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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Spherical Nano Ni(1-x)-M(x=0~0.15)(M=Co, Fe) 

Alloy Powder for SOFC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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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reducing agent hydrazine and precipitator NaOH were used with NiCl2 as a starting material in order to compound
Ni-based material with spherical nano characteristics; resulting material was used as an anode for SOFC. Synthetic temperature, pH,
and solvent amounts were experimentally optimized and the synthesis conditions were confirmed. Also, a 0 ~ 0.15 mole ratio of
metal(Co, Fe) was alloyed in order to increase the catalyst activation performance of Ni and finally, spherical nano Ni(1-x)-
M(x = 0~0.15)(M = Co, Fe) alloy materials were compounded. In order to evaluate the catalyst activation for hydrocarbon fuel, fuel
gas(10%/CH4+10%/Air) was added and the responding gas was analyzed with GC(Gas Chromatography). Catalyst activation
improvement was confirmed from the 3% hydrogen selectivity and 2.4% methane conversion rate in Ni0.95-Co0.05 alloy; those values
were 4.4% and 19%, respectively, in Ni0.95-Fe0.05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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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는 산화물 전

해질의 높은 산소이온 전도성을 이용하고 양극을 직렬로

연결한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연료전지의 연료로는 수소,

메탄올, 에탄올과 천연가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

에 산소나 공기를 산화제로서 같이 사용하게 된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구성은 크게 다공성의 연료극

과 공기극 그리고 두 극을 분리하는 산화물 전해질로 이

루어져 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연료극은 연료와의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에 따른 반응 장소를 제공하여 촉매

적 역할을 하며 동시에 생성된 전자 및 이온을 이동시키

는 전도체로의 역할을 한다. 연료극은 전도체로서 역할을

하기위해 전자 전도도와 이온 전도도가 좋아야 한다. 그

리고 원활한 연료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공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해질과 전극 그리고 기공의 삼상계

면의 면적이 충분해야 한다. 또한 고온에서의 화학적 물

리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1,2)

SOFC용 anode에서 탄화수소계 연료의 산화과정의 촉

매로 사용되는 금속기반 연료극 물질로는 전이금속이나

귀금속 계열인 Pd, Ir, Ru 등이 사용되며 산화물 기반의

연료극으로는 perovskite 계열인 LaCrO3, SrTiO3 등이 사

용된다. 이런 물질들은 너무 비싸거나 고온 환원 분위기

에서 작동되는 SOFC 특성 상 다른 구성 물질과의 적합

성, 안정성 등에 있어 많은 제약들이 따른다. 이중에서 Ni

은 많은 anode의 소재 중 가장 신뢰성 있는 소재로 여겨

지는데 이는 고온 환원분위기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면서도 안정성이 뛰어난 소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Ni은

고온에서 장시간 작동 시 산화환원반응에 대한 안정성 및

카본, 황과 같은 불순물의 저항성이 낮다. 이는 촉매 반

응점의 변화에 따라 내부개질특성이나 산화반응이 부분

적으로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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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Ni에 Ni과 같은 활성특성

을 갖는 활성금속(Cu,Co..)의 상대적 함량을 달리하여 합

금을 제조하여 탄화수소 분위기에서 저항의 감소나 촉매

활성이 향상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8)

뿐만 아니라 촉매 활성 특성의 향상을 위해 유효반응

면적의 확대는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나노 크기를 갖는

구형의 형태를 갖는 입자를 제조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그래서 Ni 나노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보

고되고 있다.
9-11)

 

기상을 이용한 기상법과 습식상태에 제조하는 액상법

그리고 기계적 제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방법에는 장,

단점을 갖고 있으며 합성 물질에 적합한 나노분말 제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중 액상공정 중 하나인 용액환

원법은 미세분말을 제조하기에 용이하고 균일한 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습식상태에서의 나노 Ni 금

속분말의 제조법은 용액 환원법으로 하이드라진을 사용

하여 Ni(OH)2를 전구체로 환원하여 Ni 입자를 합성 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 이러한 반응식을 주반응으로 하

여 표면이 매끄럽고 나노크기를 갖고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는 Ni 입자가 생성되어진다.
12,13)

