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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thium dihydrogen phosphate (LiH2PO4) powder was purchased from Aldrich Chemical Co. From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observation, these polycrystals have dimensions in the range of 25-

250 µm. The electrical conductivity was measured at a measuring frequency of 1 kHz on heating polycrystalline

lithium dihydrogen phosphate (LiH2PO4) from room temperature to 493 K. Two anomalies appeared at 451

K (Tp1) and 469 K (Tp2). The electrical conductivity reached the magnitude of the superprotonic phases: 3×10-2

Ω
-1 cm-1 at 451 K (Tp1) and 1.2×10 Ω

-1 cm-1 at 469 K (Tp2). It is uncertain whether the superprotonic phase

transformations are due to polymorphic transitions in the bulk, surface transitions, or chemical reactions

(thermal decomposition) at the surface. Considering several previous thermal studie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nd thermogravimetry), our experimental results seem to be related to the last case: chemical

reactions (thermal decomposition) at the surface with the progressive solid-state 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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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3세대 연료전지라 불리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lid

Oxide Fuel Cell, SOFC)는 60-1000 oC의 고온에서 작동

되므로 기존의 연료전지 중 가장 전력 변환 효율이 높

다. 따라서 SOFC 가 실용화될 경우 화석연료를 전기에

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CO2의 배출을 기존의 발전

방식에 비해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

국에서 제시하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 Vision 21에도 고

온 연료전지로서 SOFC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하고 있다. SOFC는 고온 작동으로 인하여 200 oC 이하

의 온도에서 작동되는 인산 연료전지 또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와는 달리 비싼 백금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도 반

응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고온에서 연료극(Anode) 측

에서의 내부 반응이 가능하여 수소 이외에 천연가스 및

석탄가스 등의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되는 양질의 폐열을 이용한 배열회수 및

복합발전이 가능하여 전체 발전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다. 특히 SOFC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와는 달

리 액체전해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재료의 부식 문제 및

전해질 손실 보충 문제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고

체산화물 연료전지 외에 수소 전도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의 개발도 활발히 되어왔다.1) 

1930년에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KH2PO4,

KDP)의 강유전 상전이 현상이 보고된 이래로 수소가 결

합에 깊이 관여하는 MH2YO4형 물질의 M 자리에 Li,

Na, K, Rb, Cs, NH4, Tl, 그리고 Y 자리에 P, As를

치환한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왔다.2) MH2PO4형 결정은 M 이온의 종류에 따라

유전적 특성을 강유전체(K, Rb, Cs)와 반강유전체(NH4)

로 나눌 수 있다. Tl의 경우는 저온에서 반강유전체 상

전이, 고온에서 강탄성 상전이를 보인다. 이 결정들의 구

조적 특징으로는 이웃한 PO4 사면체가 수소원자에 의하

여 O―H…O 결합 (― :강한 결합, … :약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2,3) 이 수소 결합이 강유전상-상유전상 또

는 반강유전상-상유전상으로의 전이에 기여한다고 널리 알

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연구와 병행되어 수소결합 물질들

은 연료전지, 양성자 배터리, 고체 제습기, 태양에너지 축

적, 전기적 디스플레이 등의 전기화학적 소자로서 많이

응용 개발되어왔다. 사용 온도범위에 따라 물리화학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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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등이 중요점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근래에 CsH2PO4

물질을 기반으로 200-250 oC 근방에서 작동하는 고체연

료전지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졌다.4-14) 이러한 연구개발

의 최신동향을 Caltech 재료공학과의 S. M. Haile 교수

그룹은 참고문헌 8)에 잘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본 연구

진도 수소결합형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

의 연구성과를 발표하였으며,15-21) 특히 KH2PO4 (KDP)

계열 고체가 고온에서 초이온 전기전도성을 보이는 이유를

물리적 구조상전이가 아닌 고체상태 고분자화 과정으로

해석하여22,23) 관련 연구자들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8), 초

양성자 전도상태(Superprotonic conducting state)가 물리

적 구조상전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체표면에서

의 열분해 과정에 기인하는 것인지의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4-14)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에서도 물리화학적 성질

이 잘 알려져있지 않은 LiH2PO4의 전기전도도 특성을 조

사하여 고체전해질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한

다. Fig. 1에서 보는 것처럼 LiH2PO4 결정은 PO4 사면체

외에 LiO4 사면체를 갖는 특이한 구조이고, 두 가지 유

형의 수소로 2차원적인 네트웍을 구성한다.3) 따라서 수

소가 전기전도도에 크게 기여하여 우수한 고체전해질로

서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Lithium 이온이 (100) 방향으

로 채널을 이루고 있어 이 방향을 따라 깡충뛰기

(Hopping)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전기전도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2. 실험 방법

실험대상 물질인 LiH2PO4 (LDP) 분말은 Aldrich 시약

회사에서 구입하였다. 주사식 전자현미경 (SEM)을 사용

하여 분말을 이루는 다결정의 형태 및 입도를 얻었다. 전

기전도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료는 분말을 압축성형

하여 0.5 mm 두께의 원판을 만든 후 양면에 은을 전극

물질로 입혔다. 형성된 전극판은 잔류 변형력을 없애기

위해 353 K 에서 24시간 열처리하였다. 온도에 따른 전

기전도도는 Impedance Analyzer (HP 4194A)를 사용하

여 1 kHz 의 주파수에서 측정하였다. 온도를 올리기 위

한 장치는 실리코니트를 발열체로 하는 전기로를 제작하

였고, 측정온도는 실온에서 493 K 까지이고 온도상승율

은 0.2 K/min 로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ldrich 시약회사에서 구입한 LiH2PO4 의 SEM 사진은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하나하나의

