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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rium cerate (BaCeO3) related perovskite ceramics currently dominate the high-temperature proton 
conductor field. Unfortunately, these materials have very stringent environmental limitations necessitating the 
costly and complex conditioning or cleaning of the application feed-gas. Commercial realization has been 
hampered, in part, because of the reactivity of BaCeO3 with CO2, and to some extent H2O. And sintered 
BaCeO3 decomposed at a rate comparable to the powder samples. In this article, the chemical stability and 
the structural changes of BaCe0.9-XY0.1LaXO3-δ (X=0, 0.1, 0.2) have been systematically investigated in the 
atmosphere containing carbon dioxide (CO2) and water vapor (H2O). The sintering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in 1600℃, sintered pellets disintegrate and decompose upon contacting boiling water on the surfac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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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   산화물의 로톤 도가 발견된 이

후, 도 상과 그 응용분야의 연구가 폭넓게 진행

되고 있으며
1,2)
, 수소의 제조  고순도화, 연료 지 

등의 신에 지 연구와 긴 한 연 을 갖는다. 일반

으로 산화물 로톤 도기구는 K.D. Kreuer의 

연구3,4)를 따라 설명되는데 물은 수산화 이온과 

로톤으로 분리되고 수산화 이온은 산소 공공을 충

진하여 로톤 결함을 생성한다. 그리고 로톤은 

격자의 산소와 공유결합을 하여 로톤 결함을 생

성한다.


∙∙

  
∙  (1)

생성된 로톤 결함은 로톤의 장거리 수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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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한다. 개의 산화물 로톤 도체는 산

화물 특성 상 높은 작동온도를 갖는 고온 로톤 

도체(HTPC ; high temperature protonic conductor)

에 속한다
5-10)
. 

페로 스카이트형 산화물은 산화물 로톤 도

체들 에서도 높은 기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Iwahara 등의 연구들
1,11-13)

과 Hwang 등

의 연구
14)
는 500℃ 이상의 고온에서 로톤 도성 

산화물  BaCeO3가 가장 높은 로톤 도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 다. 하지만 BaCeO3계 페로

스카이트형 산화물은 높은 기  특성에 비해 

CO2  수분 분 기에 해 화학  불안정성의 문

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15-19)
. 온도에 따라 습기를 

함유하는 환경에서 상이 변하는 열역학  불안정성

를 보이며 소결 시에도 이트와 반응하는 등의 

문제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BaCeO3계 페로 스

카이트형 산화물은 끓임 테스트5)와 고온 CO2 분

기에서의 반응성 시험
17)
 등이 요구된다. Tanner 등

의 연구
15)
에서는 수분에 의한 반응성을 H2O 분압과 

온도에 따라 다음의 반응식을 내 놓았고 Gibb’s 에

지로 설명하 다. 


→ 

 (2)

Zhong의 연구
5)
에서는 로톤 도체의 CO2에 

한 안정성을 고온의 CO2 분 기 내에 유지시킨 후 

상의 변화 유무로 단하 다. Hardy 등의 연구
17)

에서는 다음의 반응식을 내 놓았고 온도에 따른 량

의 변화에 따라 CO2에 한 반응성을 테스트하 다.


→ 

 (3)

이러한 CO2 반응과 H2O 반응은 로톤 도 특

성이 미약한 BaCO3 상과 Ba(OH)2 상을 생성하며 

로톤의 도를 방해할 것이다. 

한편 Hwang 등의 연구
14)
에서는 여러 첨가물의 

향을 본 결과 BaCe0.8Y0.1La0.1O3-δ가 가장 높은 
기  특성을 보 다. 하지만 이러한 기  특성의 

향상이 화학  안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트륨(Y)과 란타늄(La)이 도핑

된 BaCeO3의 화학  불안정성에 한 보다 면 한 

찰과 분석을 시행하 다. 우선 란타늄의 치환량

에 따른 안정성을 비교하 으며, 끓임으로써 수분 

반응성을 확인하 고 분 기에 따른 TGA 분석을 

통해 온도에 따른 CO2와의 반응 구간을 면 히 

찰하 다.