2Ni
2+

 + N2H4 + 4OH
−

 → 2Ni + N2 + 4H2O 

본 연구에서는 NiCl2를 출발 물질로 하여 환원제인 하

이드라진과 침전제인 NaOH를 사용하였고, 온도와 pH 그

리고 용매량의 인자를 최적화 하여 나노 크기의 구형 Ni

을 합성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Ni의 촉매활성 성능을 향

상시키고자 0~0.15 mole비의 metal(Co,Fe)를 alloy하여 최

종적으로 Ni(1-x)-M(x = 0~0.15)(M=Co, Fe) alloy 소재를 합성

하였다. 연료에 대한 촉매활성의 평가를 위하여 연료

gas(10%/CH4+10%/Air)를 흘려주었고, 반응 gas를 GC(Gas

Chromatography)로 분석하여 수소선택성과 메탄전환율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Nickel synthesis

본 실험에서는 출발 원료로 염화니켈 수화물과(NiCl2·

6H2O, Daejung Chemicals, Korea) 환원제로 하이드라진

(N2H4, Daejung Chemicals, Korea) 그리고 침전제로 수산

화나트륨(NaOH, Daejung Chemicals, Korea)을 사용하였다.

1 mole의 NiCl2·6H2O를 40
o
C로 승온 시킨 distilled water

(D.I)에 넣고 교반하여 용해시킨 후 하이드라진을 분당

10 ml의 속도(10 ml/min)로 첨가하여 준다. Ni 전구체가 형

성되면 여기에 NaOH를 재빠르게 첨가한 후 교반을 2시

간 동안 유지한다. 반응이 종료되면 생성된 Ni 분말은

distilled water와 알콜로 여러차례 감압 여과 세척을 하고

80
o
C 오븐에서 12시간 건조하였다.

 2.2. Ni(1-x)-M(x=0~0.15)(M=Co, Fe) alloy synthesis

출발원료로 염화니켈 수화물과 일정 몰(0.05 ~ 0.15 mole)

의 염화코발트(CoCl2·H2O, Daejung Chemicals, Korea) 또

는 염화철(FeCl2·H2O, Daejung Chemicals, Korea)을 40
o
C로

승온 시킨 distilled water에 넣고 교반하여 용해시킨다. 여

기에 10 ml/min의 속도로 하이드라진을 첨가하여준다. 그

리고 NaOH를 재빠르게 첨가한 후 반응이 완료될 때까지

교반하여 준다. 반응이 종료된 분말은 distilled water와 알

콜로 여러차례 감압 여과 세척을 하고 80
o
C 오븐에서 12

시간 건조하였다. 

 2.3. 분말 특성 평가

합성이 완료된 분말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SEM(JSM-6380, JEOL, Japan)으로 분석하였으며, 분말의

Metal alloy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XRD(DMAX 2200,

Rigaku Co., Japan)를 사용하여 결정상과 Shift 여부를 분

석하였다. 

2.4. 분말 촉매활성 특성 평가

합성된 분말은 고온소결 시 입자성장 제어 및 gas와의

반응면적을 넓혀주고자 화학반응성이 낮은 석영분말(SiO2)

을 일정량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측정분말 시료는 석영

관에 넣어 전기로에서 온도를 높여서 측정하였다. 공급가

스로는 10% CH4 /Ar, 5% O2/Ar와 Argon carrier 가스를

Mass flow controller(MFC, Horiba)를 사용해 일정 비율과

유량으로 혼합하여 측정분말에 흘려주었다. 온도를 850
o
C

까지 승온 시킨 후 온도를 50
o
C씩 낮추어가며 공급가스

와 반응을 일으킨 반응가스들을 Gas Chromatography

(GC 2014, Shimadzu, Japan)에 주입하여 가스 종류와 농

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측정값은 하기의 계산식을 이용

하여 수소선택성과 메탄전환율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NiCl2를 출발 물질로 하여 환원제로 N2H4를 사용하고

