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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YSZ ceramics are fabricated using 3 mol% yittria-stabilized zirconia (3YSZ) and NiO with different particlesizes (0.6 and
7 µm). Nickel oxide (NiO) is added to the YSZ powder as a pore former with different amounts(40, 50, and 60 vol%) and at different
sintering temperatures (1350 and 1400

o
C) are applied in order to evaluate the temperature effects on the pore and mechanical

properties. Heat treatment is conducted after sintering at 700
o
C in H2 for the NiO reduction process; then, Ni is removed using a HNO3

etchant solution. According to the NiO contentand sintering temperatures, 41-67% porous YSZ ceramic is obtained and the flexural
strength increases, while the porosity decreases with an increasing sintering temperature. The optimum flexural strength
(136.5 ± 13.4MPa) and porosity (47%) for oxygen transport porous YSZ membrane can be obtained with 40 vol% of 7 µm NiO
particle at a sintering temperature of 13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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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거나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하고자 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기 위한

연구는 기존 공정의 개선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 폐기하는 방식(post-combustion)과 공정개발 초기부

터 배출을 방지하거나 분리하기 쉬운 형태로 설계하는 방

식(pre-combustion)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

서는 zero-emission plant, clean technology 등 precom-

bustion 방식의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Pre-combustion 연

구의 일환으로 순산소 연소 기술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저가 산소의 공급에 있

다. 산소 제조방법으로 심냉법 및 PSA법 등이 있으나 제

조 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낮은 제조비용으로 고농도의 산소를 얻기 위한 세라믹 분

리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고온 산소 분리막 (OTM, Oxygen Transport Membrane)을

이용한 순산소 제조 기술은 이온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는 기술로, 700~950
o
C에서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

를 선택적으로 투과/분리할 수 있어 기존 공정에 비해 가

장 값싸게 산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다.
3-5)

 OTM은

Teraoka
6,7)
등이 La1−xAxCo1−yByO3−δ (A는 Sr, Ba, Ca 등,

B는 Fe, Cu, Ni 등) 조성의 페롭스카이트 세라믹 분리막

이 안정화 ZrO2에 비해 동일한 온도에서 높은 이온 전도

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후로 여러 양이온을 치

환한 페롭스카이트 구조의 이온전도체에 대하여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분리막의 두께를 감소시킴으로

써 특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다공성 지지

층을 이용하여 표면에 분리막을 코팅함으로써 분리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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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8)

이때 다공성 지지층은 비교적 고온 (700 ~ 950
o
C)에서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강도의 중요성이 높아

지게 되며, 아울러 기공율 및 기체 투과율도 높아야 한다.

세라믹에 기공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소결 온도를 낮추어

입자의 neck만을 결합하는 소결법
9)

, 기공 형성제로 쓰이

는 carbon,
10) 
고분자 미세구,

11)
 starch

12)
 등을 혼합하고 열

처리하는 기공전구체법 및 발포법 등이 있다.
13)

 다공질

세라믹스의 특성은 기공의 크기, 형상, 기공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의 제어는 다공질 소재

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산소 분

리막 지지체를 개발하기 위해 기공 형성제인 carbon
 
및

 
고

분자 미세구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종류나 입자의

크기 및 분산에 따라 기공 크기가 불규칙하고, 열처리 중

발생된 기체에 의해 다공질 재료에 결함이 유도되어 기

계적 강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내화학성 및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3 mol%

YSZ을 산소분리막용 세라믹 지지체로 이용하고자 하였

으며, 일반적인 기공 형성제를 사용하여 다공체를 제조하

는 대신 연료전지의 음극 지지체를 제조하는 방법을 응

용하여 다공체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먼저 3 mol% YSZ

에 pore former의 역할을 하는 NiO를 크기, 함량 및 소결

온도를 변화시켜 소결하였다. 소결된 시편을 환원 분위기

에서 열처리하여 NiO를 Ni로 환원하였으며 환원된 Ni를

제거하여 다공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편은 기공율, 밀

도 및 강도 등을 조사하여 고강도 다공성 지지체 제조조

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논문에서 다공성 지지체로 사용된 3 mol% YSZ는

