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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paration of Sm2O3 doped CeO2 in Igepal CO-520/cyclohexane reverse micelle solutions has been studied.

In the present work, we synthesized nanosized Sm2O3 doped CeO2 powders by reverse micelle process using aqueous ammonia

as the precipitant; hydroxide precursor was obtained from nitrate solutions dispersed in the nanosized aqueous domains of a

micro emulsion consisting of cyclohexane as the oil phase, and poly (xoyethylene) nonylphenylether (Igepal CO-520) as the

non-ionic surfactant. The synthesized and calcined powders were characterized by Thermogravimetry-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TGA-DTA), X-ray diffraction analysis (XRD),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he crystallite size was

found to increase with increase in water to surfactant (R) molar ratio. Average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synthesized

Sm2O3 doped CeO2 were below 10 nm and narrow, respectively. TG-DTA analysis shows that phase of Sm2O3 doped CeO2

nanoparticles changed from monoclinic to tetragonal at approximately 560oC. The phase of the synthesized Sm2O3 doped CeO2

with heating to 600oC for 30 min was tetragonal CeO2.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particle formation process in reverse

micelles is based on a two step model. The rapid first step is the complete reduction of the metal to the zero valence state.

The second step is growth, via reagent exchanges between micelles through the inter-micella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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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화물 이온전도체는 산소센서의 고체 전해질 멤브레

인, 연료전지, 산소펌프 등 전기화학분야에 광범위하게 응

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고체연료전지의 이온전도체로

CeO2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작동온도가 1000oC 정도인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 전해질보다 뛰어나다.1,2)

YSZ작동을 위한 높은 작동온도는 수명감소, 기계적 불안

정, 연료전지 구성요소 (전극, 전해질, 상호연결재료 등)들

간의 비정상반응 등의 기계적 문제들의 원인이 된다. 다

른 시각에서 보면 이온전도를 위한 낮은 활성화 에너지

와 높은 이온전도가 800oC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

해질로 도핑된 CeO2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이온전도체는 전극을 설계하고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연결에 있어서 큰 유연성을 가지

게 된다.3) 몇몇 alkaline earth 그리고 rare-earth산화물은

CeO2와 넓은 고용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

의 격자로 3가의 이종원자가 원자가 들어가게 되면 산

소 공공을 형성하게 되고 이 공공에 의해서 이온전도도

가 증가하게 된다.4) 그 중에서 3가의 rare-earth산화물이

도핑된 Ce1-xGd
x
O2-x/2 와 Ce1-xSm

x
O2-x/2가 가장 높은 이

온 전도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5,6) 또한 촉매 반

응에 CeO2계 촉매가 주로 사용되는데, CeO2는 산소저

장능력, 이온전도도, 염기도 등이 우수하여 탄소 생성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중요성 때

문에 도핑된 CeO2는 수년간 연구 대상이 되어 왔고 높

은 반응온도와 볼 밀링 과정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고

상반응법에서 용액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방법들이 연구

되어 왔다. 최근에는 고상반응법보다 더 효과적인 공침

법,7) 졸겔법,8) 수열합성법9) 등과 같은 용액을 이용하는

공정으로 분말을 제조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역마이셀 공정을 이용하는 마이크로 에멀젼법은 다양한

산화물을 균일하고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형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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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정으로 보고되었다.10,11) 마이크로에멀젼 시스템은 유

상, 계면활성제, 수상으로 구성되며, 유상 내에 수상이 열

역학적으로 안정하게 분산되어 있다.12) 수상의 액적의 크

기는 5-10 nm이며 형성된 마이크로에멀젼은 투명하게 보

이고, 침전과 같은 화학반응은 반응물을 포함하는 수상

의 액적들이 서로 부딪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마이

크로에멀젼 내의 수상 액적들은 나노크기의 반응용기에

서 반응하여 나노크기의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최근 역

마이셀 공정을 이용하여 몇몇 중요한 세라믹 나노 입자

를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13-19)

이 연구에서 나노미터 크기의 Sm2O3 doped CeO2입

자를 역마이셀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공정변수에 따

른 분말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은 역마이셀 공정을 나타낸 것이며, 마이크로에

멀젼은 용매로 cylohexane (Sigma-Aldrich, HPLC grades),

계면활성제로 Igepal CO 520 (poly(oxyethylene) nonyl-

phenyl ether (Aldrich Chemical Co. LTD)), 0.1M Sm

(NO3)3·6H2O, 0.1M Ce(NO3)3·6H2O. 수용액을 혼합하여

제조 되었으며 전체 양을 100 ml로 하고 상온에서 250 ml

비커에서 혼합하여 제조 하였다. 제조한 조성으로는 Igepal

CO 520은 20.5 g, Cyclohexane은 50 ml, 혼합된 수용액

3.25~6.5 ml (Sm : Ce = 2 : 8)을 첨가하여 마이크로 에멀

젼을 형성하였다. 이때 공정변수로 R = [water/surfactant]

