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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0.8Sr0.2Ga0.8Mg0.2-xZnxO2.8(LSGMZ, X = 0-0.05) was prepared using a solid state reaction method. Two secondary phases
(LaSrGaO4 and LaSrGa3O7) of powders were identified by X-ray diffraction analysis. The relative amount of these secondary phases
depended on the calcination conditions (temperature and time) and Zn content. The sintering density of LSGMZ was enhanced by
increasing the Zn content and calcination temperature at the low sintering temperatures (1250-1300

o
C).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ntering density of LSGMZ and the synthesis conditions was discussed considering the phase analysis results.

Key words : Solid oxide fuel cell, IT-SOFCs, Perovskite-type electrolyte, Sr and Mg doped lanthanum gallate, Low temperature 

sintering 

1. 서  론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는 800
o
C 전후의 고온에서

공기가스와 연료가스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을 통

하여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키는 에너지

변환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1)

 SOFC의 고온 구동은 높은

효율과 아울러 가스터빈 등과 연계한 발전용 복합시스템

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고온 구

동은 반대로 다양한 이종 재료의 계면 반응, 전극의 지속

적인 수축, 열기계적 안정성, 고온 실링 등 다양한 문제

점을 발생시켜 결국 SOFC의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

 이러한 이유로 600 ~ 750
o
C의 중·저

온 영역에서 구동되는 intermediate-temperature SOFC(IT-

SOFC)의 개발을 통해 고온 구동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하고 SOFC의 고온 안정성 및 장기 내구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IT-SOFC를 위해서는 중·저

온 구동 온도에서도 높은 산소 이온 전도성을 갖는 대체

전해질의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으

며 이러한 대체 전해질로서 주목 받는 재료 중의 하나가

LSGM(Sr and Mg doped lanthanum gallate) 페롭스카이

트계 산화물이다. LSGM 전해질은 SOFC용 전해질로서

요구하는 높은 산소 이온 전도성, 폭넓은 산소 분압 안정

성 및 우수한 산화 및 환원 분위기 안정성을 겸비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3,4)

 하지만 LSGM 전해질은 높은 소결

온도와 연료극 소재인 NiO와의 심각한 반응성 등이 단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5,6)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 기존의 1500
o
C 정도의 높은 소결 온도가 요구되는 고

상반응합성법 대신 다양한 습식합성공정들을 이용하여

1350
o
C 이하로 소결 온도를 낮추려는 연구개발들이 진행

되어왔다.
7-9)

 하지만 실제로 LSGM 소재를 상용화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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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인 일본에서는 고상반응합성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Ga이 고가의 원소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화

단계를 고려하면서 결국 가격 경쟁력과 수율이 가장 높

은 고상반응합성법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상반응합성법을 이용한 LSGM

계 전해질의 저온 소결성 확보를 위해 ZnO를 소결 촉진

제로 고용시킨 La0.8Sr0.2Ga0.8Mg0.2-xZnxO2.8(X = 0 ~ 0.05)

전해질 분말을 합성하였다. 합성 전해질 분말들을 이용하

여 전해질 소결체로 제조한 후, 저온 소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Zn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전해질 분말의

하소 조건에 따른 결정성의 변화와 저온 소결과의 관련

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전해질 분말 합성 및 소결체 제조

전해질 분말의 합성을 위한 출발 원료물질로 산화물

및 탄산염을 사용하는 고상반응합성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합성 실험에 적용된 전해질의 조성들과 출발 물질들

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LSGM계 전해질 중

에서 가장 이온 전도성이 높다고 알려진 La0.8Sr0.2Ga0.8Mg0.2

O2.8을 기본 조성으로 적용하여 Mg를 치환하는 Zn의 함

량이 0.0 ~ 0.05 mol이 되도록 조성을 변화시켜 시료를 제

조하였다.

출발 물질들은 Table 1의 조성이 되도록 칭량한 후 지

르코니아 볼을 분쇄 매개체로 하고 에탄올 용매를 사용

하여 습식 볼밀 공정으로 24시간 동안 혼합 및 분쇄를 하

였다. 혼합 원료 슬러리는 열풍 건조기에서 70
o
C로 24시

간 동안 건조시켰으며, 건조된 혼합 분말은 1100 ~ 1300
o
C

의 온도 영역에서 10시간 동안 하소하였다. 하소된 각 전

해질 분말들은 혼합 분쇄 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24시

간 동안 습식 분쇄하여 최종 전해질 분말로 사용하였다.

