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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Ce0.8Gd0.2O1.9 Powder by Milling of CeO2 Slurry and Oxalate Precipitation

Soo-Man Sim
†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Hongik University, Chungnam 330-701, Korea

(Received November 5, 2009; Revised January 8, 2010; Accepted January 25, 2010)

CeO2 슬러리 분쇄와 옥살산 침전을 이용한 Ce0.8Gd0.2O1.9 분말의 합성

심 수 만
†

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2009년 11월 5일 접수 ; 2010년 1월 8일 수정 ; 2010년 1월 25일 승인)

ABSTRACT

Ce0.8Gd0.2O1.9(GDC20) powder was synthesized by milling of CeO2 slurry and Gd oxalate precipitation. The mixture of CeO2

powder and Gd precipitates calcined at 600
o
C for 2 h showed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similar to that of CeO2 powder, which had

been milled during the synthesis process. Attrition milling of the calcined powder with an average particle size of 0.36 µm for 2 h
resulted in a decrease in the particle size to 0.24 µm. Although the milled powder consisted of small particles(<1 µm), a small amount
of fine platy Gd2O3 particles, which had been survived in the milling process, was observed. Sintering of the powder compacts for
4 h showed relative densities of 80.7% at 1300

o
C and 97% at 1400

o
C, respectively. Densification was found to almost complete at

1500
o
C, resulting in a dense and homogeneous microstructure with a relative density of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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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d이 도핑된 CeO2(GDC)는 Y2O3 안정화 ZrO2(YSZ) 보

다 이온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중저온형 고체산화물 연료

전지(IT-SOFC)의 전해질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1,2)

 그러나

이 물질은 치밀화가 매우 어려워 Ce와 Gd 산화물 분말

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산화물 혼합법으로 고밀도의 GDC

를 얻으려면 고온(>1500
o
C)에서 장시간 소결해야 하므로

전극 물질과의 동시소성이 어려워진다.
2,3)

 따라서 저온에

서 치밀한 전해질을 제조하기 위해 수화물 침전법,
4,5) 
옥

살산 침전법,
6-10)

 citrate 법,
11,12)

 glycine-nitrate 법
13,14)

 등

의 다양한 합성법을 이용하여 CeO2 계 분말을 제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옥살산 침전법은 침전물의 분해온도가

비교적 낮고, 분해 부산물이 남지 않으며, 저온에서 고용

체 형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 

옥살산 침전에서 얻어진 침전물이 하소과정에서 분해

될 때 생성되는 일차입자들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하소

온도에서 쉽게 응집되므로 분쇄과정이 추가로 요구된다.

Zhang 등
9)
은 Ce 및 Gd 옥살산 침전물을 하소하여 만든

GDC20(Ce0.8Gd0.2O1.9) 분말을 5시간 동안 분쇄하여 분쇄

가 소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건식 분

쇄하면 응집입자 제거와 입자 크기가 감소되는 효과로 인

하여 소결성이 향상되어 1150
o
C에서 ~98%의 밀도를 얻

었으나, 분쇄하지 않은 경우 밀도는 ~9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Han 등
10)
은 GDC20 침전물을 하소하고 2시

간 동안 습식 분쇄하여 1200
o
C에서 97.4%의 밀도를 얻었

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Maca 등
15)
은 CeO2와 Gd2O3 분말

을 혼합하고 48시간까지 습식 분쇄하여 소결성을 조사한

결과, 3~6시간의 분쇄가 가장 적절하며 1550
o
C에서 98%

이상의 밀도를 얻었으나 이보다 오래 분쇄하면 입자들이

응집되어서 소결성이 오히려 저하된다고 하였다.

하소과정에서 형성되는 응집입자를 제거하고 입자 크

기를 작게 하면 소결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

하게 분쇄하면 분쇄 매체의 마모로 인해 불순물이 분말

에 유입될 수 있어 소결뿐만 아니라 전해질의 물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살산

침전법 보다 분말 조성을 제어하기가 쉽고 하소 후의 과

도한 분쇄를 피하고자 CeO2 슬러리를 분쇄하고 동시에

Gd 수화물을 옥살산으로 침전시켜서 GDC20 (Ce0.8Gd0.2O1.9)

분말을 합성하고, 침전물의 열분해 및 상형성 거동, 하소

분말의 분쇄 특성, 소결성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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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GDC20 분말 합성을 위한 출발원료로서 CeO2 분말

(99.9%, Junsei), 0.5M Gd 질산염(Gd(NO3)3·6H2O, 99.9%,

Aldrich) 용액 및 0.5M 옥살산(C2H2O4·2H2O, 99%, Aldrich)

용액을 사용하였다. 옥살산 용액은 Gd
3+

 농도의 1.5배가

되도록 하고 암모니아수로 pH를 6.5로 조절하였다. 

