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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iOs perovskite compound의 환원 생성물에 

대한 중간 생성물질의 생성 및 화합물의 조성은 

환원제 및 환원 분위기에 따라 상이한 중간물질이 

얻어지며, 그 안정성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가 보고 

되어 있다.(특히 LaNiQj의 제 1단계 환원 생성물의 

조성 및 제2단계 환원 생성물의 생성 유무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어 있다.) 저자들은 H2 분위 

기하에서 LaNiQj를 환원시켰을 때, 환원 반응은 2 
단계로 진행되며 La2Ni2O5-e] 중간 생성물 및 최종 

생성물(LazQj+Ni)이 얻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1.

본 실험 에 서는 40 Torr CO 분위 기하에서 제 1단계 

환원 생성물의 확인 및 제 2단계 환원 생성물의 유무 

(최종 생성물이 얻어지기 전의 환원 단계)를 관찰 

하였다. 시료의 합성은 란탄(La)과 니켈(Ni) 의 질 

산염 혼합 용액을 citric acid로 처리하여 얻은 공 

침물을 열분석기(TG)를 이용하여 복합 산화물이 

생성되는 온도를 찾았으며, XRD로 단일상을 확인 

하였다. 실험 방법 (TPR+Isothermal) 은 이미 발포 

된 논문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TPR 결과를 F讶. 1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A) 
곡선은 LaNiOg의 CO 분위기하에서의 3단계 환원 

과정을 나타내며, H2 분위기하에서의 2단계 환원 

반응과 비교하기 위해 (B)곡선을 도시하였다.

(A)곡선의 제 1단계 환원 과정(280〜390E, 무게 

감량 3%)은 (B)곡선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며 

중량 감량으로 볼 때 le」molecule 에 해당되며 다음 

중 그 어느 반응식에 따를 것이다(以林 1).

Fig. 1.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profiles 
of LaNiO2.93 in 40 Torr CO(A) and 300 Torr H2(B) 
at 5Pmin. *(C): differential curve of (A).

2LaNiO3+H2 — La2NiO4 + NiO+H2O
2LaNiO3+CO — La2NiO4 + NiO+CO2 

또는 2LaNiO3+H2 — La2Ni2O5+H2O
2LaNiO3+CO 一)La2Ni2O5+CO2

LazNiQ의 생성에 관해서는 Rabenau, EckeHi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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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duction tempereture range and extent of reduction in LaNiO3 reactions

Red나ction stage Reduction tempereture range ft) Extent of reduction (e~mole)/weight loss (%)

1 280〜390 0.93/3.0
2 530〜620 2.23/7.3
3 640 〜800 2.86/9.3

Fig. 2. X-ray pattern of reduction product obtained 
at 280笔.

의해 관찰되었고% Nakamura 등은 1273 K에서 La- 

NiQj의 환원으로 LazNiQ와 NiO의 혼합물이 얻어 

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실험의 CO 분위기하에 

서의 제 1단계 환원 반응 중간 생성물은 비교적 넓은 

온도 범위(약 100©에서 안정성을 갖으며, X-ray 
diffraction diagram(F£g. 2) 을 보면 La2NiO4 pat- 
tern과는 전혀 다르며, 또한 NiO diffraction lines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제 1단계 환원 반응으로 

LaNiQ.5가 생성됨을 의미한다.

한편 제 2단계 환원 반응(무게 감량 7.3%) 은 2e「 

molecule에 해당되며, 530~610t 온도 범위에서 

진행되며, 한편 얻어진 중간 생성물은 무게감량으로 

보아 LaNiQo의 조성식으로 추정되며, 그 존재 온도 

범위가 좁으며 불안정하다(/頑.1).

La2Ni2O5 + CO t 2LaNiO2 + CO2

중간 생성물 LaNiOz에서 Ni의 산화상태는 화학 

양론으로 보아 +1의 화합물이 된다. Ni의 산화상 

태가 +1가인 화합물은 그리 흔하지 않으며 만일 

안정한 상으로 이 화합물을 얻을 수 만 있다면 좀 

더 상세한 X-ray diffraction diagram 및 Ni의 

EXAFS Spectroscopy 및 Mossbauer Spectroscopy 
를 이용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ESCA와 EPR을 이용하여 복합산화물에서 Ni의 산 

화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640~ 800'。까지 진행되는 제3단계 환원 반응(무 

게감량 9.3%)에서는 산소 1.5 mole(3e-molecule) °] 

환원되어 최종 생성물인 1也。3와 Ni이 생성된다.

2LaNiO2 + H2 — La2O3 + 2Ni + H2O 
2LaNiO2+CO — La2O3 + 2Ni+CO2

등은 가열에 의한 반응 속도론적 결과에 의하면 

LaNiQj의 CO 분위기하에서 제 1단계 환원 반응, 즉 

1 e「molecule까지의 환원 반응은 계속적인 감속 반 

응이다. 이는 이 단계의 환원 반응이 반응개시와 

동시에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의 반응 경계면이 계 

속적으로 감소하는 반응임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보면 LaNiQj의 제 1단계 환원 과정은 고 

체-기체상 환원 반응의 확산 모델& 중 평균 표준편 

차가 가장 적은 Jander식에 해당되며, 제 2단계 환원 

과정의 등은 곡선은 전형적인 S자형 곡선으로 이 

것은 환원 반응이 시작되면서 산화물 표면의 특정한 

자리에서 생성된 핵종이 서서히 성장해가는 반응임 

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 2단계 환원 반응은 핵 생성 

모델'5 중 Avrami-Erofeev식에 따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제 3단계 환원 반응은 3차운 확산 모델 인 Gins- 
tling-Brounshtein식이 적용된다. 이들 반응 모델로 

부터 구한 각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 값은 24.0, 25.5, 
121 kcal/mole 이다.

본 연구는 199听년도 문교부 기초과학 육성 연구 

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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