한 산화물 로톤 도체는 입계에서의 임피던

스가 구조 체의 항 증가에 가장 큰 향을 미치

므로
20)
 높은 치 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소결된 성

형체가 상온의 공기  장시간 노출로 인해 스스로 

균열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상이 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스로 붕괴의 원인이 취약한 

화학  안정성 때문이라 단하고 실험을 통해 규

명하고자 하 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각 분말들은 고상반응법에 의해 

비되었다. 각각의 BaCO3(99.98%, ALDRICH), CeO2 

(99.9%, ALDRICH), Y2O3(99.99%, ALDRICH), La2O3 

(99.99%, ALDRICH) 분말을 ethanol과 함께 2시간 

볼 링하여 evaporator를 통해 건조하 고 1200℃
에서 2시간 하소하 다. 하소한 분말은 기  진공 

포장하여 실험이 의 상변화를 최소화하 다.

란타늄의 치환량에 따른 화학안정성을 평가하기 

해 치환량을 달리한 BaCe0.9-XY0.1LaXO3-δ(X=0, 0.1, 
0.2) 분말을 상온의 35% 습도 분 기에 24시간 노출

한 후 X-선 회  패턴을 비교하 다. 수분에 의한 

화학  변화는 소결한 시편을 1시간 동안 증류수에 

끓인 후 X-선 회  패턴을 찰하 다. 시편의 소

결은 1600℃까지 5℃/min으로 가열 후 1시간 동안 
유지하고 로냉하 다. 고온에서의 CO2에 의한 탄산

화는 열 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열 량 분석은 10℃
/min으로 가열되며 CO2를 포함하지 않는 혼합가스

(80% N2, 20% O2)와 CO2분 기에서 각각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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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calcined BaCe0.8Y0.1 

La0.1O3-δ powder (a) after calcinations (b) after being held in 
35% humidity for 10days (room temperature).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BaCe0.9-XY0.1LaXO3-δ powders 
after being held in 35% humidity for 24h.

Table 1 Phase fraction of the BaCe0.9-XY0.1LaXO3-δ powders at 
35% humidity for 24hours

BaCe0.9-XY0.1LaXO3-δ Humidity 
for 24h

BaCO3 
fraction

BaCeO3 
fraction

x=0
before 0 100

after 0 100

x=0.1
before 5.1 94.9

after 5.3 94.7

x=0.2
before 7.6 92.4

after 11.2 88.8

성형체의 스스로 붕괴와 화학  불안정성의 향

을 규명하기 해 소결된 시편을 끓인 후 상의 변화

를 찰하 다. 소결 시간의 증가가 소결체의 스스

로 붕괴에 한 항을 증가시킴을 확인하 고 아

르키메데스법에 의한 비  측정과 주사 자 미경

을 통한 미세조직 찰  EDS 원소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La 치환량에 따른 변화

고상반응법을 통해 합성된 BaCe0.8Y0.1La0.1O3-δ 분
말은 상온에서 진공포장 때와는 달리 35% 내외의 

습도가 유지되는 데시 이터 내에 10일 동안 방치

된 이후 변색되는 상을 보 다. 이 게 방치된 분

말의 방치 후 X-선 회  패턴은 Fig. 1과 같다. 

체 으로 BaCeO3 peak이 약해지고 방치 후 BaCO3 

peak이 찰된다. 이는 BaCeO3 상의 일부가 화학  

반응을 통해 BaCO3로 변화한 것으로 단된다. 결

과 으로 BaCeO3계 화합물은 상온의 공기 에서

도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상이 안정 이지 

못하다.

Fig. 2는 BaCe0.9-XY0.1LaXO3-δ(X=0.0, 0.1, 0.2) 각 
분말의 24시간 공기(습도 35% 내외)  방치 후 

X-선 회  패턴이다. BaCO3 peak은 노이즈와 잘 

구분되지 않지만 소 트웨어(Jade 7, Materials Data 

Incorporated)로 BaCeO3와 BaCO3의 상분율을 비교

한 Table 1을 보면 X=0.1일 때 방치 후의 변화가 

아주 미비한데 반해 X=0.2가 되면 방치 후 BaCO3의 

분율이 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X=0.2가 되

면 BaCeO3 상의 화학  안정성이 크게 감소하여 상

변화가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화학  

안정성은 X=0일 때 최 이며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화학  안정성은 감소한다. 그러나 X=0.1일 때까지 

화학  안정성은 확보되며 기  특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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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 (log scale) for sintered 
BaCe0.8Y0.1La0.1O3-δ powders, after being boiled in water for 1h.