침전제로 NaOH를 사용하여 Ni을 합성하였을 때 일어나

는 반응식을 나타내었다. NiCl2에 N2H4를 첨가하면 반응

식(1)과 같이 [Ni(N2H4)n]Cl2를 형성한다. 환원제로 사용되

는 하이드라진은 Ni염과 결합하여 Ni 전구체를 형성한

다. 여기서 n에 따라서 착화물의 색이 다르게 형성되는데,

하이드라진의 양이 적을때는 n = 2를 형성하며 용액이 옅

은 하늘색을 띄었으며 하이드라진의 양이 증가하면서 n = 3

H2Selectivity:%SH
2

H2

out

2 CH4

in
CH4

out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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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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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을 따르며 용액이 보라색을 나타내었다. 여기에

NaOH를 첨가하면서 Ni(OH)2와 2NaCl의 반응을 이루고

N2H4의 연속반응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나노크기의 구형

Ni이 합성되어진다.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하기와 같다.

NiCl2 + nN2H4 → [Ni(N2H4)n]Cl2, n=2,3  (1)

[Ni(N2H4)n]Cl2 + 2NaOH 

              → Ni(OH)2 + nN2H4 + 2NaCl 
(2)

2Ni(OH)2 + N2H4 → 2Ni↓(s) + N2↑(g) + 4H2O (3)

반응식을 보면 대략적인 Ni 합성의 몰비를 예상할 수

있으나 실험적인 결과를 보면 반응식보다 추가적인 몰비

가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하기와 같이

부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첨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N2H4 + 4OH
-
 = N2 + 4H2O + 4e

−

 (4)

3N2H4 = N2↑ + 4NH3 (5)

Table 1은 상기 반응식을 기준으로 최적 조성의 Ni 입

자를 합성하기 위하여 하이드라진과 수산화 나트륨 그리

고 용매인 D.I water의 조성과 합성에 따른 반응성을 나

타낸 것이다.

3.1. NaOH양에 따른 영향

NiCl2 1 mole과 N2H4을 5.5 mole로 고정한 후 NaOH를

2, 4, 8, 12 mole로 변경하며 합성하였고, Fig. 1에 SEM

이미지와 XRD 결정성을 나타내었다. NaOH의 몰비를

2 mole로 조절하였을 경우 반응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입

자의 형상이 다각형에 가까우며 입자크기가 1 um 이상의

크기를 보인다. NaOH양이 늘어난 8 mole에서는 구형의

Table 1. Synthesis Conditions of Spherical Nano Ni Powder

Sample Name
Component(mole ratio) D.I water

(ml)
Reactivity

Temp.

(
o
C)NiCl2 N2H4 NaOH 

Ni-1 1 5.5 2 × 65.2

Ni-2 1 5.5 4 △ 68.3

Ni-3 1 5.5 8 ◎ 85.7

Ni-4 1 5.5 12  ● 92.4

Ni-5 1 3.5 8 ○ 78.2

Ni-6 1 4.5 8 ◎ 82.3

Ni-7 1 5.5 8 ◎ 82.6

Ni-8 1 6.5 8  ○ 81.1

Ni-9 1 5.5 8 500 ◎ 83.4

Ni-10 1 5.5 8 600 ◎ 81.8

Ni-11 1 5.5 8 700 ○ 79.8

Ni-12 1 5.5 8 800 ○ 75.1

● :Strong, ◎ :verygood, ○ :good, △ :normal, ×:poor, :verypoor

Fig. 1. SEM image and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synthesized N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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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100 ~ 200 nm로 입자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12 mole 이상에서는 입자의 형태가

별모양의 형태를 나타내며 표면이 거칠어지며 입자크기

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NaOH는 조해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수분과 접촉 시 수

분을 흡수하면서 녹는데 이때 고온의 열을 발생한다. 그

렇기 때문에 NaOH의 양이 많아질수록 온도가 높게 올라

가 반응이 격하게 변하게 된다. Ni(OH)2의 착화합물에서

Ni로 침전될 때에 용액은 초록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된다. NaOH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초록색에서 검은색으

로의 색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NaOH의 양이 많

아짐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용해도가 증가

함에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Mole비에 따라 합성된 분말들을 XRD로 분석하였고

