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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bridization of dense ceramic membranes for hydrogen separation with an electronically conductive metallic phase is normally
utilized to enhance the hydrogen permeation flux and thereby to increase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hydrogen.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nickel and proton conducting oxide (BaCe0.9Y0.1O3-δ: BCY) based cermet (ceramic-metal composites) membrane.
Focused on the general criteria in that the hydrogen permeation properties of a cermet membrane depend on its microstructural features,
such as the grain size and the homogeneity of the mix, we tried to optimize the microstructure of Ni-BCY cermets by controlling the
fabrication condition. The Ni-BCY composite powder was synthesized via a solid-state reaction using 2NiCO3·3Ni(OH)2·4H2O, BaCeO3,
CeO2 and Y2O3 as a starting material. To optimize the mixing scale and homogeneity of the composite powder, we employed a high-energy
milling process. With this high-energy milled composite powder, we could fabricate a fine-grained dense membrane with an excellent level
of mixing homogeneity. This controlled Ni-BCY cermet membrane showed higher hydrogen permeability compared to uncontrolled
Ni-BCY cermets created with a conventionally ball-milled compos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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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소는 친환경적이고 풍부한 에너지자원으로 화석에너

지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형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1)

수소 연료전지의 주 연료로도 쓰이고 있는 수소는 대부

분 천연가스의 개질 작업을 통한 분리과정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분리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수소 분리막을 이용한 수

소 분리 공정이 주목 받고 있다.
2,3)

 수소 분리막을 사용할

경우 기존 분리 공정에 비해 수소 전환 효율이 향상되고

에너지 소모는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소 분리

막은 수소 분압, 농도 또는 온도 구배 등에 의해 수소를

분리하도록 되어있어 기본적으로 실제 고온, 고압작동 환

경에서의 높은 수소 투과성과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 수

소 분리막은 재료에 따라 고분자, 금속, 세라믹 분리막으

로 분류되고 있다.
4,5)

 고분자 분리막은 다양한 산업과정

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극한 화학적인 환경 또는 높은 온

도에서 사용될 수 없고, 고순도의 수소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금속 분리막의 경우는 작동 온도 범위가 넓

고 수소 투과율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수소와

결합 시 나타나는 강한 취성으로 인하여 장기안정성에 문

제가 있고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5)

 세라믹 분리막의

경우는 수소가 전기화학적인 표면 반응에 의하여 분리막

의 연료 공급면에서 해리되고 수소이온으로 이온화되며

분리막을 투과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이때 수소이온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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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막의 재료 내에서 수소 분압차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이

동하게 되고 침투된 반대쪽에서 수소 분자를 형성하며 환

원된다. 이때 수소이온의 이동 시 전하중성 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 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ambipolar 확산형태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세라믹 분리막은 100% 수소 선택

성이 있는 무한한 분리 인자이므로 이차적인 기체의 정

제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으나 수소 투과율이 낮다는 단

점을 가진다.
6-8)

 최근에는 세라믹 분리막에 비해 높은 수

소 투과율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금속 분리막의 단점

인 내구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라믹과 금속의 복합체

인 서멧 재료가 주목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멧 분리막

은 수소이온 전도성 세라믹을 기반으로, 수소 비 투과성

인 Ni(니켈), Pt(플래티늄) 및 투과성인 Pd(팔라듐), V(바

나듐) 금속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수소이온 전도성이 좋은

BaCeO3나 BaZrO3와 같은 이온-전자 혼합전도성 산화물

을 사용하면 고온 안정성이 우수하면서도 높은 수소 투

과도를 기대할 수 있다. 서멧 분리막의 경우는 세라믹 분

리막의 경우와 달리 수소이온과 전자가 각각 세라믹과 금

속상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므로 단일상을 통한 ambipolar

확산기구에 의한 확산보다 수소의 이동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9-11)

 

(1)