(a)

(b)

Fig. 4 TGA traces of BaCe0.8Y0.1La0.1O3-δ in flowing (a) mixture 
gas (80% N2, 20% O2) (b) CO2.

고 보고되어있으므로 화학 반응성을 찰할 소재로 

선정하 다.

3.2 수분 반응성

수분에 의한 반응성은 BaCe0.8Y0.1La0.1O3-δ 분말을 
증류수에 끓임으로 평가되었는데 1시간 동안 유지 

후 X-선 회  패턴(Fig. 3)을 비교하여 화학  변화

를 찰하 다. 하소 직후인 Fig. 1(a)의 상태와 비

교하여 Fig. 3은 상이 완 히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aCeO3 peak은 격히 약해졌으며 BaCO3 상

이 뚜렷하게 찰된다. Background의 broad peak을 

명확히 하기 해 회 강도 값을 log scale로 용하

다. 이 broad peak은 Fig. 1의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Ce7O12의 X-선 회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2)와 같이 물과 반응 후 BaCeO3 상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이외의 바륨(Ba)은 Ba(OH)2상으로 존재하여 아래

의 반응식과 같이 증류수에 의해 용해되어 존재한다. 

 → ∙  (4)

물과의 반응에서 탄산화가 된 원인은 Armel Le 

Bail 등의 연구
21)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보고에서 

Ba(OH)2･8(H2O)는 자연 으로 탄산화하여 아래의 

(5)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 
→ 

 (5)

따라서 반응 후 X-선 회  패턴 상에는 용해된 

Ba(OH)2상은 나타나지 않고, BaCO3와 Ce7O12, 그리

고 미약한 BaCeO3 peak이 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작동환경  제조환경에 따라서 

유입되는 수분에 의해 상이 붕괴되는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CO2와의 반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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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 for sintered BaCe0.8Y0.1La0.1O3-δ 
for 1h.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sintered BaCe0.8Y0.1La0.1O3-
δ after being boiled in water for 2h (a) surface (b) grinded 
powder.

서 수분이 화학  안정성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상된다.

3.2 CO2 반응성

BaCe0.8Y0.1La0.1O3-δ의 고온에서의 환경  향과 

명확한 반응 온도범 를 알아보기 해 열 량 분

석을 시행하 다. Fig. 4는 앞서 언 된 상온 35% 

습도에 10일간 방치된 BaCe0.8Y0.1La0.1O3-δ 분말의 
열 량 분석 결과이다. CO2를 포함하지 않는 분

기에서 측정된 Fig. 4(a)에서는 연속 인 량의 감소

가 찰된다. Tanner등의 연구15)에서와 같이 BaCeO3 

상은 낮은 온도에서 수분과 반응하여 (4)와 같이 

Ba(OH)2･8H2O를 일부 형성하 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게 형성된 Ba(OH)2･8H2O는 열 량 분석 시 가

열에 의해 8H2O를 내놓으므로 량이 감소하는 것

으로 단된다. 

CO2 분 기에서 측정된 Fig. 4(b)는 CO2와의 반

응구간을 명확히 보여 다. 400℃에서부터 CO2를 
포함하지 않는 분 기에서는 보이지 않던 격한 

량 증가를 보이다가 1200℃ 이후 량이 격히 
감소한다. (3)에 따르면 400℃ 이후의 량 증가는 
BaCeO3상이 반응한 CO2만큼의 량이 증가한 것으

로 단된다. 1200℃ 이후엔 BaCO3와 CeO2가 BaCeO3 
상으로 합성되며 CO2가 빠져나감에 의한 량감소

로 단된다. 따라서 BaCeO3가 높은 로톤 도 

특성을 나타내는 500～1000℃ 구간에서 CO2분 기 

내의 작동은 화학  불안정성에 의한 상 분해를 야

기할 것으로 단된다.

