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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xed ionic and electronic conducting K2NiF4-type oxide, Nd2-xSrxNiO4+δ (x = 0, 0.4, 0.6) powders were synthesized by a solid-
state reaction technique and solid oxide fuel cells consisting of a Nd2-xSrxNiO4+δ-GDC cathode, a Ni-YSZ anode and 8YSZ as an
electrolyte were fabricated. The effect of strontium substitution for neodymium on the electr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was
examine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Sr doping content, while it appears that the excess oxygen (δ)
decreased. Sr doping into Nd2NiO4+δ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cathode polarization resistance and an decrease in the power density
of the cell. These phenomena may be associated with the decreased amount of excess oxygen noted in the Nd2-xSrxNiO4+δ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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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산화물연료전지 (Solid Oxide Fuel Cells, SOFCs)는

기존의 화력발전 또는 다른 형태의 연료전지에 비하여 고

효율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발전 또

는 대규모 집중발전용 에너지 변환 장치로 주목받고 있

다. 한편 SOFC를 이용하여 상용화 가능한 전류밀도를 얻

기 위해서는 800
o
C 이상의 작동온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셀을 고온에서 장시간 작동할 경우 소

재 그 자체의 열화 또는 구성요소 간 반응으로 인한 성

능 감소 때문에 셀 및 스택의 내구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이며, 이 점은 SOFC의 상용화를 막는 걸림

돌이 되고 있다.
1,2)

 따라서 SOFC의 작동온도를 중저온 영

역으로 낮출 필요가 있지만 작동온도를 낮출 경우, 전극,

특히 공기극에서의 전기화학반응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

며 이로 인한 과전압 증가로 셀의 성능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중저온 영역에서 뛰어난 촉매활

성을 나타내는 신규 공기극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4)

현재 중저온 SOFC용 공기극 재료로는 lanthanum

strontium cobalt ferrite (LSCF)와 같은 페롭스카이트 계열

의 혼합전도체 (mixed ionic–electronic conducting ceramic,

MIEC)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MIEC중에서 층상구조를

가진 Ruddlesden-Popper (R-P) 구조의 K2NiF4-type 산화물

재료는 높은 이온전도성 및 전자전도성을 나타내기 때문

에 중저온 영역에서의 SOFC 공기극 또는 산소투과 멤브

레인용 소재 등 다양한 전기화학 디바이스로의 적용이 기

대되고 있다.
5-7)

K2NiF4-type 산화물 중에서 Nd2NiO4+δ은 전자전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침입형 (interstitial) 산소원자가 rock

salt층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높은 산소이온

전도성을 나타내며,
8-10)

 SOFC의 공기극으로 사용할 경우

결정구조에 존재하는 과잉산소의 양에 따라서 다양한 전

기적 및 전기화학적 특성에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1) 
또한 Nd2NiO4+δ의 경우 LSCF에 비하여 YSZ

(yttria-stabilized zirconia)와의 반응성이 거의 없어 GDC

(gadolinium-doped ceria)와 같은 buffer layer가 필요 없기

때문에 셀 제조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Nd2NiO4+δ와 Nd 자리에 Sr을 도핑한 Nd2-x

SrxNiO4+δ (x = 0.4, 0.6)을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하여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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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및 촉매활성 등의 전기화학특성을 평가하고 높

은 이온전도성을 가지는 GDC (gadolinium doped ceria)와

혼합하여 SOFC에 공기극으로 적용했을 때의 특성 및 성

능을 평가하여 Sr 도핑에 따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Nd2-xSrxNiO4+δ (x = 0, 0.4, 0.6) 분말은 Nd2O3 (Sigma

Aldrichi, 99.9%), SrCO3 (Sigma Aldrichi, 99.9%), NiO (Sigma

Aldrichi, 99.9%)를 습식 볼밀공정으로 혼합한 후 건조하

여 공기중 1150
o
C에서 12시간 동안 하소하여 합성하였다.

하소한 분말은 다시 습식 볼밀 공정으로 2시간동안 분쇄

하였다.