CeO2 분말과 ZrO2 ball(Ø2 mm)을 attrition jar에 넣고,

저속으로 교반하면서 옥살산 용액을 천천히 주입하여 분

말과 잘 혼합된 슬러리를 만들었다. 교반속도를 500 rpm

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슬러리에 Gd 질산염 용액을 천

천히 주입하여 침전반응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하였다. 침

전과정에서 슬러리의 pH를 6.5로 유지하고, 1시간 동안

분쇄하였다. CeO2와 Gd 침전물이 섞여 있는 슬러리를 추

가로 저속 교반한 다음, filter press(0.22 µm, Millipore)를

사용하여 슬러리를 여과하고 탈이온수와 에탄올로 세척

을 반복한 후 80
o
C에서 12시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

을 600
o
C에서 2시간 하소한 후, 에탄올과 혼합하고

attrition mill로 2시간 동안 분쇄하였다. 소결용 시편은 분

쇄한 분말에 결합제(0.5 wt%, PVB, Aldrich)를 첨가하고,

50 MPa의 압력으로 일축가압하여 직경 15 mm의 pellet 형

태로 성형한 다음 200 MPa의 압력으로 냉간정수압 성형

(cold isostatic press)을 하였다. 소결은 시편을 600
o
C에서 2

시간 유지하여 결합제를 제거하고 1000~1500
o
C의 온도에

서 4시간 동안 공기 중에서 행하였다.

CeO2와 Gd 침전물이 혼합되어 있는 분말의 열분해 거

동은 TG/DTA(TG-DTA 2000, MAC Science)를 이용하여

5
o
C/min의 승온속도로 공기 중에서 1200

o
C까지 조사하고,

Gd 침전물의 열분해 거동과 비교하였다. 하소 분말에 존

재하는 결정상은 분말을 400~1000
o
C에서 2시간 동안 하

소하여 XRD(CuK
α
, M03XHF, MAC Science)로 조사하고,

소결 시편도 함께 분석하였다. 소결시편의 체적밀도는

Archimedes 법으로 측정하고, 상대밀도는 GDC20의 이론

밀도(7.22 g/cm
3
)와 체적밀도로부터 구하였다.

10)
 분말의 입

도는 레이저회절 입도분석기(SALD-2001, Shimadzu)로 측

정하고, 분말의 형상과 소결시편의 미세구조는 SEM(FE-

SEM, JEOL)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는 CeO2 분말과 Gd 침전물이 혼합된 침전물의

TG/DTA 곡선으로서, 침전물에는 CeO2 분말이 함께 있으

므로 Gd 침전물의 열분해 거동만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pH 6.5의 옥살산 용액을 사용하였으므로 Gd 침

전물은 암모늄 옥살산염 수화물(NH4Gd(C2O4)2·H2O)이다.
6)

첫 번째 흡열 peak(112
o
C)는 결정수의 탈수에 의한 것으

로 ~5%의 중량감소가 수반되고, 탈수 후에는 무수 암모

늄 옥살산염의 분해와 산화에 기인하는 발열 peak(354
o
C,

427
o
C)가 나타났다. 침전물에는 CeO2가 대부분 존재하므

로 Gd 침전물의 분해에 의한 중량 감소는 17.2%에 불과

하였으며, ~700
o
C에서부터 중량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

아 침전물은 모두 분해되어 Gd2O3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1(b)는 Gd 침전물만의 TG/DTA 곡선으로서,

Fig. 1(a)와 유사한 열분해 거동을 보여준다. 탈수에 의한

흡열 peak(125
o
C, 194

o
C) 및 옥살산염의 분해와 산화에 의

한 발열 peak(400
o
C, 566

o
C)가 관찰되었으며, 중량변화는

Fig. 1(a)와 같은 온도에서 끝나고 전체 중량 감소는 50.1%

로 이론적인 중량감소(50.9%)와 거의 일치하였다. 