서멧 분리막을 통한 총 수소 유동은 Eq. (1) 과 같이 표

현되는데 이때 σi는 부분 전도도, L은 분리막의 두께, F

는 Faraday 상수, dlnPH2 은 수소의 산화물 분리막을 통

한 화학적 전위 변화, χ은 산화물의 부피비, φ은 Ni의 수

소 유동도를 나타낸다. Eq. (1)에서 보듯이 수소의 유동량

은 분리막에서의 수소이온전도도와 전자전도도에 의존하

게 되는데 서멧 분리막의 경우 수소전도성이 좋은 세라

믹과 전자전도성이 좋은 금속상이 혼재해 있기에 어느 한

성분에 의한 이동제한을 덜 받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서멧 분리막에서 수소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스상태로의 투과가 없는 치밀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우

수한 수소 이온 및 전자 전도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고

온 작동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우수한 기계적/화학적 특성

이 요구된다.
7,12)

 특히 서멧 분리막의 미세구조는 수소 침

투 유동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재료의

치밀화와 금속과 세라믹간의 균일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특히 수소이온과 전자의 이동경로 상 유효면적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라믹과 금속상간의 혼합 scale이 가

능한 아주 미세하여야 한다.
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수

한 수소투과성을 가진 서멧 분리막을 제조하기 위해 수소

전도성은 물론 기계적인 특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10-14)

BCY(Ba(Ce0.9Y0.1)O3-δ)와 전자 전도성이 우수한 Ni을 복

합화한 분리막 조성을 선택하여 치밀질 분리막을 제조하

였다. 이때 보다 균일하고 치밀한 Ni-BCY 서멧을 제조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복합분말의 혼합공정을 고

에너지 밀링을 통해 최적화하였고 이러한 공정변수 조절

에 따른 분리막의 치밀도와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아울러 최적화된 공정을 이용해 제작된 치밀질 분리막의

수소투과 특성을 관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Ni-BCY 서멧 분리막 제조

Ni-BCY 복합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을 Fig. 1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Ni-BCY 분말은 고상법에 의하

여 합성되었다. 시작재료로 2NiCO3·3Ni(OH)2·4H2O (Sigma

Aldrich, 99.9%), BaCO3 (Cerac, 99.9%), CeO2 (Cerac, 99.9%)

와 Y2O3 (High purity chemical, 99.99%)을 사용하였으며,

정해진 중량비로 칭량한 분말은 지르코니아 볼과 알코올

을 이용해 24시간 동안 습식 밀링하여 혼합하였다. BCY

의 단일상을 얻기 위하여 1000
o
C에서 10시간 동안 공기

중에서 하소 하였으며, 하소 과정 중 형성된 응집체를 분

쇄하기 위하여 48시간 동안 다시 볼밀링 하였다. 한편 보

다 균질한 혼합체를 얻기 위하여 600 rpm의 고에너지 밀

링을 10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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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flow for the fabrication of Ni-BCY hydrogen

permeat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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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들은 NiO-BCY 상태로 Ni-BCY 서멧 제조용 분말형

태로 얻기 위해 800
o
C에서 2시간 동안 4%의 H2가 포함

된 Ar 분위기에서 환원하였다. 얻어진 Ni-BCY 복합분말

은 수소투과실험을 위하여 200MPa의 압력으로 Pellet 형

태로 일축가압 성형한 후 1400
o
C에서 10시간 동안 소결하

였다. 이때 소결과 냉각과정 중 Ni-BCY 서멧 멤브레인의

표면에서 산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결

로는 계속 환원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2.2. Ni-BCY 분리막의 특성평가

Ni 와 BCY 복합상으로 이루어진 서멧의 상 분석은 X-

ray 회절 (PW3830, PANalytical, Netherlands) 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Ni-BCY 복합체의 소결 거동은 Dilatometer

(DIL 402C, NETZSCH, Germany)로 분석하였으며 SEM의

후면 산란 전자 이미지 (BSE image)로 각 제조 단계별 시

편들의 미세구조를 확인하였다. 수소 투과 실험을 위해

제조한 pellet 형태의 시편은 이론밀도가 97% 이상이고

직경이 17 mm, 두께가 0.38 mm 이었다. 이때 제조된 시

편의 표면은 SiC 페이퍼로 평탄하게 연마하였으며 Fig. 2

에 나타낸 것처럼 투과도 측정 장비에 장착하였다. 투과

도 측정을 위해 멤브레인 양단의 수소분압을 달리하기 위

해 세라믹과 유리의 화합물 형태인 복합체 가스켓을 밀

봉재로 사용하였다. 이때 밀봉은 유리가 유동성을 가지는

760
o
C 부근에서 일정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밀봉방법을 통해 투과장치 외부로는 물론 멤브레

