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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균일한 조성과 입자 크기를 가지는 YDC 분말을 구연산법을 이용하여 합성하고, 이를 정전분무법을 이용하

여 박막으로 제조하였다. 금속염에 구연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첨가하여 합성한 고분자 전구체는 750 ℃에서 3 h 동안 열처

리하여 형석구조의 단일 결정상 YDC 분말로 제조되었다. 최적의 정전분무 조건에서 코팅된 박막은 1400 ℃에서 3 h 동안 

열처리된 후 기공이 없는 치밀한 구조를 나타냈으며, 코팅 두께는 분무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In this study, YDC powders with uniform composition and particle size were synthesized by a citrate method and their thin 

film deposition was conducted by electrospray deposition method. Polymeric precursor was prepared first by reaction of metal 

salts with citrate acid and ethylene glycol. Fluorite crystalline YDC powders were obtained by calcining the precursor at 750 

℃ for 3 h. The electrospray deposited films prepared at the optimum conditions became dense and defect-free after heat treat-

ment at 1400 ℃ for 3 h. The film thickness was linearly varied with the deposi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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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yttria stabilized zrconia, YSZ)는 현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의 전해질로 사용되

고 있는 형석 구조의 대표적인 무기산화물이다. 그러나 YSZ는 상대

적으로 낮은 산소이온 전도도로 인하여, 이를 전해질로써 사용하는 

SOFC의 경우, 800∼1000 ℃의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밀봉이나 구성 성분들간의 계면 확산반응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장시간의 작동 시 성능의 저하가 초래될 뿐만 아

니라, 수반되어지는 구성요소 재료 및 기자재의 높은 가격은 고체산

화물 연료전지의 상업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전해질의 박막화를 통해 전해질 자체의 ohm 저항

을 줄여 출력을 높임으로써 작동온도를 낮추는 방안[3]과 600∼800 

℃의 저온에서도 800∼1000 ℃에서의 YSZ보다 이온전도도가 높은 

세리아계(doped ceria)[4]나 비스무스계(stabilized bismuth)[5]를 대체 

전해질로 사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세리아는 몇몇의 2가 알카리토류와 3가 희토류 원소와 다양한 성분

비로 고용체를 형성할 수 있다. 희토류가 도핑된 세리아의 경우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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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가 우수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반면, 소결온도가 높아 치밀한 

구조를 얻는데 상당히 높은 온도가 요구된다[6]. 희토류로 도핑된 세

리아 중 Ce(Y)O2-X 경우, 이온전도도는 Ce(Gd)O2-X와 Ce(Sm)O2-X와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진다[6]. 또

한, 고온의 환원 분위기에서 성능저하를 막고 구조적 안정성 향상을 

위해 YSZ와 이중층의 전해질을 형성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도핑 물

질인 이트리아로 인해 YSZ 전해질 및 NiO-YSZ 전극 층간의 상호확

산 문제와 접착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2].

  현재 높은 저항을 갖는 기존의 두꺼운 전해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해질을 박막으로 제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

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화학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물리적화학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그리고 플

라즈마 코팅(plasma spraying) 등의 방법들이 있으며, 이들은 전해질을 

포함하여 다른 무기질 막의 박막화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7,8]. 그

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전해질을 박막으로 형성할 수 있는 우수한 방

법이기는 하나, 고진공 조건과 set-up 자체의 복잡성으로 고가의 비용

이 요구되며, 또한 대면적의 적용에 용이하지 못하다. 최근 이용되고 

있는 정전분무법(electrostatic spray deposition, ESD)의 경우, 고전압

을 이용하여 상압하에서 미세한 액적을 분무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방

법으로서, 위에 언급되었던 CVD와 PVD 등의 방법과 달리 장치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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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ESD set-up.

조적으로 간단하고 고진공이 요구되지 않아 비용면에서 저렴하다. 또

한 대면적의 코팅에 적용이 가능하며, 코팅시 온도, 분무거리 등의 조

건들을 조절 함으로써 박막의 구조적 조절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전해질로 적용 가능한 이트

리아가 도핑된 세리아(yttria doped ceria, YDC) 분말을 구연산법으로 

제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분산 안정한 슬러리로 제조한 후 저

가 박막 공정인 정전분무법을 이용하여 YDC 박막으로 제조해 보고자 

한다.  