3.2 치밀화

BaCe0.8Y0.1La0.1O3-δ 소결 펠렛은 1600℃에서 각
각 1시간과 10시간을 유지하여 비되었다. 소결 후 

아르키메데스법을 이용한 소결 도는 BaCeO3의 이

론 도와 비교할 때 각각 94.12%, 97.62% 이다. 1시

간 유지한 펠렛의 경우 상온의 공기(35% 습도) 

에 수 일간 방치 시 스스로 균열이 일어나는 상을 

보 다. 갈라진 조각의 X-선 회  패턴은 Fig. 5과 

같으며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2시간 이내에 가루로 

완 히 분해되었다. Fig. 5을 살펴보면 BaCO3 peak

이 찰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O2와의 반응은 

400℃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는 상이므로 CO2
와의 반응이라고 볼 순 없다. 1600℃에서 10시간 유
지한 펠렛은 상온의 공기(35% 습도) 에서도 변화

를 보이지 않았으며 5시간의 끓임에도 갈라짐을 보

이지 않았다. 10시간 끓여진 펠렛은 표면에 해 X-

선 회  패턴(Fig. 6(a))을 측정하 으며 내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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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micrographs of sintered BaCe0.8Y0.1La0.1O3-δ (a) 
sintered for 1h (b)sintered for 10h (c) EDS mapping image of 
(a).

화를 찰하기 해 분쇄 후 분말의 X-선 회  패

턴(Fig. 6(b))을 측정하 다. 표면에서 측정한 Fig. 

6(a)은 분쇄한 분말인 Fig. 6(b)에 비해 BaCeO3 peak

이 약하고 BaCO3 peak이 찰된다. 하지만 분쇄하

여 측정한 X-선 회  패턴에서는 BaCO3가 찰되

지 않는다. 이는 (2)와 (4), (5)에 의한 수분과의 반

응이 소결체의 외부에서만 일어나고 내부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다. 따라서 소결체의 개기

공이 증가할수록 더욱 수분과의 반응이 용이하다고 

단된다. 

1시간과 10시간 소결한 펠렛은 각각 스스로 생긴 

균열의 내부(Fig. 7(a))와 단면(Fig. 7(b))을 주사

자 미경을 통해 찰하 다. Fig. 7(a)는 1μm 내
외의 기공이 일부 찰되지만 Fig. 7(b)는 기공이 

찰되지 않고 치 하다. 한 Fig. 7(a)는 그 인과 

그 인 사이의 2차상의 생성이 찰된다. Fig. 7(c)

는 생성된 2차상에 한 EDS 원소분석결과로 밝은 

부분이 C의 함량이 높음을 의미하며 2차상의 C 함

량이 높음을 보여 다. 이는 2차상이 CO2와의 반응

에 의해 생성된 BaCO3를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한

다. 따라서 수분은 개기공을 통해 침투하여 기공 내

의 표면에 반응하며 그 인과 그 인 사이에 2차상

을 생성하여 결국 스스로 붕괴를 래하 다.

4. 결    론

본 연구는 여러 기존 보고
5,15-19,22,23)

에서 언 하고 

있는 BaCeO3계 perovskite형 로톤 도 산화물의 

화학  불안정성에 한 상세한 고찰을 목 으로 

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La 치환량에 따른 변화: La이 치환되지 않았을 때 

가장 화학 으로 안정하지만 BaCe0.8Y0.1La0.1O3-δ
의 경우 우수한 기  특성과 비교  높은 화학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2) 수분 반응성: 시료 표면에서 물과의 반응성이 매

우 높으며 이러한 반응에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물과의 반응 후 자연  탄산

화에 의해 BaCO3 상만이 보여진다.

3) CO2 반응성: CO2 분 기에서의 TGA 분석결과 

600℃에서부터의 격한 량의 증가가 찰된
다. 이러한 량증가는 CO2 free 분 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CO2와의 반응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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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한 BaCe0.8Y0.1La0.1O3-δ는 CO2 반응
과는 별개로 온도의 증가에 따라 연속 인 량

감소를 보인다.

4) 수분과의 반응은 물질의 표면에서 일어나며 치

한 소결체를 얻는 것만으로도 물과의 반응성

을 일 수 있다. 한 그로써 재료의 괴에 

한 내성을 높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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