Nd2-xSrxNiO4+δ의 공기극 촉매활성과 SOFC 성능평가를

위해서 전해질 지지형 단위셀을 제조하였다. 전해질 지지

체는 상용의 gadolinium-doped ceria (GDC, 10% Gd2O3/

90% CeO2, Anan)와 8YSZ (yttria-stabilized zirconia, Tosoh

Corporation) 분말을 금속 몰드에 충진하고 일축가압성형

및 냉간정수압성형 (CIP, 1800 bar, 10분)을 통해 버튼셀

형태의 성형체를 제조한 뒤, 전기로에서 1450
o
C 5시간

(GDC) 또는 1400
o
C, 5시간 (8YSZ) 동안 소성하여 치밀한

소결체를 얻었다. 전해질 지지체의 직경은 20 mm 이었

으며, 두께는 0.5 mm (GDC) 또는 0.2 mm (YSZ)가 되도

록 연마하였다. 상기 GDC 전해질 지지체의 양쪽 면에

Nd2-xSrxNiO4+δ을 코팅하여 공기극의 전기화학적 특성평가

를 위한 half 셀을 제조하였고, 8YSZ 전해질의 한쪽 면에

는 Nd2-xSrxNiO4+δ을, 반대쪽 면에는 NiO-YSZ를 코팅한

뒤 열처리함으로써, SOFC 성능평가용 full 셀을 제조하였다.

공기극층은 Nd2-xSrxNiO4+δ (x = 0, 0.4, 0.6) 분말과 GDC

분말을 1 : 1의 중량비로 혼합한 뒤 페이스트화하여 스크

린 프린팅법을 이용하여 전해질 지지체에 코팅한 뒤

1100
o
C, 2시간동안 열처리하여 제조하였다. 한편 NiO-YSZ

연료극층의 경우 상용의 NiO-YSZ 분말을 이용하여 코팅

한 후 공기 중 1400
o
C, 2시간동안 열처리하여 제조하였

다. 셀의 집전을 위해서 공기극과 연료극 상에 백금 페이

스트를 이용하여 집전층을 형성하였다. 제조한 셀의 공기

극와 연료극의 전극면적은 1 cm
2
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제조된 셀의 옆면에는 Pt wire를 감아 reference 전극으로

이용하였다.

제조된 분말의 상 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 (X-ray

diffractometer)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전극의 미세구조

는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FE-SEM)으로 확인하였다. 전기전도도 측정을 위해

서 Nd2-xSrxNiO4+δ (x = 0, 0.4, 0.6)의 각 조성의 분말을 bar

형태로 성형 (일축가압성형 및 CIP)한 뒤 공기중 1350
o
C, 2

시간 열처리하여 소결체 샘플을 얻었다. 전기전도도는 제

조한 bar 형태의 샘플을 이용하여 공기 (100 ml/min) 중,

300 ~ 900
o
C 온도영역에서 50

o
C간격으로 4 단자법으로 측

정하였다. 

Half 셀의 전기화학적 성능평가는 임피던스 측정장비

(impedance analyzer, Zhaner)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공

기분위기, 600 ~ 800
o
C의 온도 영역에서 50

o
C 간격으로

20 mV의 교류신호를 인가하여 impedance spectra를 얻었

다. 한편 full 셀의 출력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조한

셀을 연료전지 측정장치에 장착한 뒤 유리밀봉재를 이용

하여 850
o
C에서 30분간 밀봉한 후 연료극에 H2 gas를 주

입하여 30분간 유지하여 NiO를 환원시켰다. 연료극의 환

원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한 뒤, 공기극에 100 ml/min의 공

기를, 연료극에 100 ml/min의 humidified (3% H2O) H2

gas를 공급하였다. 연료전지의 출력특성 (전류-전압 특성)은

750, 800, 850
o
C에서 galvanostate mode에서 실시하였으며

Pt reference 전극을 이용하여 cathode의 overvoltage 값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한 Nd2-xSrxNiO4+δ(x=0, 0.4, 0.6) 분말의 XRD 패턴

을 Fig. 1에 나타내었다. Sr의 도핑과는 관계없이 R-P구

조를 갖는 단일상이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 Sr이 도핑되

지 않은 Nd2NiO4+δ은 orthorhombic 구조를 나타내는 반면,

Sr이 도핑된 Nd1.6.Sr0.4NiO4+δ 및 Nd1.4Sr0.6NiO4+δ은 tetra-

gonal 구조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Table 1에는 합성한

Nd2-xSrxNiO4+δ (x = 0, 0.4, 0.6) 분말의 공간군, 격자상수

및 격자부피를 나타내었다. Sr이 도핑됨에 따라 격자부피

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Nd2NiO4의 결정상은

과잉산소 (δ)에 따라 orthorhombic 구조에서 tetragonal 구

조로 상전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Sr의 도핑으로 인하여 상온에서의 과잉산소 (δ)의 양이 변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 for Nd2-xSrxNiO4+δ (x = 0, 0.4,

0.6); (a) Nd2NiO4+δ, (b) Nd1.6Sr0.4NiO4+δ, and (c) Nd1.6

Sr0.4NiO4+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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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음을 의미한다.
11,13)

