess metal) 형, 둘째 틈새 형 양이온(interstitial 
cation)으로 인한 과잉금속형, 세째로 금속공위(metal 

vacancy)로 인한 과잉의 전기음성 ^^-(electronega
tive constituents)을 포함하는 형 및 네째로 틈새형 

음이온(interstitial anion)으로 인한 과잉의 전기음 

성성분을 포함하는 형이 있다「7

산화텅스텐은 W0, W18O49, W20O剧 및 WO3 등의 

다양한 조성식을 갖는 산화물들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중 WQ의 구조는 뒤틀린 rutile 구조이고, W18O49 
와 W20O58은 단사정 계 구조를 갖는다고 알려 져 있다. 

W()3는 온도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구조로 변한다. 

740°C 이상에서는 정방정계(tetragonal), 330〜740 
M 에서는 사방정계(orthorhombic), 17~330 紀 에서 

는 단사정계(monoclinic), 17이종)•에서는 C"와 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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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정계 (triclinic) 구조를 갖는다.，

산화텅스텐 WO3의 비화학량은 W0泌까지 존재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Choain-Maurin과 

Marion 등에 의한 WQj의 전기 전도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700~ 900笆 의 영역에서 산소압력 의존성인 

U”은 一1/6으로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WC)3의 

주결함모델이라고 보고되었다J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에서 산소압력 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활성화에 

너지가 크게 변화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기전도도 

의 산소압력 의존성이 一1/6으로 고정되지 않고 각 

온도에 서 다양한 값을 나타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Sienko와 Berak 등은 100~ 500K의 온도영역에서 

WO3—*의 전기전달(electrical transport) 과정에 미 

치는 산소공위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비 화학량이 증가함에 따라 scatte

ring0] 증가하기 때문에 Hall mobility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화학량론적 WQ)의 경우 "metallic" 

성질을 나타내지만 비화학량론적 조성식의 WO**는 

hopping 메카니즘을 갖는 반도성을 나타낸다고 설 

명하였다.8

이상과 같이 WQ)에 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비화학량론적 조성식에서의 

결함모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산화팅스텐의 물성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중량분석법 

(gravimetric method) 에 의해 WO**로 표현되는 

비화학량론적 조성식에서 %의 값을 정확히 결정하고 

유사한 조건하에서 전기전도도를 측정함으로써 결 

함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실 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는 WO3(Aldrich Chemi
cal Company, Inc. 99.999%) 분말이다. 전기전도도 

측정용과 비화학량 측정용 펠렛시료는 분말을 2.51 
/cm?으로 압축하여 성형한 후 대기압과 750M 에서 

소결시켜 합성하였다. 이 시료를 X-선 회절 분석한 

결과 사방정계(orthorhombic)임을 확인하여다.

비화학량 측정장치는 온도 조절을 위한 전기로 

장치, 산소압력 조절을 위한 진공장礼 시료용기 및 

석영 마이크로 천칭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석영 마 

이크로 천칭의 눈금매기기(calibration), 부력과 열분 

자 흐름에 대한 보정은 이미 본 연구실에서 발표한 

논문에 상술한 바 있다.9T2 눈금 매기기를 한 후 

소결된 시료를 시료용기에 넣고 350~700 亳 의 온도 

범위와, 2)<107〜1><1(厂5^111의 산소압력 범위에서 

온도에 따른 무게 변화를 측정한다. 산소 압력을 

고정시킨 후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완전한 열 평형을 

이루었을 때 기준점의 높이 변화를 구하고 눈금 매 

기기 곡선(calibration curve)에 의해 높이 변화를 

무게 변화로 환산하고 이로부터 비화학량론적 조성 

식을 결정하였다.

전기전도도 측정은 사단자 직류법(four probe d.c. 
techniqu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개의 전극 중 

외부 2개의 전극은 전류를 흘려주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동시에 내부 2개의 전극에서 전압을 측정 

하였다. 이 때 전극은 끝이 뾰족한 4개의 백금선을 

시료 표면의 구멍에 접촉시켰고, 특수하게 고안된 

백금 스프링을 이용하여 접촉이 좋게 고정시켰다. 

