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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체 전해질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화학전지, Pt|air(P°2= 5.3X10—3 atm)IZro.85Cao.15Or시air 

(P°2=0.21atm)|Pt을 제작하고 颁〜 1000°C의 온도구간에서 기전력의 온도 의존성을 측정하였다. 고체 전 

해질은 산소 음이온에 의한 순수한 이온성 전기전도도를 나타낸다. Fe-FexO, Co-CoO, Ni-NiO 및 Cu2O-CuO 

전극들은 금속과 금속산화물을 1：1 몰비로 혼합한 후 800°C에서 6h 동안 열처리하여 제조하였다. 전기 

화학전지 PtlM(s), MO(s)|Zr0.85Cao.i5Oi시 air(Pc)2=021 atm)|Pt을 제작하고 같은 온도 구간에서 기전력의 온도 

의존성을 측정하였다. 그 전지들의 기전력과 기전력의 온도 의존성을 사용하여 금속산화물의 생성에 대한 

열역학적 상태함수 변화들을 계산한다. 그 함수 변화들로 이들 산화물계의 물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Electro사蛇mical cell, Pt I air(Po2=5.3 X IO-3 atm) I Zro.85Cao.15O1851 air(Po2=0.21 atm) I Pt, has 
been designed to characterize the solid electroyte and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lectromotive 
force (EMF) has been measured in a temperature range of 600~1000°C. Solid electrolyte shows pure 
ionic conduction of the oxygen anion. The Fe-FexO, C0-C0O, Ni-NiO, and Cu2O-CuO electrodes have 
been prepared by mixing the 1 ： 1 mole ratio of each metal and metal oxide and then by heating at 
800°C for 6 hours. Electrochemical c시Is, Pt|M(s), MO(s) I Zro^sCao.isOi.as I air(Po2 = 0.21 atm) I Pt, have been 
designed and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MF has also been measured in the same temperature 
range. The changes of the thermodynamic state functions for the formation of the metal oxides are 
calculated from the electromotive forces and their temperature dependences.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oxide systems are also discussed with the function changes.

1 匸 진행되어 왔다. 산화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는

고온에서 금속 산화물의 열역학적 성질은 많은 열계량법 (c쟈orimetry)어】 의한 엔탈피 및 열용량 그

응용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 산화물에 대한 연구들이 리고 기체-고체 평형 상태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635™



636 盧權善•李殷石, Alla F. Mayorova , Svetlana N. Mudrezova •呂鐵鉉

이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므로 서로 

상이한 데이타들이 보고되었다. Kubaschewski'는 

PbO, NiO, FeO 및 Cu2O 계의 생성 자유에너지 

계 산에서 각각 ±3, ± 2, ± 3 및 ±lkcal/mole의 

큰 불확정성을 보고하였으며 Block2는 Kubaschew- 

ski의 데이타와 매우 큰 편차를 갖는 생성 자유에 

너지 값을 발표하였다.

Kiukkola와 Wagner3는 산화물의 열역학적 성질에 

관한 연구에서 고체 전해질(solid electrolyte)과 두 

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전기화학전지 (electrochemical 

cell)을 사용하는 open cell stacked pellet techni- 

que을 보고하였다. 이 전지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선되었고 Steele와 Alcock，은 각각의 전극에 독 

립적으로 산소 퍼텐셜을 가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이 방법은 열역학적 성질의 연구에서 열계량법보다 

높은 정확성을 가지며 산소감지기 (oxygen sensor), 

연료전지 (fuel cell) 및 금속 산화물의 전자구조 등에 

대한 연구에서 유용하다. Vasil'eva5는 전지의 기전력 

(EMF)을 측정함으로서 반응, 2mV„-1O2(„-1)_1 + O2 
— 2(” 一 l)V”02“T 에 대한 열역학적 상태함수 변화 

인 AG°, 및 AS°< 보고하였다. Anisimov”는 

NiO, MnO, FeO 및 CoO의 띠 구조(band structure) 

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D. K. Ray8는 

고온에서 NiO에 대한 A°의 변화를 관측하였고, 

이를 electron-phonon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다.

전지의 효율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지의 구 

성성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enjo。는 양극(Pt 

IZrOD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온성 전기전도도를 

나타내는 산화물을 Pt 전극에 주입하는 다공성 전극 

기술(porous electrode technique)을 보고하였다. 