TOSOH사의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기공 형성을 위한 원료

로 사용된 NiO 분말은 일본 고순도사의 < 1 µm(99.97%)과

~7 µm(99.9%)의 크기의 두 종류 분말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분말의 입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즉, 3

mol% YSZ과 미분 NiO 분말의 평균 입경은 0.6 µm이었으

며 조분 NiO 분말의 평균 입경은 7 µm으로 나타났다. 실험

에 사용된 조성 및 소결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서 보여준 것처럼 3 mol% YSZ (TZ-3YSZ) 분말과 두 종류

NiO 분말을 각각 40 : 60, 50 : 50, 60 : 40 vol.%의 비율로 혼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3YSZ powder, NiO- Fine

powder and NiO-coarse powder.

Table 1. Batch Composition of Porous YSZ Ceramics

NiO vol.%
Temperature

(
o
C)

Sample

notation

*Relative sintered density (%)

NiO-YSZ Ni-YSZ P-YSZ

Fine 

(average particle size 

0.6 µm)

40 1350 1350F40 92 73 54

50 1350F50 91 68 45

60 1350F60 87 62 34

40 1400 1400F40 97 78 57

50 1400F50 98 74 48

60 1400F60 95 68 37

Coarse 

(average particle size

 7 µm)

40 1350 1350C40 91 72 51

50 1350C50 87 67 42

60 1350C60 81 59 31

40 1400 1400C40 95 76 57

50 1400C50 92 69 46

60 1400C60 86 63 34

NiO-YSZ : after sintering,  Ni-YSZ: after reduction,  P-YSZ: after etching

*Theoretical density of NiO-YSZ ceramics - 40%(6.3 g/cm
3
), 50%(6.363 g/cm

3
), 60%(6.423 g/cm

3
); Ni-YSZ - 40%(7.193 g/cm

3
), 50%(7.483 g/cm

3
),

60%(7.763 g/cm
3
); YSZ  - (6.053 g/c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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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24시간 동안 습식 볼밀을 실시하였다. 혼합된 슬

러리를 건조하여 분쇄한 후 일축가압 성형하여 1350
o
C,

1400
o
C에서 3시간 동안 공기 분위기에서 소결하였다. 소

결된 NiO/YSZ 시편을 700
o
C, H2 분위기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Ni/YSZ로 환원하였다. 지르코니아의 강한 내

식성은 잘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는 Ni만 선택적으로

제거된다고 가정하였다. Ni/YSZ로 환원된 시편을 80
o
C,

13M HNO3 용액에 Ni를 제거하기 위해 24시간 이상 에

칭을 실시하였다. 환원 전후 및 에칭 후의 밀도는 ASTM

C20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에칭 후의 이론적인 기공율 값

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 식을 이용하였으며 기공은 소결

시 생성되는 기공과 기공 형성제를 통해 생성되는 기공

만을 고려하였다. 

이론 기공율 P(%) = 

100 −소결 후 상대밀도(%) × YSZ 함량(%) / 100     (1)

다공성 지지체의 기공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사전

자현미경 (SEM-4800, Hitach사)을 이용하여 지지체 파단

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기계적 특성인 강도는 만능

강도시험기 (Hounsfield, S-Series, U.K.)를 이용하여 3점-

꺾임 강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span이 10 mm인 steel

jig를 사용하고, 0.5 mm/min.의 cross head speed로 측정하

였다. 강도 측정을 위한 시편은 3 mm × 1.8 mm × 15 mm bar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700
o
C, H2 분위기에서 5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밀도 측정용 시편과 동일한 방법

으로 환원 후 에칭하였다. 에칭이 끝난 시편의 4면은 모

두 다이아몬드 현탁액을 사용하여 1 µm까지 연마하였고,

이때 하중 인가 시 인장응력이 걸리는 바닥면의 모서리

는 균열의 시작점이 되는 결함 등을 제거하기 위해 모따

기 처리(beveling)한 후 측정에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NiO-YSZ 시편을 소결 및 환원 전 후의 밀도

