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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DC20(Ce0.8Gd0.2O1.9) powder was synthesized from Ce and Gd nitrate solutions using ammonium carbonate((NH4)2CO3) as a
precipitant. Attrition-milling of the powder, which had been calcined at 700

o
C for 4 h, decreased an average particle size of 2.2 µm

to 0.5 µm. The milled powder consisted of nano-sized spherical primary particles. Due to the excellent sinterability of the powder,
sintering of the powder compacts for 4 h showed relative densities of 80% at 1000

o
C and 96.5% at 1200

o
C, respectively. Densification

was found to almost complete at 1300
o
C, resulting in a dense and homogeneous microstructure with a relative density of 99.5%. The

grains of ~0.2 µm in size at 1200
o
C grew to ~1 µm in size at 1300

o
C as a result of a rapid grai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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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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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중저온형 고체산화물 연료전

지(IT-SOFC)의 전해질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1,2)

 그러나

GDC는 치밀화가 매우 어려워 Ce와 Gd 산화물 분말을 혼

합하여 제조하는 산화물 혼합법으로 고밀도의 GDC를 얻

으려면 고온(> 1500
o
C)에서 장시간 소결해야 하므로 전극 물

질과의 동시소성이 어려워진다.
1)

 따라서 저온(< 1300
o
C)

에서 치밀한 전해질을 제조하기 위해 수산화 암모늄,
3)

 옥

살산,
4,5)

 탄산암모늄
6,7)
을 이용한 침전법과 citrate 법,

8,9)

glycine-nitrate 법
10,11)

 등의 분말 합성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분말 합성법 중에서 탄산암모늄((NH4)2CO3)을 침

전제로 이용하는 공침법에서는 다른 침전법에서 얻어지는

수화물과는 달리 비젤라틴 질의 금속탄산염 침전물이 얻어

진다. 이 침전물은 분해온도가 비교적 낮고 분해 부산물이

남지 않으므로 저온 하소가 가능하다. 특히, 침전물은 건조

과정에서 수화물에 비하여 응집이 훨씬 덜 일어나기 때문에

하소 과정에서의 응집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최종 산화물

은 입도분포가 고르고 반응성이 높아 소결성이 매우 우수하

다는 장점이 있다.
6,7)

 Li 등
6)
은 탄산암모늄으로 다양한 희토

류 산화물로 도핑한 CeO2 분말의 합성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탄산암모늄이 과잉(R = 10)인 조건에서 얻은 암모늄 탄산염을

700
o
C에서 하소하여 GDC20 분말을 제조하고, 1100

o
C~1250

o
C

에서 소결하여 99.5% 이상의 밀도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Tok 등
7)
은 몰비가 R = 2.5에서 얻어진 탄산염을 700

o
C에서

하소하여 GDC20 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1150
o
C에서 4시

간 소결하여 99% 이상의 밀도를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결성이 우수한 GDC20(Ce0.8Gd0.2O1.9)

분말을 합성하기 위해 탄산암모늄을 침전제로 사용하여 Ce

및 Gd 질산염 용액으로부터 침전물을 얻고, 침전물의 열

분해 및 상형성 거동, 분말의 하소 및 분쇄 특성, 소결성

등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GDC20 분말 합성을 위한 출발원료로서 0.5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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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O3)3·6H2O (99%, Sigma-Aldrich) 및 Cd(NO3)3·6H2O

(99.9%, Sigma-Aldrich) 용액을 사용하였고, 침전제인 0.5 M

(NH4)2CO3(Sigma-Aldrich) 용액은 Ce와 Gd 몰 수의 2.5배

를 사용하였다.

Ce와 Gd 용액을 GDC20(Ce0.8Gd0.2O1.9) 조성에 맞게 혼

합하여 교반 중인 탄산암모늄 용액에 서서히 주입하고,

교반을 1시간 더 유지하여 침전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하

였다. 침전물은 탈이온수와 에탄올을 사용하여 여과와 세

척을 반복한 후 80
o
C에서 12시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

말을 700
o
C에서 4시간 하소하고 ZrO2 ball(Ø 2 mm)을 사

용하여 attrition mill로 2시간 동안 분쇄하였다. 소결용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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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MPa로 일축가압하여 직경 15 mm의 pellet 형태로 성형한

다음, 200 MPa로 냉간정수압 성형(cold isostatic press)을 하

였다. 소결은 시편을 600
o
C에서 결합제를 제거하고 1000~

1500
o
C에서 4시간 동안 공기 중에서 행하였다.