 3가의 Nd 대신 2가의 Sr이 치환

되면 결정 내에는 - charge가 증가하게 되므로 정전기적인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잉산소 (δ)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2는 Nd2-xSrxNiO4+δ (x = 0, 0.4, 0.6)의 산화분위기에

서의 전기전도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기전도도는 세

가지 조성 모두 저온영역 (300 ~ 500
o
C)에서는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고 고온영역 (550 ~ 900
o
C)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전형적인 반도체-금속 전이 특성

을 나타내었다.
14-17)

 Sr의 도핑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

도는 증가하였으며 반도체-금속 전이온도는 저온영역으로

shift함을 알 수 있었다. K2NiF4-type 산화물의 전도 메커니

즘은 층면을 따라 전이금속인 Ni와 산소원자 간의 상호 연

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3가의 Nd자리에 2가의 Sr을 도핑함

에 따라 결정구조 내의 과잉산소 (δ)가 감소하는 동시에 Ni

의 2가와 3가의 비율에 영향을 주어 그에 따른 hole 이동

도의 증가에 의해 전기전도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3가의 Nd 대신 2가의 Sr 치환에 따른 hole 전도

의 기여도 전기전도도 증가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Fig. 3에는 Nd2-xSrxNiO4+δ (x = 0, 0.4, 0.6)-GDC 공기극

의 미세구조를 나타내는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치밀한 YSZ 전해질층 (0.2 mm)

위에 다공성의 전극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전극과 전해질간의 delamination 또는 전

극반응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Sr의 도핑량과는 관

계없이 공기극의 두께는 약 20 µm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

다. 한편, Sr의 도핑량이 증가할수록 Nd2-xSrxNiO4+δ 결정

립의 크기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Sr이 Nd2-xSrxNiO4+δ 공기

극의 소결 거동에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Nd2-xSrxNiO4+δ-GDC/GDC/Nd2-xSrxNiO4+δ-GDC

Table 1. Some Crystallographic Data of Nd2-xSrxNiO4+δ (x = 0, 0.4, 0.6)

Space group
Lattice parameters

Cell volume
a b c

Nd2NiO4+δ Fmmm 5.374 5.458 12.387 363.3

Nd1.6Sr0.4NiO4+δ I4/mmm 3.785 - 12.451 178.4

Nd1.4Sr0.6NiO4+δ I4/mmm 3.772 - 12.459 177.3

Fig. 2. Electrical conductivity of Nd2-xSrxNiO4+δ (x=0, 0.4,

0.6).

Fig. 3. SEM images of the cell cross-section (a) Nd2NiO4+δ-GDC, (b) Nd1.6Sr0.4NiO4+δ-GDC, and (c) Nd1.4Sr0.6NiO4+δ-GDC.

Fig. 4. Comparison of the Arrhenius plots of polarization

resistance of Nd2-xSrxNiO4+δ (x = 0,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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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셀의 임피던스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한 분극저항값

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극저항 값은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Sr의 도핑양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r의 도핑에 따라 분

극저항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기극에서의 산소환원반응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r의 도핑은 전기전도도 향상에는 효과

적이지만 공기극의 촉매활성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결정구조내의 과잉산소 (δ)

의 양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촉매활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선 과잉산소 (δ)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성으로 공

기극 소재를 설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Fig. 5는 Nd2-xSrxNiO4+δ-GDC/YSZ/Ni-YSZ full 셀에서

Nd2-xSrxNiO4+δ-GDC/YSZ 계면에 대한 임피던스 스펙트럼

을 나타낸 것이다. Sr을 도핑하지 않은 Nd2NiO4+δ-GDC

공기극의 분극저항은 0.54 Ωcm
2
인 반면, Sr을 도핑한

Nd1.6Sr0.4NiO4+δ-GDC, Nd1.4Sr0.6NiO4+δ-GDC 공기극의 경

우 각각 22.90, 28.39 Ωcm
2
의 값을 나타내어 Sr의 도핑량

에 따라 분극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는 Fig. 4의 half 셀에 대한 분극저항값의 경향과 일치함

을 알 수 있었다.

Fig. 5의 임피던스 스펙트럼은 Sr의 도핑량에 관계없이

두 개의 아크 (arc)로 분리할 수 있으며 고주파 및 저주

파 영역의 아크로부터 계산한 분극저항 1 (R1)과 분극저

항 2 (R2) 값을 ohmic 저항 (Rs)와 함께 Table 2에 나타

내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r의 도핑량

이 증가함에 따라 R1의 변화는 거의 없는 반면 R2, 즉

저주파 영역에 해당하는 저항성분의 증가가 매우 컸다.