Fig. 2는 침전물을 2시간 동안 하소한 분말의 XRD pattern

이다. 합성한 분말(as-prepared)의 XRD pattern에는 CeO2

회절 peak 외에 Gd 침전물에 해당하는 매우 약한 강도의

회절 peak가 함께 발견되었다. 옥살산 침전법으로 제조한

Ce 및 Gd 침전물은 결정질인 반면에 침전물을 분쇄한 경

우에는 비정질로 보고된 적이 있으나,
10) 
본 연구에서 분

쇄와 침전으로 얻은 Gd 침전물은 결정질로 나타났다. 하

소온도 400
o
C에서 CeO2 회절 peak의 강도는 합성한 분말

과 동일하며, 하소온도가 증가하여도 크게 변하지 않는

Fig. 1. TG/DTA curves of (a) a mixture of CeO2 powder and

Gd precipitate, and (b) Gd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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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CeO2 분말 입자들은 하소온도에서 결정성장

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절강도가

큰 Gd2O3 회절 peak들은 CeO2 회절 peak와 일치하고 Gd2O3

가 소량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하소온도에서 CeO2 회절

peak만이 관찰되었다.

Fig. 3은 1200
o
C, 1400

o
C에서 각각 4시간 소결한 시편

의 XRD 회절 pattern으로서 1000
o
C에서 하소한 분말 보

다는 강도가 큰 CeO2 회절 peak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각의 회절 peak에 면지수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소결온

도가 높아지면 회절 peak의 강도도 점차 증가하므로 결

정상이 잘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Ce와 Gd가 잘 혼합

되어 있는 공침물은 하소과정에서 고용체가 형성될 수 있

지만, 산화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1600
o
C에서 Gd이 완전

히 고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3) 
본 연구에서 하소한 분말에

는 Gd 침전물의 열분해에서 생성된 미세한 Gd2O3 입자

가 CeO2 분말과 함께 존재하므로 산화물 혼합법보다는 낮

은 온도에서 Gd가 고용될 수 있어 소결시편의 회절 peak

는 GDC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말합성에 사용된 CeO2 분말의 분쇄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attrition mill로 1시간 동안 분쇄하고 입도분석을 하

였다. Fig. 4(a)는 평균 입경이 4.3 µm인 CeO2 분말을 각

Fig. 2. XRD patterns of GDC powders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 Gd precipitate).

Fig. 3. XRD patterns of GDC sintered at 1200
o
C and 1400

o
C

for 4 h.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a) attrition-milled CeO2,

and (b) calcined and attrition-milled GDC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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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0분, 60분씩 분쇄한 후의 입도 변화를 보여준다. 분

쇄하기 전 분말에 70% 정도 존재하였던 1~20 µm 크기의

입자들은 1시간 동안 분쇄한 후에는 대부분 사라지고 평

균 입경은 0.32 µm으로 감소하였으며, 분말의 85%가 1 µm

보다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었다. Fig. 4(b)는 600
o
C에서

하소하고 2시간 동안 분쇄한 GDC20 분말의 입도분포이

다. 하소한 GDC20 분말은 평균 입경이 0.36 µm으로 입

도분포가 Fig. 4(a)의 1시간 분쇄한 CeO2 분말과 거의 비

슷하므로 분말합성 과정에서 CeO2 분말이 분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분쇄한 후의 GDC20 분말에는 1 µm 보다

큰 입자들이 모두 없어지고 평균 입경도 0.24 µm으로 약

간 감소하였다.

Fig. 5(a)는 600
o
C에서 하소한 GDC20 분말의 SEM 사

진으로서 합성한 분말과 거의 동일한 입자 크기와 형상

을 보여준다. 하소 분말에는 옥살산 침전에서 판상 형태

로 생성되는 Gd 침전물이 분말합성 과정에서 모두 분쇄

되지 않고 약간 남아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분쇄한 분말

은 Fig. 5(b)에서 보듯이 하소 분말에 있던 판상 입자들이

대부분 분쇄되었고, 1 µm보다 훨씬 작은 입자들로 이루

어져 있었다. Fig. 5(c)의 고배율 사진을 보면 큰 판상 입

자가 분쇄되면서 1 µm보다 작은 판상 입자로 일부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들 분말 입자들은 Gd2O3

로 보이는 매우 작은 구상의 입자들과 CeO2 입자들이 서

로 응집되어 있었으며, 합성과정에서 분쇄된 것으로 보이

는 각상 형태의 CeO2 입자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입

자 형상으로 보아서는 600
o
C의 낮은 하소온도에서 Gd2O3

는 CeO2에 거의 고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1000~1500
o
C에서 4시간 소결한 시편의 밀도와

개기공률을 나타낸 것이다. 소결은 1000
o
C에서는 거의 일

어나지 않아 성형밀도와 비슷한 57.7%의 밀도를 나타내

었으며 1000
o
C와 1300

o
C 사이에서는 치밀화가 느리게 일

어나서 밀도는 완만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300
o
C에서부

터는 치밀화가 급속히 일어나서 1300
o
C에서 80.7%인 밀

도는 1400
o
C에서 97%에 달하였고, 이와 함께 1300

o
C에

서 21%인 개기공률도 1400
o
C에서 0.1%로 급감하였다. 치

밀화는 1500
o
C에서 거의 완료되어 밀도는 99.5%로 약간

증가하였고 개기공률도 더 이상 변화가 없었다. 