고체전해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정 

화된 지르코니아｛stabilized zirconia)는 470°C 이상 

에서8 산소 음이온의 운반율, 电，, = 1이므로 제한을 

갖는다. Anderson'1—”과 Fung"는 고체 전해질에 

대한 연구에서 알칼리 토금속과 히토류 산화물이 

도핑(doping)된 CeQ와 氏众을 보고하였다. CeQ는 

전지와 이온에 의한 혼합 전기전도성을 나타내며 

Rossi，"은 이들 계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다. 氏2。3는 700°C 이하에서 분해 (decomposi

tion) 가 일어나며 이들은 도펀트(dopant)을 첨가함 

으로서 억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 전해질(ZmssCaaMM；)을 사 

용하여 전기화학전지를 제작하고 기전력과 기전력의 

온도 의존성을 측정함으로서 Fe-Fe*O, Co-CoO, Ni- 

NiO 및 Cu2O-CuO 계에 대한 열역학적 상태함수의 

변화인 AG°(T), AH0, AS0 및 K»(T)를 계산하고 

그 함수 변화들로 이들 산화물계의 물성을 논의하 

고자 한다.

실 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는 분광학적 속도(spect

roscopic purity)를 갖는 금속 및 금속 산화물(Fe, 

Co, Ni, CuQ, Fe.O, CoO, NiO 및 CuO)들을 사용 

하였다. 측정 전극 제조는 금속과 금속 산화물을 1: 

1 몰비가 되도록 평량한 후 마노막자(agate mortar) 

에서 1시간 이상 잘 혼합하고 2.5ton/cm2의 압력 

으로 성형하였다. 고온에서 시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형된 시료를 석영관(quartz tube)에 넣고 

고진공(IXlO-'atm) 상태에서 봉(sealing)한 후 800 

°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Fig. 1은 전기화학전지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전기 

화학전지는 고체 전해질로 분리된 두 개의 반쪽 전 

지로 구성된다. 내부의 측정전극(measurement ele- 

ctrode)은 금속과 금속 산화물의 혼합물이다. 백금 

선과 전극과의 접촉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전극을 

다공성 백금박(Pt foil)으로 싸고 용수철을 사용하여 

접촉시켰다. 외부의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 

은 일정한 속력으로 흐르는 공기를 사용하였다炒. 

공기를 가열하기 위해 입구를 전극의 밑부분에 위 

치시켰다. 또한 백금선과 전해질의 전기적 접촉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해질의 둥근 바닥을 다공성 

백금박으로 싸고 이것을 백금선과 연결시켰다. 고체 

전해질은 CaO가 15 mole% 도핑된 안정화된 지르 

코니아로 입방형석 (cubic fluorite) 형 구조이고 녹 

는점은 2625°C이며 크기는 외 경 10.15 mm, 내 경 8.5 

mm 및 길이 203 mm이다.

기전력은 전기화학전지 내부를 진공(lXIOTatm) 

으로 하고, 고체 전해질의 운반율, 也“ = 1인 600- 

1000°C의 온도영역에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서 

측정하였다. 온도 조절을 위한 전기로 장치는 가열 

하는 부분과 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되어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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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rawing for the electrochemical 
cell. (1) gas inlet, (2) solid electrolyte, (3) metal and 
oxide mixture, (4) Pt foil, (5) Pt lead, (6) epoxy adhe
sive, (7) spring, (8) quartz tube.

열하는 부분은 뮬라이트(mullite) 봉에 발열체로서 

칸탈(Kanthal) 선을 감아 사용하였고 온도 조절 장 

치는 HY-8000S을 사용하였다. 전기화학 전지내의 

온도 기울기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전기로 내의 최고 

온도를 갖는 부분을 선택하여 전지를 고정시켰다. 

시료 주변의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전장 및 자장의 

변화에 기인한 잡음(noise)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화학전지를 고온에서 산화되지 않는 원통형 합금(al

loy) 내에 위치시켰으며 합금은 접지선(earth line)과 

연결시켰다. 열적 평형 상태에서 기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 온도에서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할 

때 30분 후에 일정 기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전위 

차계(potentiometer)의 기종은 입력저항(input im- 
pedence)이 10" C 인 Keithley사의 SMU(source 

measure unit) 236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고체 전해질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기화학전지를 제작하였다.

P비air(P°2=5.3X10 3atm)|Zro85Cao.i5()L85lair(Po2=

0.21 atm) I Pt 1

전지의 두 전극사이에는 산소의 화학포텐셜(che

mical potential) 차가 존재하므로 다음의 두 반반응 

(half-reaction) 이 일어나며 전반응 결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산소는 이동된다.

오른쪽 전극에서의 반응 4e +O2(R)^2O2- 

왼쪽 전극에서의 반응 2O"—O2(L) + 4厂

전 반응 CUR)。02(1.)