고주파수 영역의 임피던스 아크는 집전체/전극에서의 전

자 transfer 및 전극에서의 전자 transport와 관련된 저항에

기인하는 것이며, 저주파 영역의 임피던스 아크는 전극/

전해질 계면에서의 charge transfer 또는 전극에서의 oxygen

이온의 transport에 기인한 저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본 연구에서 Sr의 도핑에 따라 분극저항값이 증

가한 이유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Sr 도핑에 따른 +

charge의 감소가 결정구조 내의 과잉산소의 감소를 초래

하며 이는 혼합전도성 전극에서의 산소이온의 전도와 전

극/전해질 계면에서의 charge transfer 반응속도를 낮추었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Fig. 4의 미세구조로부

터 Sr의 도핑에 따른 전극구조의 조대화로 인하여 삼상

계면의 면적이 다소 감소한 것도 분극저항의 증가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Fig. 6에는 Nd2-xSrxNiO4+δ-GDC/YSZ/Ni-YSZ full cell의

Fig. 5. Polarization resistance of Nd2-xSrxNiO4+δ (x = 0, 0.4,

0.6)-GDC cathode on YSZ.

Table 2. Rs, R1, R2 of Nd2-xSrxNiO4+δ (x = 0, 0.4, 0.6)-GDC

Cathode on YSZ at 800
o
C

Rs

(Ω·cm
2
)

R1

(Ω·cm
2
)

R2

(Ω·cm
2
)

Nd2NiO4+δ-GDC 1.14 0.3 0.25

Nd1.6Sr0.4NiO4+δ-GDC 1.16 0.67 22.31

Nd1.4Sr0.6NiO4+δ-GDC 1.13 1.5 27.77

Fig. 6. I-V-P curves of Nd2-xSrxNiO4+δ (x = 0, 0.4, 0.6)-GDC cathode cell (a) Nd2NiO4+δ -GDC, (b) Nd1.6Sr0.4NiO4+δ-GDC, and (c)

Nd1.4Sr0.6NiO4+δ-GDC. 



Nd2-xSrxNiO4+δ/GDC(x = 0, 0.4, 0.6) 공기극의 전기화학특성 평가 55

제51권 제1호(2014)

750, 800, 850
o
C에서의 전류-전압-출력 (I-V-P) 곡선을 나

타내었다. 공기극의 분극저항이 가장 낮았던 Nd2NiO4+δ

-GDC 공기극 셀이 95.55 mW/cm
2
 (@ 800

o
C, 0.15 A/cm

2
)로

가장 높은 출력밀도를 나타내었으며 Sr이 도핑된 Nd1.6

Sr0.4NiO4+δ-GDC, Nd1.4Sr0.6NiO4+δ-GDC 공기극 셀은 20

mW/cm
2
이하의 매우 낮은 출력밀도를 나타내었다. 따라

서 Sr의 도핑의 영향은 cathode 재료의 전기전도도 향상

효과보다는 촉매활성 저하로 인한 분극저항의 증가가 셀

성능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에는 Nd2-xSrxNiO4+δ-GDC/YSZ/Ni-YSZ full cell의

800
o
C에서의 전체반응에 대한 overvoltage 곡선을 이용하

여 계산 된 전하전달계수 (charge transfer coefficient, α)와

교환전류밀도 (exchange current density, j0)를 Sr의 도핑량

에 따라 나타내었다. α값은 역반응에 대한 정반응 활성화

장벽 크기 변화에 의해 반응계면에 걸린 전기전위가 어

떻게 변하는 지 보여주는 값이며 j0는 산화, 환원의 반응

속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Sr을 도핑한 cathode 전극 셀이

도핑하지 않은 전극 셀보다 α, j0 모두 낮은 값을 보이므

로 더 느린 전기화학반응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2NiF4-type 산화물 중에서 Nd2NiO4+δ와

Nd 자리에 Sr을 도핑한 Nd2-xSrxNiO4+δ (x = 0.4, 0.6)을 고

상반응법으로 합성한 뒤, 전기전도도, 공기극 분극저항,

셀 성능 등 전기화학특성을 평가하여 Sr 도핑 영향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Nd2-xSrxNiO4+δ (x = 0, 0.4, 0.6)는 전형적

인 반도체-금속 전이거동을 보였으며 Sr의 도핑량이 증가

할수록 전이온도는 감소하고 전기전도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공기극 분극저항은 Sr의 도핑량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이는 Sr 도핑에 따른 과잉

산소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r의 도핑

에 따라 셀 성능도 크게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공기극의 분극저항 증가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Nd2NiO4+δ에 Sr이 도핑된 재료를 공기극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액상법등의 나노분말 제조를 통한 결정립 크기 감

소 및 산소이온 전도를 향상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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