GDC20 분말의 소결성은 본 연구의 합성법 보다 비교

적 복잡한 옥살산 침전법으로 제조한 분말보다 못하지만

산화물 혼합법에 비하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 등
3)
은 ~0.5 µm 입경의 CeO2와 Gd2O3 분말로 제조한

GDC20의 밀도는 1600
o
C에서 97% 이상이었으나, 1300

o
C

Fig. 5. SEM micrographs of GDC powders: (a) calcined at 600
o
C

and (b) and (c) calcined and attrition-milled for 2 h. 

Fig. 6. Relative densities and open porosities of the samples

sintered for 4 h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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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73%로 본 연구의 밀도 80.7% 보다 낮았다. Torrens

등
7)
도 입경이 ~0.3 µm인 GDC20 분말로 1650

o
C에서 98%

의 밀도를 얻었으나, 1400
o
C에서는 본 연구의 밀도 97%

보다 훨씬 낮은 86%에 불과하였다. 최근 기계화학적 합

성을 이용하여 GDC20 분말을 제조한 Maca 등
15)
은 각각

3.7 µm, 3.3 µm 입경의 CeO2, Gd2O3 분말을 attrition mill

로 3~6시간 동안 습식 분쇄하여 1550
o
C에서 98% 이상의

밀도를 얻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옥살산 침전법으로 CeO2

계 분말을 만든 Higashi 등
8)
과 Herle 등

6)
은 하소 분말을

건식 분쇄하여 각각 1200
o
C, 1400

o
C에서 본 연구에서의

밀도보다 높은 95%, 98%의 밀도를 얻었다. Zhang 등
9)
은

옥살산 침전법으로 제조한 GDC 분말을 하소하고 planetary

mill로 5시간 건식 분쇄하여 1150
o
C에서 ~98%의 밀도를

얻었으며, Han 등
10)
도 GDC20 분말을 attrition mill로 2시

간 습식 분쇄하여 1200
o
C에서 97%의 밀도를 얻었다고 보

고하였다. 

Fig. 7(a)는 13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SEM 사진으로

서, 입자들이 합체하여 결정립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불규

칙한 형태의 많은 기공들이 입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

다. 어둡게 나타난 부분은 소결이 빨리 진행되어 미세구

조가 치밀한 부분으로 소결 초기단계를 약간 지나서 치

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결온도 1400
o
C에서

는 Fig. 7(b)에서처럼 치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밀도가

97%에 달하였으며, 많은 기공들이 폐기공으로 변하였다.

결정립들은 대부분 0.5 µm 보다 작은 크기로 분포되어 있

으며, 이들 결정립이 합체하여 ~2 µm까지 성장한 결정립

들도 함께 관찰되어 입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Fig. 7(c)는 15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으로서 기공이

거의 없는 치밀하고 균일한 미세구조가 형성되었고, 잘

발달된 결정립과 입계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입성장

은 급속히 일어나서 결정립은 ~8 µm까지 성장하였다. 결

정립 형태로 보아 입성장은 거의 끝나고 결정립의 조대

화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CeO2 슬러리의 분쇄와 동시에 옥살산 용액으로 Gd 수

화물을 침전시켜서 Ce0.8Gd0.2O1.9 분말을 합성하였다. Gd

침전물과 CeO2 분말 혼합물을 600
o
C에서 2시간 하소하

여 분말합성 과정에서 분쇄된 CeO2 분말과 비슷한 입도

분포를 지닌 평균 입경 0.36 µm인 분말을 얻었다. 하소분

말을 2시간 분쇄한 결과, 평균 입경은 0.24 µm로 약간 감

소하였고 분말은 모두 1 µm보다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었

으며, 이들 입자 중에는 판상의 Gd2O3 입자들도 소량 존

재하였다. 분말의 소결성은 산화물 혼합법 보다는 우수하

여 1300
o
C에서 80.7%인 밀도는 1400

o
C에서 97%에 달하

였다. 치밀화는 1500
o
C에서 거의 완료되어 밀도가 99.5%

인 치밀하고 균일한 미세구조가 형성되었다. 입성장은

1400
o
C와 1500

o
C 사이에서 급속히 일어나서 1400

o
C에서

0.5 µm 보다 작은 결정립들이 1500
o
C에서 ~8 µm까지 성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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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micrographs of the samples sintered at (a)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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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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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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