조성별로 합성된 전해질 분말들을 소결체로 제작하기 위

해서 성형 압력 250 kg/cm
2
으로 조건으로 일축 가압 성형

하여 평판 디스크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성형체의 크기는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40 mm, 40 mm 및

3 ~ 4 mm 크기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전해질 성형체들은

전기로를 이용하여 상압 공기 분위기에서 5
o
C/min의 승

온 속도로 1250 ~ 1450
o
C의 온도 영역에서 10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2.2. 분말 및 소결 특성 평가

각 조성별로 합성한 전해질 분말들의 입도분포와 비표

면적은 각각 레이저 입도분석기(HORIBA LA-950V2,

Japan)와 BET 측정기(Quantachrome-nova, USA)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전해질 분말과 소결체의 결정구조는 XRD

분석장치 (Rigaku D/max-2500 VL/PC,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말들의 형상 및 소결체의 미세구조는 주

사전자현미경(HITACHI SEM-4800, Japan)을 이용하여 관

찰하였다. 전해질 소결체들의 소결밀도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비중 측정법으로 측정하였다. 

2.3. 이온 전도도 및 단전지 평가

다양한 소결 조건에서 제조된 LSGMZ 전해질 시편들

을 가로, 세로 그리고 길이가 각각 2 mm, 2 mm 및

20 mm 크기가 되도록 가공한 후 직류 4 단자법을 이용하

여 대기 중에서 측정 온도를 변화시키며 전기 전도도를

평가하였다. 단전지 평가를 위해서는 1450
o
C에서 10시간

동안 소결된 LSGMZ-2 전해질을 두께가 1 mm, 직경이

20 mm 크기가 되도록 원판형으로 가공하였다. 연료극에

는 NiO : SDC(Sm0.2Ce0.8O1.9) = 50 : 50(wt%)로 배합된 복합

연료극 페이스트를 스크린프린팅법으로 코팅한 후 1100
o
C,

1200
o
C, 1300

o
C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형성하

였고 공기극에는 La0.6Sr0.4Co0.2Fe0.8O3 페이스트가 동일한

방법으로 코팅된 후 1050
o
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되었

다. 단전지는 수소가스를 연료가스로 적용하여 850
o
C에서

출력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해질 분말의 특성

하소 온도와 전해질 조성에 따른 합성 전해질 분말들

의 평균 입도와 비표면적을 Fig. 1에 비교하여 도시하였

다. 하소 온도에 따른 입도 분포와 비표면적의 비교 분석

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8YSZ(TZY-8, BET =

25 m
2
/g, Terio Chemical, China) 전해질 분말을 동일한 하

소 온도에서 5시간 재 열처리와 동일한 습식 분쇄를 거

쳐 평균입도와 비표면적을 분석하였다. 8YSZ 전해질 분

Table 1. Sample Names, Chemical Formulas, and Raw Materials

Sample name Chemical formula

 LSGMZ-0 La0.8Sr0.2Ga0.8Mg0.2O2.8

 LSGMZ-1 La0.8Sr0.2Ga0.8Mg0.19Zn0.01O2.8

 LSGMZ-2 La0.8Sr0.2Ga0.8Mg0.18Zn0.02O2.8

 LSGMZ-3 La0.8Sr0.2Ga0.8Mg0.17Zn0.03O2.8

 LSGMZ-4 La0.8Sr0.2Ga0.8Mg0.16Zn0.04O2.8

 LSGMZ-5 La0.8Sr0.2Ga0.8Mg0.15Zn0.05O2.8

 Raw materials Specification

 La2O3 NYC, Japan, 99.99%

 SrCO3 Terio chemical, China, 99.9%

 Ga2O3 Kojundochemical, Japan, 99.9%

 MgO Iwatani chemical, Japan, 99.9%

 ZnO Hanil chemical, Korea,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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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경우에는 재 열처리 온도가 1100
o
C, 1200

o
C 및

1300
o
C로 높아짐에 따라 입자간 확산 및 성장이 이루어

져 평균 입자 크기(d50)가 각각 0.4 ~ 0.5µm, 0.7 ~ 0.8 µm,

1.0 ~ 1.1 µm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

은 세라믹 공정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LSGMZ-0~5 전해질 분말들은 분쇄 시간, 분말 대 용매

