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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공기극으로서 La1 − xSrxMnO3 계의 합성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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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1-xSrxMnO3(LSM, 0 ≤ x ≤ 0.5) powders as the air electrode for solid oxide fuel cell were synthesized by a glycine-

nitrate combustion process. The powders were then examined by X-ray diffraction(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he as-formed powders were composed of very fine ash particles linked together in chains. X-ray maps of the LSM

powders milled for 1.5 h showed that the metallic elements are homogeneously distributed inside each grain and in the different

grains. The powder XRD patterns of the LSM with x < 0.3 showed a rhombohedral phase; the phase changes to the cubic phase

at higher compositions(x ≥ 0.3) calcined in air at 1200oC for 4 h. Also, the SEM micrographs showed that the average grain

size decreases as Sr content increases. Composite air electrodes made of 50/50 vol% of the resulting LSM powders and yttria

stabilized zirconia(YSZ) powders were prepared by colloidal deposition technique. The electrodes were studied by ac impedance

spectroscopy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solid oxide fuel cell(SOFC). Reproducible impedance spectra were

confirmed using the improved cell, which consisted of LSM-YSZ/YSZ. The composite electrode of LSM and YSZ was found

to yield a lower cathodic resistivity than that of the non-composite one. Also, the addition of YSZ to the La1-xSrxMnO3

(0.1 ≤ x ≤ 0.2) electrode led to a pronounced, large decrease in the cathodic resistivity of the LSM-YSZ composite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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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의

전해질로 사용되는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yttria

stabilized zirconia; YSZ)는 전해질에서 충분한 산소이온

의 이동을 가져오기 위해 주로 약 1000oC 정도의 고온

에서 작동되어진다. 이러한 고온작동은 비세라믹 전극 및

연결재료(interconnect or separator)의 사용을 제한하므로

셀재료 선택의 폭을 좁게하고, 각 구성 요소간의 열응력

및 상호확산에 의한 파괴(creak)와 절연층 형성 등 전지

성능을 저하시키며, 값비싼 구성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셀

제조 비용의 증가 및 고온밀봉(sealing)의 어려움으로 인

한 장기안정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저온작동이

가능한 연료전지의 개발이 최근의 SOFC 개발의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저온형 연료전지의 개발

은 크게 전해질의 박막화와 기존 YSZ 전해질을 대체할

만큼 우수한 이온전도도를 가진 전해질 개발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두 범주내에서 개발된 SOFC는 저온에서

사용가능한 작은 전해질 저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 셀성능을 좌우하는 요소중 하나인 전극저항은 여

전히 문제로 남게 되며 따라서 우수한 셀성능을 가진 연

료전지의 제작을 위해 전극저항의 감소 또한 불가피하다.

저온형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효율감소의 대부

분은 공기극(air electrode or cathode) 이나 혹은 공기극

/전해질 계면 저항과 관련된 오믹 손실(ohmic loss)에 기

인한다.1,2) 현재 공기극은 산소 환원반응에 대한 높은 촉

매 반응성, 높은 전자전도도, 전해질과의 열적·기계적·

화학적 안정성 등 전극으로서의 우수한 성능특성을 소

유한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구조의 금속산화물인

LaMnO3이 주로 사용되나 저온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서는 여전히 전극저항이 높은 편이다. 이에 LaMnO3의

La 위치를 알칼리토금속으로 치환하여 그 성능을 향상

시키고 있다. 치환 물질로는 주로 Sr이나 Ca 등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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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LaMnO3에 Sr을

치환한 La1−xSrxMnO3(LSM)이다. 그러나 이 LSM 또한

저온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극저항이 높

은 편이다. 게다가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Sr의 치

환량은 연구자들의 연구방법 및 목적에 따라 각각 주장

하는 바가 다른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LSM

의 전극성능과 관련한 전기화학적 성능이 LSM-YSZ 복

합전극(composite electrode)에서 삼상경계면(triple phase

boundary; TPB)영역의 증가에 기인하여 향상되어짐이 보

고되고 있다.3-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극으로 LaMnO3에서 La 대

신 Sr을 치환한 La1−xSrxMnO3(LSM)를 선정하여 자발착

화연소합성법(glycine-nitrate combustion process; GNP)11)

으로 분말을 합성함으로써 종래의 고상반응법에 비해 제

특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합성 분말의 제 특

성을 조사한 후 콜로이드증착법(colloidal deposition tech-

nique)을 이용하여 YSZ 전해질상에 증착한 LSM-YSZ

공기극의 임피던스 평가를 통해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

내는 Sr의 치환량에 대한 최적 조건 도출과 더불어 공

기극/전해질 계면에서의 공기극의 전지성능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La1−xSrxMnO3(LSM, 0 ≤ x ≤ 0.5) 분말을