또한 시료와 백금선은 Pt-paste를 이용하여 접촉시 

켜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촉저항의 

변화를 최소화하였다. 전기전도도 측정은 350-700 
M 의 온도 범위와 2X10T~lX10「5atm의 산소압 

력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측정기기는 Keithley 236 
Source Measure Unit를 이용하였고, 측정된 전기 

전도도는 Laplume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눈금 매기기를 통하여 구한 온도에 따른 무게변 

화를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비화학량인 *값을 

계산하였다.

APF-M(W03) X —----------------------
収・24(0)

여기서 △甲는 산소의 흡착 또는 탈착에 기인하는 

시료의 무게변화, M(WC)3)는 WO3의 분자량, 肌는 

화학량론적 조성일 때의 시료무게 및 A(O)는 산소의 

원자량을 나타낸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시료의 무게변화로부터 구한 

비화학량을 구하였고 이를 戶讶.1 에 나타내었다. 이 

때 산소 분압이 2X10T atm에서는 산소압력 변화에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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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TT (K어)

Fig. 1. Log x vs. 1000/T under various oxygen pres
sures.

Fig. 2. Plot of log x vs. Io응 P()2 at various tempera
tures.

Table 1. Enthalpies of formation of the nonstoichiome- 
tric compositions under various oxygen pressures

Oxygen pressure 
(atm)

Enthalpy of formation 
(kcal/mol)

1X10 2 1.25
1X10 3 1.23
IXIO^4 1.21
1X10 5 1.14

Table 2. 1/n values of the plot of log x vs. log 瑙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 (b) 1/m value

200 -1/6.1
300 -1/5.9
350 -1/5.8
400 -1/5.7
450 -1/5.7

대하여 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화학량론적 영역(stoi

chiometric range)으로 그림 에 도시 하지 않았다. Fig. 
1에서 보듯이 일정한 산소압력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화학량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화 

텅스텐의 비화학량론적 조성을 갖는 영역은 산소 

압력 1XI。-2~ 1X10-5의 영역으로써 비화학량론적 

조성식은 WO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의 산소 

압력 1X10「2~ix10-5와 온도 370— 720K 범위에 

서 산소비화학량 .값은 0.0005-0.006 범위의 값을 

갖는다. 각 산소압력하에서 logx vs. 1000/T의 도시 

에서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WO3의 산소공위 생성 

엔탈피를 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 생성엔 

탈피 값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산 

소공위를 생성하는 과정은 흡열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일정한 온도에서 산소압력의 변화에 따른 비화학량 

의 변화를 Rg2에 나타내었다. 산소분압 1X10" 

atm 이하의 산소압력에서는 산소압력이 낮아질수록 

비화학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화학량 

의 산소압력 의존성 인 1/鶴은 一 1/5.7~ —1/6.1 의 값 

을 나타내었고 이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일정한 각 산소압력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고 그 값들의 Arrhenius 도시는 F讶.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좋은 직선성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온도 구간은 온도 

상승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반도체 영역이 

었다. 이들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구한 전기전도도의 

활성화에너 지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기전도도의 

활성화에너지는 산소압력 강하에 따라 약간 감소하 

는 경향도 보이지만 0.27±0.02eV로 실험오차범위 

에서 거의 변화없다고 볼 수 있다.

일정온도에서 산소압력에 대한 전기전도도의 변 

화는 FZg.4에서 보는 바와 같다. axio-'-ixio 5 
atm의 측정 산소압력 영역에서는 산소압력이 낮아 

짐에 따라 WO3—*의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형 반 

도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구한 전기전도도의 산소압력 의존성인 说을 Table

1995, Vol. 39.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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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fT(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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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ot of log conductivity vs. 1000/T under var
ious oxygen pressures.

Table 3. Activation energy of the electrical conduction 
under various oxygen pressures

Oxygen pressure 
(atm)

A가iv가ion energy 
(eV)

2X107 0.28
1X10" 0.29
1X10-3 0.28
1X10 4 0.24
1X105 0.25

4에 수록하였다. 전기전도도의 산소압력 의존성 1/ 

"값은 각 온도에 따라 一1/4.3〜一1/7.6의 값을 갖 

는다. "형 반도체는 금속과잉(metal excess) 또는 

산소공위 (oxygen vacancy) 의 두 종류의 주요 결함이 

존재한다. 비화학량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1X10" 
atm 이하의 산소압력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시료의 무게가 감소하였으므로 이영역에서 WC)3r의 

주요 결함은 산소공위임을 알 수 있다. 즉 형성된 

산소공위는 전자 주게(electron donor)로 작용하고 

활성화에너 지는 0.27± 0.02 eV으로써 x값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에너지 band 
구조의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산소비화학량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에너지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F讶.3에서 보듯이 전기전도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즉 산소 분압이 감소함에 따라 전자 주게로 작 

용하는 산소공위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 

기전도도가 증가한다.