비율, 분쇄용 볼의 양 등 동일한 분쇄 공정이 적용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하소 온도가 높아져도 평균 입도와 비표

면적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합성 전해질 분말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Fig. 2의 주

사전자현미경 사진에서도 하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른 전

해질 분말의 입자는 거의 성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SGMZ-0 전해질의 합성용으로 습식 배합한 복합

분말을 고온 X-선 회절 분석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부터

50
o
C 간격으로 1400

o
C까지 연속 승온시키며 전해질 분말

의 고상반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3에 1000
o
C ~ 1400

o
C 온도 구간에서 측정

한 LSGMZ-0 페롭스카이트계 전해질의 고온 XRD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하소 유지 시간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열처

Fig. 1. Average particle size and specific surface areas of

calcined LSGMZ powders : (a) PSD(d50) and (b) BET.

Fig. 2. SEM micrographs of LSGMZ-0 and LSGMZ-3 powder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 

Fig. 3. High temperature XRD patterns of LSGMZ-0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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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온도가 증가하면서 LaSrGa3O7 이차상은 점차로 소멸해

가고 LaSrGaO4 이차상은 1200
o
C에서 최대 피크강도를 나

타낸 후 소멸해가는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jewski

등은 순수한 단상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LSGM 전

해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합성 공정과 상관없이 1500
o
C

정도의 고온까지 하소시켜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10)

 본 실

험에서도 1400
o
C까지의 고온 하소를 통해서는 단상 페롭

스카이트 결정구조를 확보할 수 없었다. Fig. 4에는 각각

1100
o
C, 1200

o
C 및 1300

o
C에서 10시간 동안 하소 처리한

LSGMZ-0 전해질 분말의 XRD 패턴을 나타내었다. 10시

간의 하소 유지 시간이 적용된 LSGMZ-0 합성 전해질 분

말에서도 동일한 LaSrGaO4 및 LaSrGa3O7 이차상이 형성

되었음을 Fig. 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과 Fig.

4의 XRD 패턴을 비교하면 이차상의 종류는 거의 동일하

지만 핵심 주요 이차상의 성장 및 소멸 거동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소 유지 시간을 적용하지 않

고 연속 승온시킨 LSGMZ-0 전해질은 Fig. 3에서와 같이

LaSrGa3O7 이차상과 LaSrGaO4 이차상이 동시에 성장하다

가 하소 온도가 높아질수록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며 모든 영역에서 LaSrGa3O7 이차상의 피크 강도가

항상 LaSrGaO4의 피크 강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1100
o
C, 1200

o
C 및 1300

o
C에서 10시간 동안

하소 처리한 LSGMZ-0 전해질 분말은 하소 온도가 높아

질수록 두 종의 이차상이 소멸하는 경향은 동일하지만

LaSrGa3O7 이차상의 피크 강도가 항상 LaSrGaO4의 피크

강도보다 낮은 것이 Fig. 4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LSGM계 전해질의 결정구조는 열처리 온도와 더불어 유

지 시간에 의해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전해질 합성 실험에서 모든 전해질 조성의 분말들이

하소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입도 분포와 비표면적을 유

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소 온도 증가에 따른 연속적인

전해질의 상의 변화 거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8YSZ 전해질과 같이 하소 단계에서 단일상이 확보되는

소재들은 하소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말 입자들의

확산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평균 입경이 증가하

면서 비표면적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나 LSGM계 전해질의 경우에는 단일상의 결정이 생성되

는 온도 영역이 소결온도 영역과 큰 차이가 없고 소결이

완료되는 온도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복잡한 상 변화가 진

행된다. 이러한 LSGM 전해질 소재에서는 이차상들이 지

속적으로 분해되고 성장하여 하소 온도와 상관없이 최종

분쇄 공정에서 쉽게 미분화되어 입도 분포와 비표면적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2. 전해질의 소결 거동

ZnO는 유전체와 같은 전자세라믹 또는 SOFC용 프로톤

전도체(proton conductor)의 소결 첨가제로 적용되어 소결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11-14)

 또한

Sebastian등은 La0.9Sr0.1Ga0.8Zn0.2O3-δ 전해질이 800
o
C에서

0.015 S/cm 정도로 낮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냈지만 순수

한 이온 전도성을 나타내며 넓은 산소 분압 영역에서 안

정하다고 보고하였다.
15)