를 나타낸 표이다. NiO-YSZ 및 Ni-YSZ 소결온도가 높을

수록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NiO 입자의 크기가 조밀할

수록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1350
o
C 소결한 NiO-YSZ 시

편 중 미세한 분말을 사용한 시편은 NiO의 40, 50, 60 vol%

에 따라 밀도는 92, 91, 87% 값을 나타내는 반면, 조대한

분말을 사용한 시편은 91, 87, 81%로 미세한 NiO를 사용

한 시편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동일한 시편을 HNO3에 24

시간 이상 에칭 후 밀도를 측정한 결과 미세한 NiO가 에

칭된 시편의 경우 40, 50, 60 vol%에 따라 54, 45, 35%의

밀도가 측정되었으며 조대한 NiO가 에칭된 시편은 51,

42, 31%로 더 낮게 측정되었다. Table 2는 NiO 함량에 따

른 이론 기공율을 예상하였다. 여기서 이론 기공율은 NiO-

YSZ 시편의 환원 및 에칭 후 NiO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값이며 (1), 에칭 후 실제 측정된 부피

밀도를 바탕으로 구한 기공율과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곧 NiO는 다공성 YSZ의 미세한 기공율 제어가 가

능함을 나타낸다.

Fig. 2는 소결온도를 다르게 하여 제조한 다공질 지르

코니아 세리믹스의 파단면을 보여준다. 미세한 NiO를

40 vol% 첨가하여 소결한 NiO-YSZ 시편을 H2 분위기에

서 Ni-YSZ로 환원하고 HNO3에 에칭한 후 미세구조를 확

인하였다. 1350
o
C 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14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기공보다는 큰 사이즈의 기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Ni가 에칭으로 제거된 후 남은 YSZ 소결상태는

소결온도가 1350
o
C에서 1400

o
C로 증가함에 따라 기공이

줄어들고 입자간의 결합이 더 치밀해진 것으로 보인다.

부피밀도를 측정하여 구한 기공율에서도 온도가 증가할

수록 45%에서 41%로 줄어들었다(Table 2).

Table 2.  Porosities of NiO/YSZ Samples after Various Treatment Conditions

sample
Porosity (%)

Calculation
NiO-YSZ Ni-YSZ P-YSZ (after etching)

1350-F40 7 23 46 45

1350-F50 9 28 54 54

1350-F60 14 34 65 65

1350-C40 8 24 48 45

1350-C50 14 30 58 56

1350-C60 20 38 68 67

1400-F40 1 12 43 41

1400-F50 1 21 52 51

1400-F60 2 29 62 62

1400-C40 2 17 44 43

1400-C50 6 28 54 54

1400-C60 15 34 65 65



426 박금숙·성영훈·유지행·우상국·한문희

한국세라믹학회지

Fig. 3는 동일한 소결온도와 NiO의 입자사이즈 조건에

서 NiO의 함량을 변화시켜 제조한 다공질 YSZ의 파단면

을 보여준다. 첨가된 NiO의 함량이 40, 50, 60 vol%로 증

가함에 따라 기공율은 43, 54, 65%로 증가하였다. 미세구

조를 보면 NiO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YSZ 입자간의 접

촉면이 감소하였다. 

Fig. 4는 소결, 환원 열처리 및 에칭 후 porous YSZ의

기공율에 따른 굽힘 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Rice
15)
의 경

험식에 의하면 소재의 기공율이 증가할수록 강도값은 지

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σf =σ0 exp (-bP)  (2)

위 식에서 σf는 강도, σ0는 기공이 없는 소재 강도, P는

소재의 기공율, b는 기공특성에 의존하는 함수를 말한

다. 모든 시편에서 Fig. 4(a)-(c)와 같이 기공율이 증가할

수록 강도는 감소하였고 식 (2)와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Fig. 4(a)와 (b)에서 알 수 있듯이 40 vol%의 조대한 NiO

입자를 혼합하여 14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굽힘강도가

178.9 MPa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13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에서도 40 vol%의 조대한 NiO 입자를 혼합한 시편의

굽힘강도가 136.5 MPa로 미세한 NiO 혼합시편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Fig. 5(a)와 (c)와 같이 조대한 NiO의

자리에서 생성된 큰 기공으로 인해 (Fig. 5(a), (c)의 화살

표) 상대적으로 기공과 기공의 간격 즉, pore wall의 거리

가 미세한 NiO 혼합 시편의 거리에 비해 (Fig. 5 (b),(d))