고체 전해질 내부에서의 주요 하전 운반자｛charge 

carrier)는 산소 음이온, 전자 및 구멍(hole)이다. 

전기화학 전지에 대한 기전력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18.

驚：临吹02)

여기서 |d(O2> R)와 p(02) L)은 오른쪽 전극 및 왼쪽 

전극에서 산소의 화학포텐셜이고 은 산소 음이 

온의 운반율(transference number) 이다.

卩 =U°+RT ln(F/F°)과 £湖 = 1인 경우 다음 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 1.987calKTmoleT이고 23.066

cal mV-1 mole-'이다.

F讶.2에는 전기화학전지 1에 대하여 600-1000 
°C의 온도영역에서 기전력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점들은 실측된 값이며 직선은 (1)식에 의해 계산된 

값이다. 점들과 직선 사이에는 좋은 일치를 보이므로 

사용된 고체 전해질은 실험 구간에서 산소 음이온 

만에 의한 전도성을 나타내는 순수한 이온성 전도체 

즉 知*=1이다. ZiQ에 CaO가 도핑(dopping)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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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wperature (K>

Fig. 3. Plot of EMF vs. temperature for the cell made 
of Fe-Fe,0 electrode.

Fig. 2. Plot of EMF vs. temperature for the cell, Pt I 
air(Po2 = 5.3X10-3 atm)IZrgsCao.mO"』air(Po2 = 0.21 
atm) I Pt.

경우 많은 양의 산소 공위가 생성되며 산소음이온은 

산소 공위를 통한 이동이 증가함으로 전자 또는 

구멍의 전기 전도는 무시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기화학전지는 다음과 같다.

Pt I M(s), MO(s)| Zro.85Caj.15O1.851 air(Po2=0.21 atm) I Pt

2

여기서 M(s)는 Fe, Co, Ni 및 Cu?。이고 같은 

순서에 따라 MO(s)는 FeQ, CoO, NiO 및 CuO이다.

Fe-FeQ계에서 Fe는 조건에 따라 많은 산화물을 

갖으며 주요 산화물은 FeQ(Wiistite), Fe2O3(hema- 

tite) 및 FegOdmagnetite)이고 주요 산화물들의 삼 

중점(triple point)는 6U°C이다汽 본 연구에서는 

650〜 1000°C의 온도구간에서 실험하고 위의 온도 

구간에서 Fe와 FeQ 사이의 상호 용해도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Fe-FeQ 전지 계에 대한 기전 

력을 측정하였다. F谊.3에는 Fe-FeQ 전지 계에 대 

해 온도변화에 대한 기전력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좋은 직선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전력 측정 실험의 재현성과 정확성을 입증 

한다.

Co-CoO계와 Ni-NiO계의 공융점(eutectic point)은 

각각 1434°C와 1428°C이며 이 온도 이히에서 금속과 

금속 산화물 사이의 상호 용해도는 무시할 수 있다2。. 

Fig. 4 및 5에는 Co-CoO 전지 계와 Ni-NiO 전지 계에

Fig. 4. Plot of EMF vs. temperature for the cell made 
of Co-CoO electrode.

대해 온도변화에 대한 기전력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Ni-NiO 전지계는 장시간 동안 안정한 기전력을 나 

타내며 높은 정확성과 재현성을 나타내므로 기준전 

극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Ray8는 Ni-NiO 전지계에 

대한 기전력의 측정에는 640°C에서 기전력의 온도 

의존성의 변화(0.01 mV/deg)가 존재하며 이것을 

electron-phonon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Ray의 연구 논문에서 

기전력 측정의 재현성은 lmV이며 0.01 mV/deg의 

기전력의 변화는 실험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된다.

F讶.6에는 Cu2O-CuO 전지계의 온도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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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ot of EMF vs. temperature for the cell made 
of Ni-NiO electrode.

Teaperature (K)

Fig. 6. Plot of EMF vs. temperature for the cell made 
of Cu2O-CuO electrode.