NaOH의 양이 늘어날수록 결정상이 높아 지다가 8 mole

에서 결정상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8 mole을 넘

어 12 mole에서는 결정상의 intensity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SEM 이미지에서와 같이 구형의 형상을 갖

을 때 결정성도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3.2. 하이드라진(N2H4.H2O) 양에 따른 영향

 Fig. 2는 NaOH의 최적량을 8 mole로 고정 후 하이드

라진의 양을 3.5 ~ 6.5 mole까지 변화하면서 합성한 분말

의 SEM 이미지와 XRD 결정상을 나타내었다. 하이드라

진의 mole 변화에서는 NaOH의 양을 변화했을 때와 같이

Ni 입자의 형상이나 크기의 큰 변화를 확인 할 수는 없었

다. 전반적으로 구형의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그 중에서

4.5 mole과 5.5 mole에서 입자 크기들이 고른 것을 확인하였

다. 여기에 XRD 측정을 통해 하이드라진이 5.5 mole의 조건

에서 Ni의 결정성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 하였다. 최종적으

로 입자의 크기가 가장 고르며 구형의 형태를 갖추고 결정

성이 가장 좋은 5.5 mole을 최적 조성이라 정하였다.

3.3. 용매(D.I Water)량에 따른 영향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Ni을 합성하는데 있어 여러 인

자 중에 반응성은 중요한 인자가 된다. 반응성은 용매의

양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용매량을 기본 500 ml

로 하여 600, 700, 800 ml로 증가시키면서 합성하였다. 결

과적으로 용매량이 증가됨에 따라 반응속도가 줄어들고

Fig. 3과 같이 결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용매량이 많아짐에 따라 반응성이 낮아져 반응되지 못한

입자가 남아있어 결정성이 낮아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위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나노크기의 구형

의 Ni을 합성하는 최적 합성조성을 NiCl2 : N2H4 : NaOH =

1 : 5.5 : 8로 정하였다.

Fig. 2. SEM image and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synthesized Ni powder.

Fig. 3.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synthesized Ni powder:

(a) D.I water 500 ml, (b) D.I water 600 ml, (c) D.I

water 700 ml, and (d) D.I water 8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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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Ni(1-x)-Metal(x) alloy 조성에 따른 영향

상기 Ni 합성의 최적 조성을 적용하여 여기에 metal-Cl

(Co, Fe)을 5%, 10%, 15%를 첨가하여 그 조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3.5. Co, Fe alloy 양에 따른 형상변화

CoCl2와 FeCl2의 첨가량을 5%에서 10%, 15%로 증가하

면서 합성을 진행하였다. CoCl2, FeCl2의 양이 증가될수

록 반응성이 조금씩 증가하여 합성 반응속도가 빨라졌다.

합성이 완료된 분말은 SEM으로 관찰하여 Fig. 4와 같은

형상을 확인 하였다. Co나 Fe 둘 다 metal alloy의 양의

증가에도 입자의 형상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XRD 측정을 통하여 metal alloy 첨가량에 따라 결정상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에서 보듯이 CoCl2와 FeCl2 첨가량의 mole비가 늘

어날수록 Ni 주 peak가 왼쪽으로 peak shift됨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격자가 불균일 응력(nonuniform strain)을 받은

것이다. Ni의 격자에 Ni보다 이온반경이 큰 Co, Fe의 원

자들이 침투하여 격자가 부분적으로 팽창하면서 면간거

리가 늘어나고 2 theta의 값이 줄어든 것이다.
14)

 여기에

Ni에 Co와 Fe의 도핑농도가 증가할수록 결정상의 intensity

가 낮아지고 peak가 완만해지는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

는데 이것은 비정질 상이 다수 존재하여 나타나는 결과

로 site-disorder에 의한 것이다.
15) 

3.6. 촉매활성 특성 평가 

Fig. 6은 메탄의 C-H 결합이 열분해 되어 수소분자의

탈착 반응과 탄소의 산화반응을 통해 최종 생성물인 H2

와 CO를 활성특성으로 평가 하고자 600~850
o
C 범위에서

결정상이 좋은 Ni0.95-Co0.05 alloy, Ni0.95-Fe0.05 alloy 분말

을 사용하여 수소선택성과 메탄전환율을 평가하였다.