 또한 Ha등은 La0.8Sr0.2Ga0.8Mg0.2O3-δ

전해질 분말에 zinc nitrate를 1 at%로 첨가하여 소결성을

향상시킨 연구도 보고하였다.
16)

1250
o
C와 1300

o
C의 온도에서 10시간 동안 소결시킨

전해질들의 분말 하소 온도와 조성에 따른 소결밀도를

Fig. 5와 Fig. 6에 각각 나타내었다. 1100
o
C에서 하소 처

리하고 Zn이 고용되지 않은 LSGMZ-0 전해질 분말을

1250
o
C에서 소결한 경우에는 Zn의 치환 고용 효과가 없

고 소결 온도가 낮아 73%의 낮은 소결밀도를 보였다. 그

러나 1300
o
C에서 하소 처리하고 Zn의 고용량이 가장 높

은 LSGMZ-5 전해질은 낮은 소결 온도에서도 94%의 높

은 소결밀도를 보여주었다. 1250
o
C에서 소결시킨 전해질

들은 모든 하소 온도에서 Zn의 고용량이 증가할수록 전

해질의 소결밀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그 증가폭은 하소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주목할 점은 Zn의 고용량이 적을수록 하소

온도에 따른 소결밀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즉, 모든

조성의 전해질 소결체들은 하소 온도가 높아질수록 소결

Fig. 4. XRD patterns of LSGMZ-0 as a function of calcina-

tion temperature : calcination time=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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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러한 증가폭은 Zn의

고용량이 낮을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다. Fig. 5의 결과에

서 전해질들의 저온 소결 밀도 증가 특성은 크게 두 부

류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소 온도가

1100
o
C에서 1200

o
C로 높아지는 경우보다 1200

o
C에서

1300
o
C로 높아지면서 소결밀도 상승률이 더 커지는

LSGMZ-0~2 조성, 그리고 반대로 하소 온도가 1100
o
C에

서 1200
o
C로 높아지는 경우보다 1200

o
C에서 1300

o
C로 높

아지면서 소결밀도 상승률이 더 낮아지는 LSGMZ-3~5 조

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00
o
C에서 소결한 경우에도

1250
o
C의 소결 결과와 비슷한 소결 밀도의 증가 경향을

보여주지만(Fig. 6), 큰 차이점은 이미 모든 조성의 전해

질 시편들이 90% 이상의 소결밀도를 보여주고 LSGMZ-

4 및 LSGMZ-5 전해질은 SOFC용 전해질로 사용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95% 이상의 소결밀도가 확보됨을 알 수

있다. 또한 Zn 고용량이 가장 높은 LSGMZ-5 전해질은

1200
o
C에서 1300

o
C로 하소 온도가 높아져도 소결밀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Fig. 7에는 하소 온도가 서로 다른 모든 조성의 전해질

분말들의 소결 온도에 따른 평균 소결밀도를 나타내었다.

소결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소결 밀도가 Zn의 고용량 차

이에 관계없이 하소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Fig. 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결 온도가 1350
o
C 이상 높

아지면 하소 온도는 소결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LSGM계 전해질들은 일반적으로 단상

페롭스카이트 결정구조를 갖는 치밀한 미세구조의 전해

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1500
o
C 정도의 고온 열처리가 필

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5)

 본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원하

는 소결 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1350
o
C의 소결 온

도에서도 95% 이상으로 높은 소결밀도가 확보되었다. 

하소 온도(1100
o
C, 1200

o
C, 1300

o
C)가 서로 다르고 Zn

이 고용되지 않은 LSGMZ-0 (La0.8Sr0.2Ga0.8Mg0.2O2.8) 전

해질 분말을 각각 1250
o
C와 1300

o
C에서 10시간 동안 소

결시킨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을 Fig. 8에 나

타내었다. 1250
o
C와 1300

o
C의 저온 소결 영역에서 하소

온도가 높아지면 전해질의 치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Fig. 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Zn이 고용되지 않은 순수한

LSGM 전해질의 경우에는 분말의 하소 온도가 저온 소결

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해질의 분말 하소 온도와 Zn의 치환 고용 효과가 동

시에 전해질의 저온 소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 1250
o
C에서 10시간 동안 소결시켜 얻은 LSGMZ-0

및 LSGMZ-3(La0.8Sr0.2Ga0.8Mg0.17Zn0.03O2.8) 전해질 시편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LSGMZ-0 전해질과 LSGMZ-3 전해질의

미세구조를 비교하면 하소 온도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Zn

이 고용되면 미세구조가 더욱 치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300
o
C 하소 조건에서 소결 밀도가 90% 이상으

Fig. 5. Relative density of LSGMZ after sintering at 1250
o
C,

10 h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 and

composition.