결정들은 직방정계 단결정의 외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진은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LiH2PO4 고체는 451

K (Tp1) 과 469 K (Tp2) 에서 유전상수가 급격히 증가하

는 유전이상점(Dielectric anomaly)을 보고하였다.21) 해당

되는 온도 영역에서의 전기전도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Fig. 1. Projections of the structure of LiH2PO4 onto the (001) and (100)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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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은 입자 크기의 단결정 집합

체를 압축성형하여 0.5 mm 두께의 원판을 만든 후 양

면에 은을 전극물질로 입혔다. 형성된 전극판은 잔류 변

형력을 없애기 위해 353 K 에서 24시간 열처리하였다.

Impedance Analyzer (HP 4194A)를 사용할 경우 직류전

기전도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가장 안정적인 측

정 저주파수대인 1 kHz 의 주파수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

과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실온에서의 LiH2PO4 전기전도도 값은 2×10-4Ω-1cm-1 를

보이는데, 이 값은 NaH2PO4가 10-7Ω-1cm-1 를, KH2PO4

가 10-10Ω-1cm-1 를, CsH2PO4가 10-6-10-5Ω-1cm-1 로 보

고된 것에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이다.4-21) 그 이유로는

Fig. 1에 보여주는 결정구조에서 전기전도도에 수소 뿐

만 아니라 Li 이온의 기여도 상당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LiH2PO4 를 가열시 전기전도도 값은 433 K 까지는 거

의 같은 값을 보이다가 435 K 에서 10-3
Ω

-1cm-1 로 증

가하여, 451 K (Tp1) 에서 3×10-2
Ω

-1cm-1, 469 K (Tp2)

에서 1.2×10 Ω
-1cm-1 의 초양성자 전도상태로 변환된다.

469 K (Tp2) 에서 1.2×10 Ω-1cm-1 의 전기전도도 값은

KH2PO4 계열 물질의 온도에 따른 보고 중 가장 큰 값

이다. 469 K 보다 온도가 상승하면 전기전도도 값은 다

소 감소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구조상전이, 표면 상전이,

화학변화(열분해)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의 다른 연구자

들의 열분석 결과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화학변화(열분해)가

가장 유력한 해석으로 보인다.21-23) 451 K, 469 K 에서

의 초양성자 전도상태의 원인으로 고체 표면에서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고분자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22,23):

n LiH2PO4 (s) → LinH2PnO3n+1 (s) + (n-1) H2O (v)

→ (LiPO3)n (s) + n H2O (v)        (1)

위의 화학반응식에서 s, v 는 고체(solid), 증기(vapor)

상을 의미한다. 451 K (Tp1) 에서의 첫 번째 초양성자

전도상태는 n = 2 인 경우로 다이머(Dimer)가 주로 형성

되는 과정으로, 469 K (Tp2) 에서의 두 번째 초양성자

전도상태는 n = 5-10 인 경우로 올리고머(Oligomer)가 주

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다이머가 형

성되기 시작되고 자라나는 451 K 부근에서 올리고머의

핵생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과정의 완전

한 분리는 불가능하다. 즉, 다이머로 모두 변환되기 전

에 더 커다란 중합체의 핵생성이 동시에 진행됨을 의미

한다. 그 결과로 LiH2PO4 고체물질 내에서의 수소의 이

동으로 인한 비평형상태 고분자화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전기전도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결과는 Fig. 2에서 본 바와 같은 LiH2PO4 수

십 µm 싸이즈의 다결정에 대한 것이지만, 추후 단결정

을 육성할 것이고, 수 µm 싸이즈나 nm 싸이즈의 시료

는 화학합성으로 얻으려 한다. 이렇게 준비한 단결정,

µm, nm 싸이즈의 시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유전상수,

전기전도도 등을 측정할 것이다. 이 경우 양성자 배터리

나 연료전지로서의 가능성을 보려면 1 Hz 이하의 저주

파수대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정입자의 크기에 따

라 물리화학적 성질의 변화결과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양

성자 배터리, 고체 제습기, 태양에너지 축적, 전기적 디

스플레이 등의 전기화학적 소자 개발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4. 결  론

LiH2PO4 다결정은 실온에서 높은 전기전도도(10-5Ω-1cm-1)

Fig. 2. SEM image of the LiH2PO4 polycrystalline pellet. 

Fig. 3.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n heating LiH2PO4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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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며, 451 K 이상에서 초양성자 전도상태로 변환

된다. 451 K (Tp1) 에서 3×10-2
Ω

-1cm-1, 469 K (Tp2)

에서 1.2×10 Ω
-1cm-1 의 초양성자 전도상태를 보인다. 이

현상으로부터 LiH2PO4 다결정은 고체전해질의 유력한 대

상 물질로 볼 수 있으며, 451-493 K 부근에서 작동하는

고체연료전지로서 CsH2PO4 물질을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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