GNP법으로 제조하기 위해 출발원료인 금속질화물(metal

nitrates; La(NO3)3·6H2O, Sr(NO3)2, Mn(NO3)2)과 글리

신(glycine)의 비가 0.5가 되도록 칭량하여 증류수 250 ml

와 함께 pyrex beaker내에서 magnetic bar를 넣고 용액을

회전시키며 완전히 용해시켰다. 이후 이 stock solution을

stainless steel beaker에 아주 소량씩 부어 약 180oC 정도

의 hot plate상에서 magnetic bar를 넣고 용액을 회전시

키며 연료인 글리신이 산화될 때가지 가열하여 그 때의

발열 반응열을 이용하여 LSM 분말을 합성하였다. 이때

분말 합성시 격렬한 합성반응으로 인해 분말이 비산되

어 날아감으로 이 미세 분말들을 포집하기 위해 미세한

stainless steel mesh로 비산을 차단하였다. 

공기극은 GNP법으로 얻어진 LSM을 1200oC, 4시간

하소한 분말과 이 분말과 같은 조건에서 하소된 YSZ 분

말을 50/50 vol%로 혼합하여 볼밀링한 LSM-YSZ 분말

을 사용하였다. 이 분말들을 이소프로필 알콜내에서 분

산시켜 콜로이드 용액을 제조하여 YSZ 전해질의 1 cm ×

1 cm masked area상에 증착시킨후 1100oC, 4시간동안

소결시켜 작동전극(working electrode)을 형성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LSM/YSZ/LSM 또는 LSM-YSZ/YSZ/

LSM-YSZ 셀이 준비되어졌고, 전해질의 한면에 백금 페

이스트를 950oC, 30분간 소결하여 백금 기준전극(refer-

ence electrode)을 증착하였다. 전해질로는 8 mol% YSZ

와 결합제를 97 : 3의 비율로 혼합하여 일축가압성형한 후

1450oC, 4시간 소결한 펠렛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류집

전자(current collector)로는 백금 메쉬(Pt mesh)가 백금

페이스트에 의해 전극에 부착되어졌다. 작동전극과 상대

전극(counter electrode)의 두께는 SEM에 의해 각각 10

µm로 측정되어졌다. 본 실험의 공정도를 Fig. 1에 나타

Fig. 1. Flowchart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LSM/YSZ/LSM or LSM-YSZ/YSZ/LSM-YSZ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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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LSM 공기극의 임피던스는 SI(Solartron Impedance-

meter) 1260 Impedance/Gain- Phase Analyzer와 Poten-

tiostat /Galvanostat를 이용하여 주로 800-900oC, 공기중

에서 측정하였다(frequency range: 0.1 Hz-100 kHz, applied

AC amplitude: 10 mV).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GNP법에 의해 합성한 La0.85Sr0.15MnO3 분말

을 1200oC에서 4시간 동안 하소후 1.5시간 동안 볼밀한

분말의 SEM과 X-선 맵핑 사진이다. 이 그림에서 백색

부분이 각각의 구성 원소를 나타내며 금속 원소들은 각

각의 입자들과 다른 입자들 내에 균일하게 잘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종래의 고상반응법으로 다성분계 산화

물을 제조하려면 장시간의 하소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 또

한 적지 않다. 더불어 미세한 분말을 얻기 위해 분쇄과

정을 거쳐야하며 고순도의 분말을 얻기 어려운 반면에

L.A. Chick11) 등에 의해 연구된 GNP법을 사용하면 혼

합된 각 물질들이 반응할 때 결렬하게 반응하면서 약

1500oC까지의 고온을 형성하므로 유기물이나 기타 불순

물의 함량을 줄여 보다 좋은 물성을 가진 고순도 분말

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Fig. 3은 La0.8Sr0.2MnO3분말을 합성 후(a)와, 1200oC에

서 4시간 동안 하소 후(b) 및 1.5시간 동안 볼밀한 후(c)

의 분말의 SEM 사진이다. 이 SEM 사진(a)에서 합성 초

기 분말은 서로 체인과 같이 연결된 매우 작은 회분(ash)

입자들의 응집체(agglomeration)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응집체의 입자 크기는 수µm~수십µm 정도

였다. 이 응집체 분말을 다시 증류수에 넣어 초음파로 분

해시킨 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확인결과 입자의 평균 크

기는 20~40 nm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GNP

법은 상당한 정도의 응집체를 가진 구형의 입자들을 만

들고, 그 응집체의 정도가 입자들의 미세함에 기여한다.