값의 조절하고, 30분 동안 충분히 교반을 통하여 안정화

하고, 0.75~1.5 ml의 NH4OH를 첨가하여 반응속도 변화

를 관찰하였다. 반응된 분말은 회수하여 에탄올로 5회 세

척하고 80oC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한 후 분당 10oC로

600oC에서 30분 동안 유지하였다. 제조된 분말을 XRD

(Philips X'pert MPD PW3040, Holland)를 이용하여 상

분석 및 입자 크기, TEM (TEM, Jeol 2000FXII, Japan)

을 이용하여 입자 크기, 모양 등을 관찰하였으며, 분말

의 열적 거동은 TG-DSC (SCINCO, STA 1500)를 이용

하여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구형의 단 분산된 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상/ 계

면활성제/ 수상 삼성분계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

계에서 물은 극성 코어로 녹아 들어 구형의 pool을 형

성하게 할 수 있고, pool의 특징은 물과 계면활성제의 몰

비(R)값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역마이셀 공정의 또

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pool들이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

용물들을 서로간에 충돌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과 계면활성제의 몰 비(R)는 마

이크로 에멀젼의 수상의 pool의 크기를 결정한다.19) 이

러한 액적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나노 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나노 입자의 평균적인 입자의 크기는

마이셀의 크기, 용매의 특성, 시약의 농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2는 분말을 TG-DSC 분석 결과로서 열처리전의 전

구 합성물을 5oC/min 의 속도로 1000oC까지 열처리하면

서 반응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9.13%의 무

게감량을 나타내었고, DSC 커브에서는 238.39oC에서 최

고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발열피크를 나타내었으며 피크

Fig. 1. Experimental flow chart of synthesis of the Sm2O3 doped

CeO2 powders by a reverse micelle process.

Fig. 2. TG/DSC analysis of Sm2O3-doped CeO2 nanoparticles

synthesized at R = 4, X = 1, H = 100 and calcined at 600
o
C for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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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는 TG 커브의 무게 감량 범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산화물이 산화물로 열분해 산

화되는 동안의 발열 거동으로 보여진다. 600oC에서 30분

간 열처리한 Sm2O3 도핑 CeO2 나노 입자의 XRD패턴을

Fig. 3과 같으며, 나노 입자의 결정상은 Ce0.80Sm0.20O1.90

(JCPDS No. 75-0158)인 tetragonal 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합성된 입자의 크기는 XRD 데이터로부터 아래와 같

은 Scherrer's equation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D = 0.9λ / (β cosθ) (1)

여기서 D 는 입자의 평균크기, λ는 X-Ray의 파장, θ

는 회절각의 가장 높은 피크의 반가 폭을 나타낸다.

Table 1은 물과 계면화성제의 몰 비(R)값과 입자의 크

기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입자의 크기는 R값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R값이 4, 6, 8 일 때

입자의 크기는 각각 6 nm, 7 nm, 10 nm로 나타났다. R

값의 증가는 마이크로 에멀젼 내의 물의 함량을 증가시

키기 때문에 액적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2) Sm2O3 도핑

CeO2 나노 입자의 핵 생성과 핵 성장은 마이셀 간의 상

호작용에 의한 확산 공정이 주요한 원인을 파악되었고, 상

의 거동과 용해도, pool 내에서 반응 종의 평균점유도, 마

이크로 에멀젼의 역학적 거동 등과 같은 여러 변수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20) Sm2O3 도핑 CeO2 나노 입자의 EDS

분석 결과는 Fig. 4와 같다. 그림에서 보면 각 성분의 스

펙트럼은 Sm, Ce, O 성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핑이 잘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Sm2O3 도핑 CeO2 나노 입

자의 미세구조를 고 분해 투과전자현미경(HRTEM) 측정

결과로서 물과 계면활성제의 몰 비(R)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R = 6, H = 100, X = 1인 조건

에서 합성된 Sm2O3 도핑 CeO2 입자의 비표면적(Gemini

2375 surface area analyzer)을 측정한 결과 103.65 m2/g

이였다. 

4. 결  론

균일한 입도를 가지는 구형의 Sm2O3 도핑 CeO2 나노

입자를 역마이셀 공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입

자의 결정성은 우수하였고, 입자의 크기는 3~10 nm의 범

Fig. 3. XRD Patterns of the synthesized Sm2O3 doped CeO2 nano-

particles calcined at 600oC for 30 min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R values (H = 100, X = 1).

Table 1. The crystalline size of the synthesized sample were deter-

mined from the X-ray line broadening using Scherrer's equation.

water/surfactant ratio (R) Crystallite size (nm)

4 5.88

6 7.45

8 10.01

Fig. 4. TEM-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mapping of Sm2O3-doped CeO2 nanoparticles synthesized at R = 4, X = 1, H = 100 and

calcined at 600oC for 30min; (a) Image, (b) spectrum and (c) element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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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나타내었다. 입자의 크기는 물과 계면활성제의 몰 비

(R)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600oC에

서 30분간 열처리한 Sm2O3 도핑 CeO2 나노 입자의 결정

상은 Ce0.80Sm0.20O1.90 (JCPDS No. 75-0158)인 tetragonal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자의 비표면적 측정한 결과는

103.65 m2/g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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