침전물의 열분해 거동은 TG/DTA(TG-DTA 2000, MAC

Science)를 이용하여 5
o
C/min의 승온속도로 공기 중에서

1000
o
C까지 조사하고, 공침과 같은 조건으로 합성한 Ce 및

Gd 침전물의 열분해 거동과 비교하였다. 하소 분말에 존재

하는 결정상은 X-선 분말회절장치(CuKa, M03XHF, MAC

Science)로 조사하고, 소결 시편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말의

비표면적은 비표면적 측정장치(BELSORP-miniII, BEL Japan)

로 측정하고, 입자의 평균직경은 비표면적 값으로부터 다

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1)

여기서 dth는 GDC20 이론밀도, DBET는 평균 입경(nm), SBET

는 비표면적(m
2
/g)이다. 소결 시편의 체적밀도는 Archimedes

법으로 측정하고, 소결 시편의 상대밀도는 GDC20의 이

론밀도(7.22 g/cm
3
)와 체적밀도로부터 구하였다.

5)
 분말의

입도는 레이저 회절 입도분석기(SALD-2001, Shimadzu)로

측정하고, 분말의 형상과 소결 시편의 미세구조는 주사전

자현미경(Quanta FEG-200, FEI)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GDC 침전물의 TG/DTA 곡선으로서, 세 단계에

걸쳐 열분해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침전제인 탄산암

모늄과 Ce
3+ 
및 Gd

3+
의 몰 비(R)가 2.0 < R ≤ 3.0이면 탄산염

(Ce0.8Gd0.2(OH)CO3·2.5H2O)이 침전되고,
7)

 탄산암모늄이 과잉

(R > 3)이면 암모늄 탄산염((NH4)0.25CeGd0.25(CO3)2.0·2H2O)

이 침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몰 비

(R)가 2.5이므로 침전물은 탄산염으로서, 전체 중량감소

(34.68%)를 비교해 보면 염기성 탄산염의 이론적인 중량

감소(34.51%)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TG 곡선에 나타난 첫

번째 중량감소(< ~100
o
C)와 두 번째 중량감소(100

o
C~350

o
C)

는 각각 흡착수와 결정수의 제거에 기인하며, 세 번째 중량

감소(350
o
C~500

o
C)는 무수 탄산염(Ce0.8Gd0.2(OH)CO3)의

분해에 의한 것이다. 분해반응은 500
o
C에서 완료되어 중량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DBET

6 10
3

×

dth SBET×
--------------------=

Fig. 1. TG/DTA curves of GDC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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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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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침전물을 온도별로 2시간 동안 하소한 분말들의

XRD pattern이다. 탄산염 침전물(as-prepared)은 비정질로

서, 본 연구와 동일한 공침조건에서 합성한 침전물에서도

비정질로 관찰된 바가 있다.
7)

 탄산암모늄이 과잉(R > 3)인

경우에는 암모늄 탄산염 침전물은 결정질로 나타난다.
6)

침전물은 400
o
C에서 이미 분해되어 결정화가 일어났으며,

회절 peak의 폭이 넓은 것으로 보아 분해 생성물인 산화물

이 미세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하소 온도가 높아지면 결정

성장이 빨라지므로 회절 peak 강도도 함께 증가하여 1000
o
C

에서는 결정이 매우 잘 발달되었다. 모든 하소 분말에는 형

석 구조의 CeO2에 해당하는 회절 peak만이 관찰되었다.