수소선택성의 경우 Ni과 Ni0.95-Co0.05 alloy, Ni0.95-Fe0.05

alloy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지만 750
o
C 범위에서는 alloy하지 않은 Ni에 비하여 Ni0.95-

Fe0.05 alloy 분말은 4.4%의 향상과 Ni0.95-Co0.05 alloy 분말

은 3% 향상의 소폭 상승한 활성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메탄전환율은 수소선택성 그래프와는 다

르게 750
o
C 범위에서 확실한 차이를 나타낸다. Ni0.95-Fe0.05

Table 2. Synthesis Conditions of Metal Alloying Ni Powder

Sample Name
Component(mole ratio) 

Reactivity
NiCl2 CoCl2 FeCl2 N2H4 NaOH 

Ni0.95Co0.05-1 0.95 0.05  5.5 8 ◎

Ni0.90Co0.10-2 0.90 0.10  5.5 8 ◎

Ni0.85Co0.15-3 0.85 0.15  5.5 8 ◎

Ni0.95Fe0.05-4 0.95  0.05 5.5 8 ◎

Ni0.90Fe0.10-5 0.90  0.10 5.5 8 ◎

Ni0.85Fe0.15-6 0.85  0.15 5.5 8 ◎

● :Strong, ◎ :verygood, ○ :good, △ :normal,×:poor, :verypoor

Fig. 4. SEM image of synthesized Ni1-x-Cox(X=0.5~0.15) powder and Ni1-x-Fex (X=0.5~0.15)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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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분말의 경우가 88.2%를 나타내며 Ni에 비하여 19%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Ni0.95-Co0.05 alloy 분

말은 2.4% 정도 소폭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Ni에 촉매활성특성을 부여하고자 Co, Fe를 alloy하였고

Co 보다 Fe의 alloy가 촉매활성에 있어서 효과가 더 우수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Ni에 여러 물질을 첨가하였

을 때 SOFC anode로 Fe가 가장 높은 성능향상을 보였으

며 다음으로 Co가 높은 성능향상을 보고한 Ishihara 교수

의 논문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6)

 Ni의 수소선택

성과 메탄전환율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온에서 높

은 활성을 보이다가 700
o
C에서 활성 특성이 급격히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료전지가 작동되는 고

온에서 안정한 소재들이 750 ~ 800
o
C 범위에서는 촉매로

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온도가 낮

아짐에 따라 재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촉매적 역할의 효

율이 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SOFC용 anode materials의 전자전도체로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Ni은 탄화수소계 연료의 산화반응에 대하여 활

성특성을 우수하게 나노크기의 구형의 특징을 갖는 것이

좋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나노 구형 Ni-based 소재를 합

성 하고자 NiCl2를 출발 물질로 하여 환원제인 하이드라

진과 침전제인 NaOH를 사용하였다. 온도와 pH 그리고

용매량의 인자를 최적화 하여 합성 거동을 제어하였으며,

여기에 Ni의 촉매활성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metal(Co, Fe)

를 alloy하여 최종적으로 Ni(1-x)-M(x = 0~0.15)(M=Co, Fe) alloy

소재를 합성하였다. 탄화수소계 연료에 대한 촉매활성의

평가를 위하여 연료 gas(10%/CH4 +10%/Air)를 흘려주었

고, 반응 gas를 GC(Gas Chromatography)로 분석하였다.

Ni(0.95)-Co(0.05)/Ni(0.95)-Fe(0.05) 촉매활성 특성을 평가한 결과,

수소선택성은 3 / 4.4%, 메탄전환율은 2.4 / 19%의 활성 향

상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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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synthesized Ni1-x-Cox(X=0~0.15) powder and Ni1-x-Fex (X=0~0.15) powder.

Fig. 6. Hydrogen selectivity and Methane conversion of synthesized Ni0.95-Co0.05/YSZ powder and Ni0.95-Fe0.05 /YSZ powder and

Ni/YSZ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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