Fig. 2. SEM image (a) and X-ray maps (b-d) of the La0.85Sr0.15MnO3 powders milled for 1.5h.

Fig. 3. SEM micrographs of La0.8Sr0.2MnO3 powders (a) as-formed, (b) calcined at 1200
o
C for 4h and (c) milled for 1.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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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소(b) 및 볼밀한 후(C) 분말들의 SEM 사진들은

짧은 볼밀 시간으로 인해 약 1 µm 전후의 미세입자 크

기 분포로 입자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볼밀한 후

분말 입자들의 경우가 하소만 한 분말 입자들에 비해 입

자들의 구형화가 약간 더 진행되어 조금 더 표면적의 증

가를 보여주고 있다. 

Fig. 4는 1200oC에서 4시간 동안 하소한 La1−xSrxMnO3

(LSM, 0 ≤ x ≤ 0.5) 분말들의 XRD 패턴을 나타냈다. 그

림에서 살펴보면 Sr의 함량이 0.3 mole 미만에서는 능면

정상(rhombohedral phase)을 그 이상에서는 입방정상(cubic

phase)의 단일상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이는 Sr의 함

량이 증가하면 Mn의 이온 반경이 줄어들어 LSM 분말

의 구조가 능면정(rhombohedral phase) 에서 입방정(cubic

phase)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12)

Fig. 5는 1200oC에서 4시간 동안 하소한 La1−xSrxMnO3

(LSM, 0 ≤ x ≤ 0.5) 분말들의 협각(narrow angle)을 스캔

한 XRD 패턴을 나타냈다. 그림에서 Sr의 함량이 증가

하면 분리된 능방정의 (110), (104) 피크가 하나의 정방정

Fig. 4. XRD patterns of the La1−xSrxMnO3(LSM, 0 ≤ x ≤ 0.5) pow-

ders calcined at 1200oC for 4h : (a) x = 0, (b) x = 0.2, (c) x = 0.3,

(d) x = 0.4 and (e) x = 0.5.

Fig. 5. XRD patterns in a narrow angle scan of the La1−xSrxMnO3

(LSM, 0 ≤ x ≤ 0.5) powders calcined at 1200
o
C for 4h : (a) x = 0,

(b) x = 0.2, (c) x = 0.3, (d) x = 0.4 and (e) x = 0.5.

Fig. 6. SEM micrographs of the La1−xSrxMnO3(LSM, 0 ≤ x ≤ 0.5) powders milled for 1.5h : (a) x = 0, (b) x = 0.1, (c) x = 0.2, (d) x = 0.3, (e)

x = 0.4 and (f) x = 0.5.



474 이유기·이영기

의 (220) 피크로 되면서 피크 강도도 매우 커짐을 볼 수

있다. 이는 LSM 분말내의 Mn3+ 이온(이온반경 : 0.645Å)과

비교하여 더 작은 사이즈인 Mn4+ 이온(이온반경 : 0.530Å)

의 농도가 증가하여 결정격자(crystalline lattice)의 축소

를 야기하며, 그 결과 회절 피크 위치가 고각도의 회절

각(2θ) 쪽으로 이동(shift)을 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더불어 Fig 3과 Fig 4로부터 Sr의 함량의 증가가 일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서 나타나는 피크 분리의 감소와

능면정에서 입방정으로의 구조 변화를 촉진함을 알 수

있다. 

Fig. 6은 1200oC에서 4시간 동안 하소한 다음 1.5시간

동안 볼밀한 La1−xSrxMnO3(LSM, 0 ≤ x ≤ 0.5) 분말들의

SEM 사진이다. 이 사진은 Sr의 함량이 0에서 0.5로 증

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약 1 µm 전후에서 점차 submi-

cron 단위로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산화환원반응의

혼합물에서 Sr nitrate 함량이 증가할 때 본래의 환경에

서 불꽃의 이상 정체 현상(flame retention)의 감소에 기

인한다.14)

Fig. 7은 고주파수 영역에서 백금 도선과 측정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도효과(induction effect)를 제거

