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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area specific resistance (ASR) of commercially available ferritic stainless steels

with different chemical compositions for use as solid oxide fuel cells (SOFC) interconnect. After 430h of oxidation, the

STS446M alloy demonstrated excellent oxidation resistance and low ASR, of approximately 40 mΩcm2, of the thermally grown

oxide scale, compared to those of other stainless steels. The reason for the low ASR is that the contact resistance between the

Pt paste and the oxide scale is reduced due to the plate-like shape of the Cr2O3(s). However, the acceptable ASR level is

considered to be below 100 mΩcm2 after 40,000 h of use. To further improv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thermally grown

oxide on stainless steels, the Co layer was deposited on the stainless steel by means of an electroless deposition method; it was

then thermally oxidized to obtain the Co3O4 layer, which is a highly conductive layer. With the increase of the Co coating

thickness, the ASR value decreased. For Co deposited STS444 with 2 µm thickness, the measured ASR at 800oC after 300 h

oxidation is around 10 mΩcm2, which is lower than that of the STS446M, which alloy has a lower ASR value than that of

the non-coated STS. The reason for this improved high temperature conductivity seems to be that the Mn is efficiently diffused

into the coating layer, which diffusion formed the highly conductive (Mn,Co)3O4 spinel phases and the thickness of the

Cr2O3(S), which is the rate controlling layer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in the SOFC environment and is very thin.

Key words solid oxide fuel cell (SOFC), metallic interconnect, electroless deposition (ELD), area specific resistance (ASR).

1. 서  론

최근 solid oxide fuel cell (SOFC)은 전해질의 두께 감

소, 구성요소의 특성향상 및 셀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

하여 보다 낮은 온도에서 운전이 가능해 졌다. 특히 작동

온도가 800oC 이하로 되면서 기존 세라믹 연결재 대신 금

속계 연결재의 사용이 가능해 졌다.1,2) 금속계 연결재는 기

존의 세라믹 연결재에 비교하여 우수한 가공성, 경제성, 전

기전도성,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다.3) 그러나 운전중 연결

재 표면에 산화층이 형성되며, 이러한 산화물에 의하여

전기저항이 운전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

다.4) 또한 금속계 연결재의 경우 고온에서 내산화성을 높

이기 위하여 Cr이 많이 함유된 합금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Cr의 경우 고온에서 휘발성의 Cr (IV)종

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휘발성의 Cr (IV) gas 가 환원

분위기인 음극부로 확산하여 anode전극표면에서Cr2O3(S)으

로 환원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환원반응으로 인하여 전

지의 전기화학반응 site을 감소시켜 전지의 성능을 감소

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5,6) 결국 금속계

연결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물의

전기저항 및 합금에 존재하는 Cr의 휘발을 효과적으로

억제 하여야 된다.

현재 상용화된 스테인리스제품중 SOFC금속 연결재로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제품은 ThyssenKrupp에서 개

발한 Crofer22이다. 이 합금이 다른 400계 스테인리스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Mn (0.5 wt.%)의 함유량 및 La (0.06

wt%)의 존재이다. 400계 스테인리스강에서 일반적인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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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유량은 약 0.2wt% 이며, 이 강종을 고온에서 산화

하게 되면 외부에 Cr2O3층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0.5

wt%이상의 Mn함유량을 가지게 되면, 고온산화시 최외층

에 spinel구조인 (Mn,Cr)3O4상이 형성되어 고온전기전도

도를 향상시키며, Cr의 외부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확산

방지막의 역할을 할 수 있다.7,8) La 같은 oxygen active

element (OAE)의 경우 합금내의 다른 원소보다 산소와의

반응이 매우 커, 대기 산화시 생성되는 산화물에 불연속

막이 존재시 산소와 먼저 반응하여 치밀한 산화층을 형

성하여 합금의 내산화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기판과 산화

막간의 쐬기역활을 하여 계면접착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온전기전도성을 높이기 위하여Mn

함유량을 증가시키면 합금의 연성이 떨어져 재료의 가공

성이 나빠지며, 내산화성 및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La

을 첨가하기 위해서는 진공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

로 높은 제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Cr-poisoning 억제 및 운

전시간 경과에 따른 고온전기전도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용화된 400계 스테인리스 위에 높은 고