2. 실    험

2.1. YDC 분말합성

  본 연구에서는 Pechini법의 응용된 형태인 구연산법[9]을 이용하여 

최대 전도도를 나타낸다고 보고된 20 mol%의 이트리아가 도핑된 

YDC 분말를 제조하였다. 분말 합성을 위한 금속염 전구체로는 질산

화물 계열의 cerium nitrate hexahydrate (Ce(NO3)3⋅6H2O, 99%, 

Aldrich와 yttrium nitrate hexahydrate (Y(NO3)3⋅6H2O, 99.9%, 

Aldrich)을 사용하였으며, 금속의 chelating agent로서는 citric acid 

monohydrate (CA) (C6H8O7⋅H2O, Aldrich)를, 반응 촉매로서는 

Ethylene Glycol (EG) (C2H6O2, Aldrich)을 이용하였다. 분말 제조시 

각각의 몰비는 EG : CA : 금속염 = 14 : 7 : 2로 하였다. 먼저 cerium 

nitrate와 yttrium nitrate를 화학양론비에 따라 증류수에 첨가하여 20 

min간 교반하여 완전히 용해시켰다. 증류수에 EG와 CA를 몰비에 맞

춰 첨가한 후 60 ℃에서 30 min간 교반하여 제조된 무색 투명한 che-

lating 용액에 금속염 용액을 첨가한 후, 80 ℃에서 10 h 반응시켜 갈

색의 겔을 얻었다. 그 후 겔을 90 ℃에서 12 h 건조한 후 분쇄하여 분

말 형태의 고분자 전구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전구체를 열중량 분

석기(SDT Q600, TA instrument)를 이용하여 5 ℃/min의 속도로 1000 

℃까지 승온 시키며 유기물의 연소 및 분해, 그리고 분말 합성과정을 

고찰하였다. 하소 온도에 따른 분말의 결정상 분석과 결정화도를 알

기 위하여 XRD (M18XHF-SRA, MAC Science)가 사용되었으며, 분

말의 입자 크기 및 형상 분석에는 FE-SEM (Leo Supra 55, Carl Zeiss 

STM)이 이용되었다.

2.2. 정전분무법에 의한 YDC 박막 제조

  Figure 1는 정전분무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정전분무 장치는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for ESD

Feed rate 2.0 mL/hr

Applied voltage 4.7 kV

Distance between needle and substrate 44 mm

Substrate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Figure 2. TGA/DTA profiles of the polymeric precursor in air with a 

heating rate of 5 ℃/min.

전압 공급장치(MATSUSADA, AU30P5-2), 유량조절기(KD Scientific, 

KDS100), 금속모세관, 접지판(ground plate) 등으로 구성된다. 금속모

세관은 내경이 0.41 mm 외경이 0.71 mm인 니들을 노즐로 사용하였

으며, 슬러리의 공급량은 실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인가 

전압은 3∼7 kV 범위에서 변화시키며 최적의 분무조건을 찾았다. 코

팅 지지체로서는 NiO-YDC (65 : 35 vol%) 분말을 일축가압 성형 후 

1250 ℃에서 2 h 동안 소결하여 만든 디스크(직경 : 20 mm, 두께 : 

1 mm)를 이용하였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정전 분무법의 

최적화된 조작 조건을 나타낸다. 제조된 박막은 1000 ℃, 1300 ℃, 

1400 ℃에서 각각 열처리 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박막의 구조 변화를 

FE-SEM (Leo Supra 55, Carl Zeiss ST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YDC 분말 합성 

  구연산법을 통한 YDC 분말 합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금속 

이온들이 CA와 함께 고분자 조직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에스테르화 

반응을 거쳐 고분자 중합체를 형성하면서 금속 이온들은 조직구조에 

단단히 포획된다[10,11]. 이를 연소시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

해 고분자 전구체가 형성되며, 마지막으로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모

든 유기 원소들은 분해되며, 금속이온은 중간상을 거쳐 최종 형석구

조의 결정상을 갖게 된다.