한 후 등가회로를 통해 800oC, 공기중에서 측정된 La0.85-

Sr0.15MnO3/YSZ 계면의 임피던스 스펙트럼의 deconvolu-

tion을 보여준다. 얻어진 복소임피던스 스펙트럼의 decon-

volution은 Zplot과 Zview 전기화학 임피던스 소프트웨

어(Scribner Associates Inc.)에 의해 실행되어졌고 이때

적절한 등가회로 모델의 변수가 결정되어졌다. 관찰된

La0.85Sr0.15MnO3 전극의 임피던스 스펙트럼은 두 반원

(semicircle) 즉, 고주파영역의 전하이동공정(charge transfer

process)에 기인한 반원과 저주파영역의 산화물 이온의 물

질이동공정(mass transfer process or diffusion process)에

기인한 반원의 부분적 중복(overlap)을 보여주었다.10,15-18)

게다가 스펙트럼은 고주파영역의 호(arc)가 저주파영역의

호보다도 훨씬 적음을 보여주었으며, 고주파영역의 끝에

서 Warburg impedance를 지시하는 45o의 기울기를 보

여주었다. 따라서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이동공정(저주

파영역의 호)이 La0.85Sr0.15MnO3 전극에서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high frequency intercept가 전해질과 측정

도선의 저항에 의해 0으로 접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8은 800oC 공기중에서 YSZ 전해질 표면상에 증

착된 La0.85Sr0.15MnO3 공기극과 La0.85Sr0.15MnO3-YSZ 복

합공기극의 임피더스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La0.85Sr0.15-

MnO3-YSZ 복합공기극의 분극저항이 La0.85Sr0.15MnO3 공

기극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복합공기극의 경

우 La0.85Sr0.15MnO3에 YSZ 첨가로 인해 산소이온 이동

단계가 가속화되어질 수 있는 삼상경계면(전극/전해질/가

스 계면) 길이의 공간적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9,19)

Fig. 9는 900oC, 공기 중에서 측정된 다양한 조성을 가

진 LSM-YSZ 공기극의 전형적인 임피던스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공기극의 임피던스는 LSM-YSZ내

의 Sr함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Sr이 치

환된 LSM-YSZ 공기극들의 분극저항은 Mn3+ 대신 Mn4+

의 증가에 기인하여 치환되지 않은 LaMnO3-YSZ 보다는

Fig. 7. Deconvolution of the impedance spectrum of La0.85Sr0.15MnO3

electrode measured at 800oC in air with the equivalent circuit after

subtraction of the inductance(R1: YSZ electrolyte resistance, R2:

charge transfer resistance, R3: mass transfer resistance, C2, C3: dis-

tributed capacitances).

Fig. 8. Impedance spectra for the (a) La0.85Sr0.15MnO3/YSZ and (b)

La0.85Sr0.15MnO3-YSZ/YSZ electrodes with YSZ electrolyte surfaces

at 800
o
C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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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음을 알 수 있다.13,14) 게다가 Sr의 함량이 0.3 mole 미

만인 LSM-YSZ 공기극의 분극저항이 Sr의 함량이 0.3

mole 이상인 LSM-YSZ 공기극의 분극저항보다 더 작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Fig. 4에서 보여준 조성에 따

른 상이한 결정 구조의 차이(Sr의 함량이 0.3 mole 미만;

능면정상, Sr의 함량이 0.3 mole 이상; 입방정상)와 Mn4+

함량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SOFC의 제조 및 성능향상을 위해 자발착화연소합성

법에 의해 준비한 La1−xSrxMnO3(LSM, 0 ≤ x ≤ 0.5)) 및

LSM-YSZ 분말을 YSZ 전해질 상에 콜로이드 증착법에

의해 형성하여 공기극으로서의 다양한 특성이 XRD, SEM

및 임피던스 측정에 의해 연구되어졌다. 합성 초기 분

말은 서로 체인과 같이 연결된 매우 작은 회분(ash) 입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200oC에서 4시간 동안 하소

된 LSM 분말들의 XRD 패턴은 Sr의 함량이 0.3 mole

미만에서는 능면정상(rhombohedral phase)을 그 이상에서

는 입방정상(cubic phase)을 보여주었고, SEM 사진은 Sr

함량의 증가와 함께 평균 입자 크기의 감소를 보여주었

다. 또한 LSM 및 LSM-YSZ 공기극의 임피던스 특성은

Sr의 함량이 0.1 ≤ x ≤ 0.2 범위 내의 La1−xSrxMnO3(0.1 ≤

x ≤ 0.2)-YSZ/YSZ로 구성된 향상된 셀을 사용할 때 가

장 우수함을 보여주었으며, La1−xSrxMnO3(0.1 ≤ x ≤ 0.2)

전극에 대한 YSZ의 첨가는 공기극의 큰 저항 감소를 가

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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