상대적으로 길어, 이 pore wall 부분에서 치밀화가 되는

YSZ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Liu
16)
는 일반적으로 같은 기공율을 갖는 두 개의 같은 시

편에 대해서는 기공의 크기가 작은 시편의 굽힘강도가 더

높으나 이것은 주로 재료의 기공이 폐기공일 때 유사하

게 적용되며, 임계크기의 이하 기공을 갖는 소재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즉, 기공의 크기가 작아질

수록 기공의 수는 늘어나고, 기공의 크기가 임계크기

(1.8 µm) 이하로 작아지면서 interconnected 기공이 급격히

늘어나 오히려 굽힘 강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세 기공 형성제로 사용한 NiO의 입자크기는

0.6 µm이며, 1350과 1400에서 소결 및 에칭 후의 기공 크

기 (Fig. 5(b), (d)) 또한 대부분 1 µm 이하의 개기공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Liu 그룹에서 보고한 기공의 임계크기

에 비해 작아 미세기공에 따른 강도 저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크기의 NiO 입자를 혼합하여 온도를 다르게 소결

Fig. 2. Cross section of 40 : 60 NiO(fine)/YSZ samples after

acid etching sintered at (a)1350
o
C and (b)1400

o
C. 

Fig. 3. Effect of NiO content on the microstructure of porous YSZ ceramics sintered at 1400
o
C. (a) 40 vol% NiO addition, (b) 50 vol% NiO

addition, and (c) 60 vol% NiO addition.

Fig. 4. Strength of porous YSZ ceramics with porosity, (a) 1400 coarse: addition of coarse NiO, 1400 fine: addition of fine NiO

sintered at 1400
o
C, (b) 1350 coarse: addition of coarse NiO, 1350 fine: addition of fine NiO sintered at 1350

o
C, and (c) 1400

fine: addition of fine NiO, 1350 fine: addition of fine NiO sintered at 14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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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14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이 13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에 비해 약 1.31 ~ 1.86 배 높은 굽힘강도 값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Fig. 6에 나타낸 강도-변위 결과

그래프의 굽힘 강성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1400
o
C에서

소결한 1400F60 시편의 강성이 9.61 GPa로 1350F60 시

편의 6.02 GPa 보다 높은 강성 값을 나타내었다. 다공성

소결체의 강도 및 강성은 개기공의 감소 또는 폐기공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1400
o
C에서 소

결된 시편의 경우 1350
o
C에서 소결된 시편에 비해 결정

립의 크기 증가와 결정립 간의 neck 형성이 활발하게 일

어나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Fig. 5의 (e)와 (f)에서

1350F60의 미세 조직에 비하여 1400F60에서 grain size의

증가와 치밀화 된 neck 형성 증가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1400
o
C의 높은 소결 온도에 의한 소결 구동력의 증

가로 인해 YSZ grain 간 물질이동이 1350
o
C의 소결 조건

보다 활발했음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소결 온도의 증가

시 강도와 강성의 증가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necking의 증가는 입자간의 결합지점 곡률반경을 증가시

켜 응력 집중효과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높은 소결 온도에서 다공성 소결체의 강도와 강성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다공성 YSZ 지지체의 기계적 특성 평가 결

과, 조대한 NiO와 YSZ를 혼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

결 온도인 13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이 136.5 MPa의 충분

한 굽힘강도와 47%의 기공율을 나타내어 membrane의 지

지체 소재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입자크기가 다른 2가지 NiO 분말을 YSZ와 소결 후 산

에 에칭하여 다공질 YSZ를 제작하였다. 1350
o
C, 1400

o
C

에서 41~67%의 기공율로 기공을 제어할 수 있으며, 소결

온도가 높을수록 기공율은 낮아지고 강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Ni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율은 증가하지만 강

도는 낮아졌으며, 조대한 NiO 입자를 혼합한 시편의 경

우 미세한 NiO 입자를 혼합한 시편에 비해 높은 강도를

나타냈으며 기공율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대한 NiO

와 YSZ를 혼합하여 13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이 47%의 기

공율에서 136.5 MPa의 비교적 높은 굽힘강도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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