Fig. 3은 1300
o
C에서 4시간 소결한 GDC 시편의 XRD

pattern이다. 하소 분말에서 Gd2O3의 고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700
o
C에서 하소한 GDC 분말과 1000

o
C에서 하소한

CeO2, Gd2O3 분말의 XRD pattern도 함께 나타내었다. 하소

분말과 소결 시편의 XRD pattern은 모두 동일하며 CeO2

회절 peak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Gd2O3 회절 pattern을

CeO2와 비교해 보면 20
o
(2θ)에서의 회절 peak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강한 회절 peak들은 CeO2 회절 peak들과 겹쳐

있다. 만일 Gd2O3가 고용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Gd2O3의

양(10 mol%)이 적기 때문에 Gd2O3 회절 peak 강도는 CeO2

보다 훨씬 낮아지므로 GDC 분말의 XRD pattern에서 Gd2O3

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GDC 하소 분말의 XRD

pattern을 자세히 보면, 20
o
(2θ)에서 Gd2O3 회절 peak가 관

찰되지 않으며, 더욱이 GDC 침전물에는 Ce와 Gd가 매우 잘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소 과정에서 고용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Table 1은 GDC 분말의 하소 온도와 시간에 따른 비표면

적 변화를 보여준다. 하소 온도가 낮을수록 강응집입자 형

성이 억제되어 분쇄가 용이한 미립의 분말을 얻는데 유리하

다. GDC 침전물을 2시간 하소한 결과, 600
o
C에서 39.8 m

2
/g

인 비표면적은 입자 성장으로 인하여 1000
o
C에서 11.8 m

2
/g

로 낮아졌다. 하소 온도 600
o
C와 700

o
C에서는 4시간까지 하

소하여도 입자 성장이 느리므로 비표면적은 2시간 하소한

분말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비표면적으로부터 계산한 입

경(DBET)은 분말 입자를 기공이 없는 구형으로 간주하였

으므로 일차입자들의 크기를 나타낸다. 일차입자 입경은

600
o
C에서 800

o
C가 되면 20.9 nm에서 34.5 nm로 점차 증

가하지만, 800
o
C 이상에서는 입자 성장이 더 빨라져서 1000

o
C

에서 70.2 nm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입자 성장은 Fig. 2

Fig. 3. XRD patterns of GDC sintered at 1300
o
C.

Table 1. Surface Areas and Particle Sizes of GDC20 Powders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

(
o
C)

Time

(h)

Specific Surface Area

(m
2
/g)

Calculated DBET

(nm)

600 2 39.82 20.87

4 39.33 21.13

700 2 31.05 26.76

4 29.87 27.82

800 2 24.10 34.49

1000 2 11.83 70.23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calcined and attrition-

milled GDC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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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700
o
C에서의 회절 peak 강도가 1000

o
C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하소 분말의 분쇄 특성은 Fig. 4의 입도분포에 나타나

있다. 온도 700
o
C에서 4시간 하소한 분말은 평균 입경이

2.2 µm으로 분말의 ~70%가 1 µm 보다 큰 입자들로 이루

어져 있었으며, 0.3 µm에서 30 µm까지의 넓은 입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하소 분말의 분쇄 특성은 매우 우수하여

attrition mill로 2시간 동안 분쇄한 결과, 평균 입경이 0.5 µm

로 크게 감소하였고, 큰 응집입자는 대부분 제거되어 분말

의 ~90%가 1µm 보다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입

자들도 크기가 0.2 µm에서 3 µm까지 분포되어 하소 분말

보다 분포가 좁아졌다.

Fig. 5의 (a)와 (b)는 각각 하소한 분말과 분쇄한 분말의

SEM 사진이다. 하소하거나 분쇄한 분말은 모두 나노 크기

의 구형 일차입자들이 매우 심하게 응집되어 있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분쇄한 분말에서는 일차입자의 크기는 하

소한 분말과 거의 같은 반면, 분말 입자의 크기는 줄어들

었다. 이는 약하게 결합된 응집입자가 분쇄 과정에서 대부

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차입자는 Fig. 5에서 보듯

이 평균 입경이 ~30 nm으로 Table 1의 비표면적에서 구한

평균 입경과 비슷하였다.