  Figure 2은 제조한 고분자 전구체의 TG-DTA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80 ℃에서 중량 감소가 발생하기 시작

하여 3단계에 걸친 중량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400 ℃ 이후에는 더 

이상의 중량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제조한 전구체에서 

유기물의 분해는 400 ℃ 이후에는 거의 종료됨을 알 수가 있었다. 80

∼180 ℃구간의 중량 변화는 유기물의 탈수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

며, 180∼280 ℃ 무게 감소는 금속과 배위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은 잔

류 구연산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큰 발열 피크

를 보이는 280∼400 ℃ 구간은 급격한 무게 감소 영역과 일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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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RD patterns of the powder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Figure 4. EDX result of YDC powder.

이것은 중합반응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탄소-수소 유기물 골격들이 

소멸되는 동시에 YDC의 결정상이 생성되는 시점으로 사료 된다[12]. 

  Figure 3은 YDC 고분자 전구체의 하소 온도에 따른 분말의 XRD 

결과를 나타낸다. Metal-chelating 상태를 이루고 있는 금속 이온들은 

고분자 전구체 상태에서는 어떠한 결정상도 나타내지 않는 비결정질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TG-DTA의 결과로부터 예상한 결정상 생성

온도인 280 ℃에서 열처리한 분말부터 YDC의 형석구조의 단일 결정

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하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YDC의 결정 

크기가 증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핑을 위해 첨가된 이트륨은 하소 

과정을 거치면서 Y2O3로 석출될 수도 있지만 분석결과 검출되지 않았

다. 이는 첨가된 이트륨이 분말 합성시 세리아 결정구조에 도핑되어 

단일 결정상을 형성하였으며, 첨가된 20 mol%의 이트리아가 YDC분

말제조에 목표 양론비대로 반응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4와 Table 2에 나타낸 EDX 결과와 잘 부합한다. 측정된 wt%

의 성분비를 mol%로 환산 하였을 때 각각 Yttrium은 18.41% Cerium

은 81.59%로 목표로한 분말의 조성과 거의 일치하는 성분비를 나타

냈으며, 최종적으로 750 ℃에 3 h 열처리된 분말의 FE-SEM 이미지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Table 2. Composition of YDC Powder, as Measured by Using EDX

Element Wt% Mol%

Y 12.52 18.41

Ce 87.48 81.59

Figure 5. FE-SEM image of YDC powder calcined at 750 ℃ for 3 h.

Figure 6.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YDC slurry.

3.2. 정전분무법을 이용한 YDC 박막 제조

  세라믹 분말을 이용한 박막 제조시 분산 안정한 슬러리의 제조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연산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YDC 분말을 

이용하여 안정한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Table 3은 최적화된 슬러리의 

조성을 나타낸다. YDC분말의 입자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제조된 슬러

리를 48 h 동안 볼밀링 하였으며, 최종 슬러리는 10 h 동안의 침전 실

험에서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Figure 6은 Dynamic Light 

Scattering (FPAR-1000, OTSUKA ELECTRONICS)을 이용하여 측정

한 슬러리의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낸다. 분산된 입자의 평균 크기는 

294 nm이었으며 균일한 크기의 입자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정전 분무시 모세관을 통하여 인가된 전기력은 분무액체에 하전을 

띄게 하며, 하전된 액체 내의 입자들은 서로 반발하게 된다. 이때 반

발력이 액체가 가지는 표면 장력과 힘의 균형에 놓이게 되며, 반발력



79구연산법에 의한 Yttria Doped Ceria (YDC) 분말 합성 및 정전분무법에 의한 YDC 박막 제조

Appl. Chem. Eng., Vol. 21, No. 1, 2010

Table 3. YDC Slurry Composition 

Materials
Solid Solvent Binder Plasticizer Dispersant Homogenizer

YDC powder Toluene IPA PVB Dibutyl phthalate Fish oil Triton-X

Content 13.3 g 84 mL 42 mL 0.7 g 0.7 mL 0.4 mL 0.5 mL

Figure 7. Spray modes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a) < 3.9 kV; (b) 4.0∼5.5 kV; (c) > 5.5 kV.