인 양단의 가스혼합을 차단할 수 있었다. 수소 투과 실험

은 650 ~ 800
o
C 구간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때 수소가 투과

되어 나오는 면 (sweep side) 쪽으로는 100 ppm의 H2가

혼합된 질소를 총 100 sccm의 유속으로 흘려주었으며, 수

소 투과가 시작되는 연료 공급 면 (feed side) 쪽에는 총

100 sccm의 유속으로 4% H2가 섞인 He 가스를 흘려주었

다. 모든 가스 흐름은 질량유량계 (Mass Flow Controller)

에 의하여 조절하였으며 투과된 수소기체의 양은 가스 크

로마토그래프 (CP-4900 Micro GC, Varian) 로 측정하였다.

이때 시편에 잔류하는 미세 기공들 또는 완전하지 않은

밀봉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스의 누출은 He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Fig. 1에 제시된 공정단계별 Ni-BCY 분말에

대한 X 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Fig. 3(a)에서 보듯이 고

상반응법으로 합성된 분말은 1000
o
C 하소 후 BCY와 NiO

복합상으로 잘 형성되었으며 BaCO3나 CeO2와 같은 2차

상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하소 후 분말을 800
o
C

에서 2시간 동안 환원한 결과 Fig. 3(b)에서 보듯이 NiO

가 Ni로 모두 환원된 Ni-BCY 형태의 복합 분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멤브레인 제조와 동일한 소결조건

인 1400
o
C, 환원분위기에서 10시간 추가 열처리 한 결과

Fig. 3(c)에서 보듯이 2차상 없는 균질한 Ni-BCY 복합상

을 얻을 수 있었다. 

보다 균질한 Ni-BCY 서멧 제조를 위해 고에너지 밀링

을 추가한 Ni-BCY 복합체 분말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고

에너지 밀링은 연성을 가진 재료와 취성을 가진 세라믹

재료 사이의 혼합에 이점이 있는 공정으로 알려져 주로

연성을 가진 금속과 취성을 갖고 있는 세라믹을 혼합할

때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15,16)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한 NiO와 BCY의 혼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Fig. 4에는 고에너지 밀링을 적용

하기 전과 후의 NiO-BCY 분말의 미세구조결과를 비교해

놓았다. 그림의 결과에서 보면 예상과 같이 고에너지 밀

링을 통해 연성의 NiO 입자위에 취성을 가진 BCY 산화

Fig. 2. Schematic set up for 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gas permeation membrane.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 of (a) NiO-BCY after calcination

at 1000
o
C for 10 h, (b) Ni-BCY after reduction at 800

o
C

for 2 h, and (c) Ni-BCY after sintering at 1400
o
C for

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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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얇게 코팅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EDS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에너지 밀링을 거친 Ni-BCY 복합분말과 그렇

지 않은 복합분말의 소결 거동을 관찰한 결과 Fig. 5의

Dilatometer 결과에서 보듯이 두 경우 수축거동에서 큰 차

이를 보였다. 먼저 Fig. 5(a)와 (c)의 결과에서 보면

1000
o
C 부근에서 수축이 시작되는 단일상 BCY에 비해

일반적인 볼밀링만 거친 분말의 경우 1100
o
C부터 수축이

시작되어 수축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나

전반적인 수축거동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단순한

볼밀링 만으로는 Ni 와 BCY 분말을 미세하게 분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합체내의 혼합균일도도 떨어져

충분한 수축률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고에너지 밀링을 추가한 Ni-BCY 복합분말 (Fig. 5(b))의