Fig. 6. Relative density of LSGMZ after sintering at 1300
o
C,

10 h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 and

composition.

Fig. 7. Average relative density of LSGMZ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 and sintering temperature.



La0.8Sr0.2Ga0.8Mg0.2-xZnxO2.8(X = 0.0 ~ 0.05) 전해질의 저온 소결 특성 213

제51권 제3호(2014)

로 분석된 LSGMZ-3 전해질은 미세구조 분석에서 대부

분의 기공이 소멸되고 있으며 결정립도 상당히 조대화되

는 소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Zn 고용량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Zn이 가장 소량으로 치환 고용된 LSGMZ-1(La0.8Sr0.2

Ga0.8Mg0.19Zn0.01O2.8) 전해질과 Zn이 상대적으로 많이 치

환 고용된 LSGMZ-4(La0.8Sr0.2Ga0.8Mg0.16Zn0.04O2.8) 전해질

소결 시편의 SEM 사진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하소 온

도가 동일하여도 Zn 고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치밀도가

현저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100
o
C에서 하

소한 LSGMZ-0 전해질 소결체에는 많은 기공이 존재하

지만 1300
o
C에서 하소한 LSGMZ-4 전해질 소결체는 매

우 치밀한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ZnO는 프로톤 전도체 및 유전체 등의 전자세라믹의 소

결 온도를 낮추는데 있어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문헌조사
11-14)
를 통해 확인하였고 LSGM계 전해질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소결밀도 분석과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세라믹 소결 이론에서는 소결에 대한

구동력은 표면에너지 감소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합성 분말의 입자 크기와 비표면적이 소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하소 온도의 증가에 따른 전해질

분말의 입자 크기 및 비표면적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

Fig. 8. SEM micrographs of LSGMZ-0 after sintering at

1250
o
C and 1300

o
C, 10 h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 : C = calcination, S = sintering.

Fig. 9. SEM micrographs of LSGMZ-0 and LSGMZ-3 after

sintering at 1250
o
C, 10 h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 : C=calcination, S=sintering.

Fig. 10. SEM micrographs of LSGMZ-1 and LSGMZ-4 after

sintering at 1250
o
C, 10 h as a function of calcination

temperature : C = calcination, S =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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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하소 온도가 저온 소결에 미치

는 영향을 하소 온도에 따른 전해질 분말의 결정성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LSGM계 전해질들은 합성 방법에

관계없이 1400
o
C 이하의 소결온도에서는 Sr과 Mg의 고

용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aSrGa3O7 이차상이

형성되며 이들 이차상은 비교적 높은 융점(~ 1600
o
C)을 가

지므로 1450
o
C 이상의 소결 온도에서도 이차상이 존재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LaSrGaO4 이차상의 경우에

는 1400
o
C 정도의 낮은 융점을 가지므로 소결시 액상으

로 존재하여 입계 내에 확산되어 오히려 LSGM계 전해

질의 소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

고되고 있다.
17-20)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면 하소

온도의 증가에 따른 소결성의 증가 효과는 생성된 서로

다른 결정상의 피크강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의 결과는 10시간의 충분한 하소 유지 시

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하소 온도만을 1100
o
C, 1200

o
C

및 1300
o
C로 변화시킨 LSGMZ-0 전해질 분말들에 대한

XRD 패턴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하소 온도가 높아질

수록 두 이차상 모두가 소멸하지만 LaSrGa3O7 이차상의

소멸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즉, 소결성에 유

리한 LaSrGaO4 이차상보다 소결성에 불리한 LaSrGa3O7

이차상이 하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빠르게 소멸된

다. 반면에 하소 유지 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면 반대로

1400
o
C까지 LaSrGa3O7 이차상이 더 많이 잔존한다(Fig. 3).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전해질과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LSGMZ-0 전해질을 저온 소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보