Fig. 6은 1000~1400
o
C에서 4시간 동안 소결한 GDC 시편

의 상대밀도와 개기공률을 나타낸 것이다. GDC 분말은

소결성이 매우 우수하여 밀도는 1000
o
C에서 이미 80%에 도

달하였고, 치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200
o
C와 1300

o
C

에서 각각 96.5%, 99.5%가 되었다. 그러나 1400
o
C에서는 밀

도가 98.7%로 약간 감소하였다. 치밀화가 급속히 일어나는

온도 구간에서는 개기공률도 급감하였다. 개기공률은 1000
o
C

에서 19.8%이었으나 1200
o
C와 1300

o
C에서는 각각 0.4%,

0.2%가 되어 개기공은 거의 사라졌다.

탄산암모늄을 침전제로 GDC 분말을 합성한 타 연구결

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보다 더 낮은 소결온도에서 고

밀도가 얻어졌다는 보고가 있다. Tok 등
7)
은 GDC20 분말로

1150
o
C에서 99% 이상의 밀도를 얻었으며, Li 등

6)
도 1250

o
C

에서 99.5% 이상의 밀도를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들 모두 자세한 소결 거동을 발표한 바가 없다. 반면에 본

연구의 GDC20 분말은 소결성이 옥살산염 공침법 보다 우

수하고 산화물 혼합법에 비하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옥살산 공침법의 경우, Higashi 등
4)
은 GDC 분말로

1600
o
C에서 99% 이상의 밀도를 얻었으며, Han 등

5)
은

 
GDC20

분말로 1300
o
C에서 97.8%의 밀도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Torrens 등
12)
은 입경이 ~0.3 µm인 GDC20 분말로 1650

o
C

에서 98%의 밀도를 얻었으며, Ma 등
13)
은 입경이 ~0.5µm인

CeO2와 Gd2O3 분말로 제조한 GDC20의 밀도는 1600
o
C에

서 97% 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소결 시편의 미세구조는 Fig. 7의 SEM 사진에 나타나

있다. Fig. 7(a)는 11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으로서 치밀화가

Fig. 5. SEM micrographs of (a) calcined and (b) attrition-

milled GDC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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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tered for 4 h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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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미세한 일차입자(< ~0.1µm)

들로 구성된 결정립들이 합체하여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결정립 사이에 작은 기공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Fig. 7(b)

에서 보듯이 1200
o
C에서는 결정립 크기가 1100

o
C에서와

비슷한 반면에 치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1100
o
C에서

87%인 밀도가 96.5%로 증가하였다. 또한 개기공률도 0.4%

로 급감하면서 작은 기공은 사라지고 불규칙한 형태의 큰

기공들이 나타났다. Fig. 7(c)는 13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으로

서, 밀도가 99.5%인 기공이 거의 없는 치밀한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1200
o
C에서 ~0.2 µm 크기인 결정립

들은 1300
o
C에서 ~1µm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입성장

은 옥살산 공침법으로 합성한 GDC 분말을 1200
o
C와 1300

o
C

사이에서 소결할 때 관찰되고 있다.
5)

 반면에 산화물 혼합법

을 사용한 경우에는 1500
o
C 이상에서 입성장이 크게 일어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13)

 입성장은 계속되어 Fig. 7(d)

에서와 같이 1400
o
C에서 결정립 크기는 1300

o
C에서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밀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입성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치밀화는 1300
o
C에서 이미 끝나고

1400
o
C에서는 결정립의 조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Ce 및 Gd 질산염 용액과 침전제인 탄산암모늄 ((NH4)2CO3)

을 사용하여 GDC20(Ce0.8Gd0.2O1.9) 분말을 합성하였다. 침전

물은 500
o
C에서 분해가 완료되었으며, 700

o
C에서 4시간 하

소하여 평균 입경이 2.2µm인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소

분말을 분쇄한 결과, 평균 입경이 0.5 µm로 감소하였고 분

말의 ~90%가 1µm 보다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입자들은 나노 크기의 구형 일차입자들로 응집되어 있었

다. 분말의 소결성은 매우 우수하여 소결 밀도는 1000
o
C에

서 80.0%가 되었으며, 1200
o
C에서는 96.5%에 도달하였다.

치밀화는 1300
o
C에서 거의 완료되어 99.5%의 밀도를 지닌

치밀하고 균일한 미세구조가 형성되었고, 입성장은 급속히

일어나서 1200
o
C에서 ~0.2 µm 크기의 결정립이 1300

o
C에

서 ~1 µm까지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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