기전력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본 연구계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기전력을 나타내므로 왼쪽 전극에서 가장 

높은 산소 분압을 나타낸다. 이 계는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적합하지만21 성분 중의 하나가 액체 상태인 

경우 고체 전해질과 반응하는 단점을 가지므로 공 

융점(1065°C) 이하에서만 실험하였고 위의 온도 구 

간에서 CwO와 CuO의 상호 용해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22

F谊.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기화학전지 2의 

온도변화에 대한 기전력의 변화는 모든 전지에서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므로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기전력과 온도와의 관계식 E(T)를 구할 수 있으며

Table 1. Temperature dependence of EMF of the 
Fe-FexO, Co-CoO, Ni-NiO, and Cu2O-CuO cell sys
tem

System —
E(T)=^+BT(mV)

A B

Fe-FexO 1,355.5 -0.37979
Co-CoO 1,198.8 -0.39135
Ni-NiO 1,209.3 -0.43523
Cu2-CuO 678.86 -0.52747

Table 2. Temperature dependence of AG° and Kp 
of the Fe-FexO, Co-CoO, Ni-NiO, and Cu2O-CuO sys-
terns

System
(cal/mol)

Kp(T) = exp0"/T+B")

A1 A,f

Fe-FexO -62,530 15.55 31,470 -7.828
Co-CoO -55,302 16.50 27,830 -8.305
Ni-NiO -55,785 18.52 28,073 -9.323
Cu2-CuO -31,312 28.78 15,757 -11.465

그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기전력은 원자번 

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지며 이것은 반응 02(R)O()2 

(L)어］ 대한 평형상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전기화학전지 2의 왼쪽 전극에서 화학반응은 다 

음과 같다.

M+1/2O2 t MO Kp =Pof1/2 (2)

위의 반응은 평형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열역학적 

관계식을 만족한다.

AG°(T)= ~RT \nKp=RT/2 lnPo2 (3)

전기화학전지 2의 기전력은 (1)식을 만족하며 전 

지내부의 산소분압(Fo/L))은 반응에 참여하는 산소 

분압(PoJ과 같으므로 (1)식과 (3)식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G°(T)=R772 lnO.21-2FE (4)

Table 2에는 반응 (2)에 대한 △G°(T) 및 K»(T)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계에서 반응 ⑵의 △(/= 는 온 

도에 대해 일차함수 형(form)을 나타내며 실험구간 

에서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A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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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ard thermodynamic function changes 
of the Fe-FexO, Co-CoO, Ni-NiO, and Cu2O-CuO sys
tems at 800°C

System
AG° 

(kcal/mol)
AH° 

(kcal/mol)
AS。

(kcal/mol)

Fe-FexO -45.84 -62.53 -15.55
Co-CoO -37.60 -55.30 -16.50
Ni-NiO -35.91 -55.79 -18.52
Cu2-CuO -6.87 -31.31 -22.78

△S°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는 금속과 금속 산 

화물의 활동도가 일(unity)임을 가정할 때 전지 내 

부의 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Table 3에는 800°C에서 반응 (2)에 대한 표준 열 

역학적 상태함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모든 반응의 

△G°(800°C)은 음의 값을 갖으므로 반응은 자발적 

임을 알 수 있고 절대 값이 원자번호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은 계가 외부에 행할 일의 양이 증 

가함을 의미한다. 모든 반응에서 M°(800°C)는 음의 

값을 갖으므로 반응은 발열반응이며 본 연구구간에 

서는 온도에 무관하다. Johansson은7 첫번째 주기의 

전이금속 일산화물에 대한 I됴1° 측정결과, 결정장 

안정화에너지가 없는 금속(Ca0。), Mn(<f) 및 Zn(d10)) 

일산화물(MO) 사이에 선형적 관계를 만족함을 보 

고하고 이 관계로부터 벗어난 금속 일산화물의 경우 

결정장 안정화에너지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설명 

하였다. △S°(800°C)는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가 음의 값을 갖으면 반응은 비자발 

적이다. △G°(80師。C)와 비교할 때 모순되는 면을 

갖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 AH°(800°C)는 

70S°(8O質C)에 비해 큰 음의 값을 갖으므로 는 

음의 값을 나타내며 반응은 자발적이다. 반응의 

△S°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두 개의 분자가 하나의 

분자로 되기 때문이며 일정압력에서 가 열로 

변환되어 주위로 방출될 경우 주위의 엔트로피 변 

화는 양의 값을 갖고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와 비교할 

때 큰 값을 갖는다. 반응과 주위를 고립계로 가정할 

때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양의 값을 갖으므로 열역학 

제 2법 칙을 만족한다.

본 연구에서는 Fe-FeQ, Co-CoO, Ni-NiO 및 Cu2 

O-CuO계의 열역학적 상태함수의 변화를 전기화학 

전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열계량법에 의해 측 

정된 열역학적 상태함수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와 

다른 연구자들의 전기화학전지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들 사이에는매우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열역학적 상태함수들은 전기화학적 반 

응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다. 전지반응을 통한 

기전력과 기전력의 온도 의존성 측정에 의한 열역 

학적 상태함수의 계산은 정확하며 화학평형론의 기 

초 데이타로서의 활용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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