고되었다.
21)

 이 연구에서는 citric acid 연소합성법과 고상

반응합성법으로 전해질 분말을 각각 합성하고 1300
o
C에

서 소결한 결과 citric acid 연소합성 전해질 분말의 소결

체는 96%의 높은 소결밀도가 확보되었으나 고상반응합

성 전해질 분말은 87.4%의 낮은 소결밀도가 얻어졌다. 
21)

이 연구에서 고상반응합성 공정의 경우 하소 온도가

1100
o
C였으나 하소 유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이

들 전해질 분말의 경우에는 LaSrGaO4 이차상의 피크강도

보다 LaSrGa3O7 이차상의 피크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고온 XRD 패턴과 유사

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해석하면 하소 유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LaSrGa3O7 이

차상의 피크 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1100
o
C 하소 온도에 얻어진 분말을 1300

o
C

에서 10시간 소결시킨 시편의 소결밀도는 87.4%였으나,

본 연구에서 하소 온도와 소결 온도를 동일하게하고 하

소 유지 시간을 10시간으로 한 분말의 LSGMZ-0 전해질

소결체의 소결밀도는 91%로 더 높게 나타났다. LSGM계

전해질의 저온 소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온에서 치

밀화 거동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치환 고용 원소의 도입

이 매우 효과적임을 본 연구에서는 Zn을 치환 고용시켜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성의 LSGM계 전해질이라도

소결성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LaSrGaO4 이차상 및

LaSrGa3O7 이차상의 상대적인 피크강도를 조절하는 방법

도 LSGM계 전해질의 소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하소 온도와 하소 유지 시간의 적절

한 조절을 통해 두 이차상의 피크강도가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 

3.3. 이온 전도도 및 단전지 평가

소결 온도에 따른 전해질의 전도도 특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전해질들은 1250 ~ 1450
o
C의 소결 온도에서 10시간

동안 동일한 소결 조건에서 제조되었다. Fig. 11에는 서로

다른 소결 온도에서 10시간 동안 소결 처리된 LSGMZ-2

전해질 시편들을 직류-4단자법을 이용하여 전도도를 측정

한 결과이다.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250 ~ 1350
o
C

의 저온 소결 온도 영역에서 소결된 전해질들과 1400 ~

1450
o
C의 고온 소결 온도 영역에서 소결된 전해질들의 전

도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록, 1350
o
C 이하의 소

결 조건에서 95% 이상의 높은 소결 밀도가 확보되었으나

저온 소결을 통해 제조된 전해질들은 800
o
C에서 0.05 S/cm

전후의 낮은 전도도 값을 보인다. 반면에 1400
o
C 및

1450
o
C에서 소결된 전해질들은 각각 0.15 S/cm 및 0.2 S/cm

에 근접하며 저온 소결된 전해질의 3~4배로 높은 전도도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해질 내부에 이차상

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각 소결 조건에서 소결 처리된

LSGMZ-2 전해질에 대한 XRD 패턴을 Fig. 12에 나타내

었다. Fig. 12의 결과를 통해 전해질의 결정성과 이온 전

도도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uang

등은 LaSrGa3O7 이차상과 LaSrGaO4 이차상 모두 LSGM

계 전해질 대비 매우 낮은 전도도를 보이며 특히,

LaSrGa3O7 이차상은 부도체에 가까운 전기적 특성을 보

인다고 보고하였다.
18)

 본 연구에서도 LaSrGa3O7 이차상

Fig. 11. Conductivities of LSGMZ-2 electrolyte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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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LaSrGaO4 이차상을 직접 합성하고 1350
o
C에서 5시간

동안 소결한 후 미세구조와 전도도 평가를 한 결과 두 이

차상 모두 절연 특성을 나타내었고 전도도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Fig. 11 및 Fig. 12에는 LSGMZ-2 전해질

에 대해서만 결과를 도시하였으나 모든 조성의 LSGMZ

전해질들은 소결 온도에 따른 이온 전도도 및 결정구조

특성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3에는 1300
o
C

에서 소결된 LSGMZ-X (X = 0 ~ 5) 전해질들의 이온 전도

도를 850
o
C, 750

o
C 및 650

o
C의 온도에서 측정하여 나타

내었다. 650
o
C 및 750

o
C의 중·저온 측정 온도에서는 Zn

의 고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전도도의 증가 효과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850
o
C의 고온 영역의 온도에서는 Zn