-5.5 -4.5 -3.5 -2.5 -1.5 -0.5 0.5

Log P02 (atm)
Fig. 4. Plot of log conductivity vs. log at various 
temperatures.

Table 4. 1/n values of the plot of log o vs. log P02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 (t) 1/n value

100 -1/4.3
200 -1/5.0
300 -1/5.7
400 -1/6.3
500 -1/6.8
600 -1/7.2
700 -1/7.6

Kroger2 표시법에 의해 나타낸 산소공위의 생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Oo = l/2。2+知 = (1)

이 때 V。，는 중성의 산소공위를 나타낸다. 중성의 

산소공위에 trap된 2개의 전자가 donor로 활성화되 

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後=7。*危 X2=[Vo*]m/LVox] (2)
Vo*=VaM+e K3=[Vo,*]m/LVo*] (3)

여기서 n은 전자의 농도, [V，]은 하전을 갖지 

않은 산소공위의 농도, [V。*]은 1가로 하전된 산소 

공위의 농도, [V。**]는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의 

농도이다. 전기 중성화 조건에 의해 전자의 농도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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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 + 2[Vo**] ⑷

식 (1)〜(3)을 식 (4)에 대입하면 다음 식이 성립 

된다.

m3=X1X2Po2-1/2(2K3+W) (5)

이 식에서 1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의 양이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에 비해 우세하다면 ”》以长3으로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할 수 있다.

« = (K1K2)1/2Po2-1/4 (6)

전기전도도。는 다음 식과 같이 전자의 농도3). 

전하량(e) 및 전자의 이동도mobility, 卩)로 표시될 

수 있다.

c=neix (7)

식 (7)에 식 (6)을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게 된다.

。=国瓦)1'2中鬼小 (8)

여기서 1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우세한 경우 전 

기전도도의 산소분압(F°2)에 대한 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R＞厂也 (9)

이와 반대로 식 (5)에서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지배적이다면 狐》”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oocp^-1/6 (10)

식 ⑼와 식 (10)에서 보면 1가로 하전된 산소공 

위가 지배적이면 전기전도도의 산소압력 의존성 또 

는 1/如값은 一1/4이고,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지배적이면 그 산소압력 의존성은 一1/6이다.

본 연구의 Table 4에 서 보듯이 100〜 700의 온 

도 범위에서 W03-*에 대한 전기전도도의 산소압력 

의존성 인 1/"은 一1/4.3〜一1/7.6로 광범위하게 나 

타냄을 알 수 있다. 산소비화학량B값)의 산소압력 

의존성 인 1/如값은 一1/5.7〜一1/6.1 로써 전기 전도도 

의 산소압력 의존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식 

(7)의 전기전도도(。)와 산소공위(如)의 관계식에서 

보듯이 전자이동도(卩)어】 의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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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즉 산소 압력의 변화에 따라 산소 

공위가 형성되고 이는 전기전도에 있어서 자유전자 

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러한 산소공위는 

산소이온을 매개로 한 텅스텐이온간의 전자전달과정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산소 

공위는 전자(carrier)의 농도 뿐만 아니라 전자이동 

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기전도도의 산소압 

력 의존성과 산소비화학량의 산소압력 의존성 1/如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Choain-Maurin과 Marion 
등의 보고에 의하면 전기전도도의 산소압력 의존성 

은 一1/6으로써, WO3의 결함구조는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지배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1/”이 一1/6이라고 주장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전기전도도의 산소 

압력 의존성은 一1/6으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각 

온도에서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다양한 값을 가진다. 

본 실험결과 W()3r의 전기전도도의 산소압력 의존 

성은 온도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WO",의 결함구조는 낮은 온도에서는 1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지배적이지만 온도가 상승할수록 2가로 

하전된 산소공위가 우세해진다고 볼 수 있다. 산소 

압력 의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욱 복잡한 고가로 

하전된 산소공위의 모델도 제안할 수 있다고 기대 

된다.

본 연구는 1993년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소 특성화 

학술연구조성비(BSRI-93-330)에 의한 것으로 교육 

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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