Figure 8. FE-SEM image of the surface morphology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s for 3 h : (a) 1000 ℃, (b) 1300 ℃, (c) 1400 ℃.

이 액체의 표면장력보다 클 때 액적이 분무되기 시작한다[13,14]. 정

전 분무는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분무 형상이 변하였으며, 인

가 전압의 증가에 따라 드리핑 모드(dripping), 콘젯 모드(cone-jet 

mode), 멀티젯 모드(multi-jet mode)를 나타냈다. Figure 7은 본 연구에

서 슬러리 코팅 시 인가전압에 따른 분사 모드 사진을 나타낸다. 인가 

전압이 3.9 kV 이하일 때 Figure 7(a)와 같은 드리핑 모드가 형성되었

으며, 4∼5.5 kV에서는 Figure 7(b)와 같은 콘젯모드 그리고 5.5 kV 

이상의 인가전압 범위에서는 Figure 7(c)와 같이 여러 젯을 형성하며 

불안정하게 분사되는 멀티젯 모드가 관찰 되었다. 관찰된 3가지 분사 

모드 중 콘젯 모드가 가장 안정한 형태로 분사되었으며, 코팅 지지체

를 완벽하게 덮는 원형의 코팅 영역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슬러리 제조 시 사용한 유기 용매의 낮은 끓는 점으

로 인해 분무 직후 액적이 가지는 용매의 대부분이 증발되어, 코팅 지

지체의 온도는 변화시키지 않으며 상온에서 코팅을 실시 하였다. 

Figure 8은 지지체 위에 코팅된 YDC 박막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표면

의 형상을 나타내는 FE-SEM 이미지이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박막은 급격히 소결되어, 1400 ℃에서 열처리된 박막의 경우 대

략 1 µm의 grain 크기를 보이며, 표면에 기공이 존재하지 않은 치밀한 

구조를 나타냈다. 

  Figure 9는 1400 ℃에서 열처리된 박막의 단면을 나타낸다. YDC 

코팅층은 지지체인 다공성 NiO-YDC 디스크 내에 포함되어 있는 

YDC와 함께 결합하여 우수한 접착력을 보였다. 또한, 코팅층 내에 관

찰되는 몇몇의 기공들은 표면 이미지와 비교해 봤을때, 열린 기공이 

아닌 닫힌 기공으로 사료된다. 최적화된 분무조건에서 박막 제조 시 

코팅시간이 15, 30, 45 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코팅된 박막 두께는 

14.5, 30.4, 47.0 µm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정전분무법

을 이용하여 YDC 박막 제조시 박막 두께는 코팅 시간에 따라 쉽게 

조절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Pechini법을 기초로 한 citrate공정을 이용하여 균일

한 크기의 YDC 분말을 합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SOFC 전해질로서 

이용 가능한 YDC박막을 정전 분무법을 통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형석구조의 단일 결정상을 나타냈으며, EDX로부터 얻어진 성

분 분석결과 목표로 하였던 20 mol%의 이트리아가 도핑된 YDC 분말

이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전 분무 시 분무 형상은 인가 전압

에 크게 영향 받았으며, 4∼5 kV의 전압 구간에서 안정적인 콘젯 모

드가 형성되었다. 콘젯 모드로 15 min간 정전분무된 박막은 1400 ℃

에서 3 h 동안 열처리 후, 기공이 존재하지 않는 두께 14.5 µm의 치밀

한 구조를 나타냈다. 박막의 두께는 분무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

으며, 사용된 슬러리의 농도와 모세관과 지지체 사이의 거리를 최적

화 한다면 더 얇은 두께의 박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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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E-SEM images of thin YDC membrane: SE image (a) and EDX dot mappings of Ni (b), Ce (c) and 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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