의 고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전도도의 증가 효과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Zn이 0.03 mol 이상으로 고용되면

서 그 증가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1300
o
C에서 소결된

전해질들은 750
o
C에서 0.04 S/cm 이하의 낮은 이온 전도

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동일 온도에서 나타나는 8YSZ 전

해질보다 높은 이온 전도도를 보여주었다. 1300
o
C의 저온

소결 조건에서는 소결 밀도와 결정성 모두 이온 전도도

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300
o
C에서 소결된 전

해질들의 XRD 패턴을 이용하여 S1, S2, P 결정구조인자

를 측정하였다. Fig. 14에 1300
o
C에서 소결된 전해질들에

대한 소결 밀도와 P/S1, P/(S1 + S2) 및 S2/S1 결정구조인

자 값을 동시에 도시하였다. 1300
o
C의 저온 소결 영역에

서는 Fig. 6의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Zn의 고용량이

증가할수록 소결 밀도가 증가하며 따라서 소결 밀도의 차

이가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S2/S1과 P/(S1+S2)의 결정구조인자는 Zn의 고용

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약하게 감소하였고 P/S1의 경우

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1300
o
C에

서 소결된 전해질들의 이온 전도도 평가를 통해 부도체

특성을 갖고 있는 LaSrGa3O7(S1) 및 LaSrGaO4(S2) 이차

상은 Zn의 고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이

온 전도도는 Zn의 고용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P/S1 인자의 변화를 통해 이온

전도도에 더욱 영향은 주는 이차상은 LaSrGa3O7 이차상

으로 분석된다. 1300
o
C에서 소결된 전해질들의 이온 전도

도 평가의 결과에서 소결 밀도와 더불어 결정구조 인자

Fig. 12. XED patterns of LSGMZ-2 electrolyte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Fig. 13.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LSGMZ-X (X = 0 ~ 5)

sintered 1300
o
C for 10 h as a function of operation

temperature.

Fig. 14. Variation crystallographic parameter and relative

density of LSGMZ-X (X=0~5) sintered 1300
o
C for

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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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이차상의 분포가 이온 전도도에 복합적으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차상의 효과보다 소결 밀

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Zn의 고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온 전도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Sebastian은 La0.9Sr0.1Ga0.8M0.2O3-δ (M=Mn, Co, Ni, Cu

or Zn) 전해질들에 대한 이온 전도도와 산소 분압 안정성

을 평가한 연구에서 B site에 Mg 대신 Zn을 고용시킨 La0.9

Sr0.1Ga0.8Zn0.2O3-δ 전해질의 경우에는 순수한 이온 전도성

을 나타내며 넓은 산소 분압 영역에서 안정하지만 800
o
C

에서 0.015 S/cm 정도로 매우 낮은 이온 전도도를 보인다

고 보고하였다.
15) 
그러나 본 실험을 통해 Mg의 일부를

0.05 mol 이하의 Zn으로 치환 고용시킨 LSGMZ 전해질은

기존 LSGM 전해질이 갖는 높은 이온 전도도를 유지하

면서 저온 소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Zn
2+
의

이온 반경(0.74Å)은 Mg
2+
의 이온 반경(0.72Å)보다 약간

크며 Mg의 일부를 Zn으로 치환 고용시킴에 따라 페롭스

카이트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tolerance factor, free volume 등의 구조인자 수치들은 이