경우에는 초기 수축은 Ni 표면에 분포한 BCY 상에 의해

제어되어 단일상 BCY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나 1200
o
C

근처부터 Ni 상의 연결도가 생기며 소결이 촉진되면서 최

종 수축률이 16%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축률

의 증가는 고에너지 밀링에 의하여 미세하면서도 균일하

게 분포된 Ni 분말에 의해 소결이 촉진됨에 따른 것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Fig. 6의 미세구조 관찰을 통하여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고에너지 밀링을 한 Ni-BCY 복합분말과 하지

않은 복합분말을 가지고 공히 1400
o
C에서 10시간 동안

소결한 후 관찰한 Ni-BCY 소결체 단면의 후면 산란 전

자 이미지 이다. 그림에 나타낸 이미지에서 회색은 Ni 상

Fig. 4. SEM image of NiO-BCY composite powder after (a)

ball milling (BM) process and (b) ball milling (BM)

and high energy milling (HM).

Fig. 5. Shrinkage curves (a) of the Ni-BCY after ball milling

(BM) process, (b) after ball milling (BM) and high

energy milling (HM), and (c) original BCY powder.

Fig. 6. The back scattered electron images of the Ni-BCY

membrane after sintering at 1400
o
C for 10 h: (a) ball

milling (BM) process and (b) ball milling (BM) and

high energy milling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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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흰색은 BCY 상을, 그리고 검은색은 기공을 각각 나

타낸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서멧 수소 분리막의 경

우 높은 수소 투과율을 위해서 금속과 세라믹상이 미세

하고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또한 고순도의 수소를

침투시키기 위하여 개기공이 없는 치밀한 분리막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Fig. 6의 결과를 살

펴보면 고에너지 밀링을 거치지 않은 복합체의 경우 소

결과정을 거치면서 Ni 상의 응집이 일어나 거대한 응집

체들이 분리막 전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고에너지 밀링을 거친 Ni-BCY의 경우 Ni 상이

응집되지 않고 비교적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치밀도는 물론 입자의 크기와 균질도 면에

서 차이가 나는 두종류 서멧 멤브레인에 대하여 미세구조

의 차이에 따른 수소투과율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Fig. 7

은 앞서 소개한 Fig. 2의 수소투과측정장치를 이용해 측

정한 수소투과도 측정결과이다. 그림의 결과에서 보면 두

경우 모두 온도가 낮아지며 수소투과율은 감소하였으며

두 분리막 간 투과성능 차이는 온도가 낮아지며 감소하

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미세구조 관찰결과로부터 예

상해 볼 수 있듯이 더 치밀하고 균일한 미세구조를 가진

고에너지 밀링을 실시한 분리막에서의 수소투과율이 상

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

듯이 서멧 멤브레인의 수소투과 성능은 서멧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 및 균질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본 연

구에서 채택한 고에너지 밀링의 경우 복합분말의 미세화

와 혼합균일도를 향상시켜 서멧 멤브레인의 미세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고상법으로 합성한 Ni-BCY 복합분말을 각각 볼밀링과

고에너지 밀링으로 분쇄 및 혼합 한 후 각각의 분말특성

과 소결특성을 관찰하였다. XRD를 통한 상분석 결과 두

경우 모두 이차상 생성 없이 균질한 Ni-BCY 상을 가지

고 있었으며 Dilatometer을 이용한 소결특성을 관찰한 결

과 고에너지 밀링을 거친 복합분말의 소결특성이 치밀질

멤브레인을 제조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이들 복합분말을 가지고 제조한 치밀질 Ni-BCY 멤브

레인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고에너지 밀링을 거쳐 제

조된 서멧 분리막의 경우 처음 예상했던 바와 같이 미세

구조가 더 미세하고 균질하며 두 상의 혼합상태 또한 우

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세구조적인 장점으로 인해 고

에너지 밀링으로 제조된 Ni-BCY 분리막의 수소투과특성

이 볼밀링만을 거쳐 제조된 분리막에 비해 측정온도 대

부분의 영역 (700 ~ 800
o
C) 에서 더 높은 투과율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 밀링을

통한 추가분쇄 및 혼합 과정이 Ni 상의 응집 억제는 물

론 각 상의 균질한 분포에 기여해 수소투과에 유리한 서

멧구조를 형성시킴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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