온 전도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LSGMZ 전

해질들이 1350
o
C 이하에서 95% 이상의 소결 밀도가 확

보되었으나 단상 페롭스카이트 결정구조가 형성되고 높

은 이온 전도도를 얻기 위해서는 1450
o
C 이상의 높은 소

결 온도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LSGMZ 전해질을 적용하

여 음극지지체형 단전지로 구성할 경우에는 LSGMZ 전

해질과 연료극 NiO와의 계면 반응을 막을 수 없다는 결

론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께 1 mm의 LSGMZ-

2 전해질 지지체에 전극을 형성한 전해질 지지체형 단전

지를 이용하여 출력특성 평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전해질 지지체형 단전

지에 적용되는 전해질 지지체의 두께는 100 ~ 300 µm 정

도임을 감안하면 본 실험에 적용된 단전지는 높은 전해

질 저항이 예상된다. 연료극이 1100
o
C에서 열처리된 단전

지는 850
o
C의 구동 온도에서 0.2 W/cm

2
의 최대 출력밀도

가 얻어졌으며 연료극이 1200
o
C에서 열처리된 단전지는

동일 온도에서 0.24 W/cm
2
의 최대 출력밀도가 측정되었

다. 그러나 연료극 열처리 온도를 1300
o
C로 높일 경우에

는 최대 출력밀도가 0.07 W/cm
2
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연

료극 열처리 온도에 따른 단전지 출력특성 평가를 통해

연료극 열처리 온도가 1100
o
C에서 1200

o
C로 높아지면서

전기화학반응에 유리한 연료극 미세구조가 형성되지만

1300
o
C로 높아지면서는 LSGMZ-2 전해질과 연료극의 NiO

가 반응하여 단전지의 출력특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해질 막의 두께를 0.5 mm로 줄이고 연료극을

1200
o
C에서 열처리한 단전지는 850

o
C에서 0.46 W/cm

2
의 최

대 출력밀도가 측정되어 전해질 막의 두께가 감소함에 따

라 단전지의 저항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4. 결  론

La0.8Sr0.2Ga0.8Mg0.2-xZnxO2.8(LSGMZ, X = 0.0 ~ 0.05) 전

해질을 고상반응합성법을 이용하여 1100 ~ 1300
o
C의 온도

에서 합성하고, 1250 ~ 1450
o
C의 온도에서 전해질 소결체

로 제작하였다. Zn의 고용 효과와 하소 조건에 따른 전

해질의 저온 소결성을 분석하였으며 소결 온도 및 조성

에 따른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와 전해질 지지체형으로 제

작한 단전지의 연료극 열처리 온도에 따른 출력 특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250 ~ 1300
o
C의 저온 소결 영역에서 Zn의 고용량이 증

가할수록 전해질의 소결밀도는 크게 향상되었으며 Zn의

고용량이 가장 높은 LSGMZ-5 전해질은 1300
o
C 소결온

도에서 96% 이상의 소결밀도가 확보되었다. 

LSGMZ 전해질들은 하소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해질 소

결에 불리한 LaSrGa3O7 이차상의 소멸 속도가 소결성에

유리한 LaSrGaO4 이차상의 소멸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

어 1250 ~ 1300
o
C의 저온 소결 영역에서 소결성이 향상되

는 결과를 보였다.

소결 온도에 따른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평가한 결

과 1450
o
C의 고온 소결을 통해 LaSrGaO4 및 LaSrGa3O7

이차상이 대부분 소멸된 단상 페롭스카이트 결정구조가 확

보되었고 650
o
C에서 모든 LSGMZ 전해질들이 0.05 S/cm 이

상의 높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었다. Zn의 치환 고용 효

과는 저온 소결성을 증대시키면서 LSGM 전해질의 이온

전도성을 하락시키지 않았다.

연료극 열처리 온도가 1100
o
C에서 1200

o
C로 높아지면

서 최대 출력밀도가 20% 정도 향상되었으나 1300
o
C로 높

아지면서는 출력특성이 크게 낮아지며 이러한 결과는 전

해질과 NiO의 계면 반응이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단

전지의 출력 특성은 전해질 막의 두께가 1 mm에서 0.5 mm

Fig. 15. Cell performance of electrolyte supported cell using

LSGMZ-2 as a function of anode heat treatm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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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어들면서 850
o
C에서 최대 출력밀도가 0.24 W/cm

2
에

서 0.46 W/cm
2
로 크게 향상되었다.

Zn의 치환 고용은 LSGM 전해질의 저온 소결성 향상

에 크게 도움을 주었고 LSGM 전해질의 이온 전도성을

저하시키지 않았다. Zn의 치환 고용과 하소 조건에 따른

이차상의 분포를 제어하여 저온 소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

었지만 여전히 단상 페롭스카이트 전해질을 얻기 위해서

는 1450
o
C 이상의 고온 소결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끝으로 LSGM계 전해질을 이용하여 650
o
C 구동용 고

출력 SOFC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LSGM 전해질과 NiO

의 반응 방지막으로 새로운 고 전도성 소재 또는 근본적

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반응이 형성되어도 단전지

의 출력에 악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연료극 소재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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