온전기전도도 유지하며, Cr확산을 억제할수 있는 코팅층을

형성하였다. SOFC분리판의 경우 대면적 및 복잡한 유로 형

태를 가지고 있음으로 shadow effect로 인하여 낮은 step-

coverage를 가지고 있는 physical vapour deposition 및 낮

은 증착속도를 가지는 chemical vapour deposition의 경

우 SOFC분리판 코팅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비용 및 균일한 증착특성을 특징으로 하는

무전해 도금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무전해 도금법은 복

잡한 형상을 가지는 분리판에서 형태나 위치에 관계없이

균일한 코팅두께를 형성 할 수 있어 SOFC분리판 코팅

법으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전해 도금법을 적용하

여 Co를 400계 스테인리스 강에 일정한 두께로 코팅후

bare시편과 산화 특성 및 고온전기전도도 특성을 비교하

였으며, 현재까지 SOFC금속계 분리판중 가장 우수한 고

온산화 및 전기전도도 특성을 나타낸 crofer22와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Co두께 및

고온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소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Pre-oxidation 및 ASR측정

본 연구에서는 POSCO에서 생산된 400계 합금 중에서

STS430, STS430Ti, STS444, STS446M을 사용하였으며,

비교시편으로는 ThyssenKrupp에서 생산되는 crofer22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시편은 두께가 약 1.5 mm 이며 가로 세로가 각각 30 mm

의 정사각형 형태로 가공을 하였으며, 시편의 표면을 SiC

연마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표면 거칠기를 가지도록 하였

다. 이후 100시간부터 1,000시간 동안 800oC에서 열처리

하였으며, 일정한 시간마다 시편의 무게변화, 미세구조변

화 및 고온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시편의 무게변화는 정

밀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미세구조 및 상변화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및 x-ray diffracto-

meter (XRD)을 사용하였다. 고온전기전도도의 경우 4-

point 측정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

정시간동안 산화된 시편 표면에 Pt 페이스트을 도포후 Pt-

mesh를 양면에 부착시킨다. 이후 800oC에서 약 1시간동

안 유지시켜 불순물을 제거한 후 로냉 시킨다. 상온에서

Pt와 시편과의 밀착성 테스트을 한 후 다시 800oC로 승

온시킨다. 이때 시편과 Pt-mesh간의 유격을 방지하기 위

하여 약간의 압력을 시편에 주어 전기적인 접촉을 향상

시켰다. 이 후 시편에 약 0.4 A의 전류를 가한 후 전압

값을 측정하였으며,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저항값을 계

산 하였다. 

2.2 무전해 코발트 도금

일반적으로 400계 Fe-Cr합금의 경우 표면에 Cr-oxide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처리 없이 무전해도금을 할 경

우 밀착성이 나빠지며, 도금막의 균열 및 불균일한 도금

층이 형성이 된다.10)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nickel strike처리를 산성액에서 약 1분동

안 실시한 후 Co 무전해 도금을 실시하였다. 이 때 Co

무전해 도금은 다음과 같은 조성에서 진행되었다. Co 소

스는 CoSO4·7H2O을 15 g/L, 환원제로는 NaH2PO2·2H2O

26 g/L, 착화제로 C4H4Na2O6·2H2O를 115 g/L, pH완충제

Table 1. Nominal composition in weight (%) of 400 series stainless steels.

C Si Mn P S Cr Ni Mo Ti Cu Al La

STS430 0.047 0.28 0.39 0.02 0.004 16.23 0.1 0.21 0.02 0.003

STS430Ti 0.009 0.15 0.29 0.021 0.001 20.04 0.14 0.03 0.411 0.03 0.089

STS444 0.006 0.26 0.24 0.02 0.001 18.59 0.21 1.96 0.04 0.048

STS446M 0.008 0.18 0.26 0.022 0.001 26.21 0.21 1.95 0.055 0.46 0.058

crofer22 0.028 0.40 0.0034 22.43 0.0059 0.0070 0.0034 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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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H3BO3 30 g/L 마지막으로 도금욕 안정제로 thiourea를

0.001 g/L을 첨가하였으며, pH는 8.9-9으로, 전착온도는

90oC로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400계 스테인리스 시편의 고온 전도도 및 미세

구조 관찰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Co도금을 하기전에 기존에 상용

화된 400 계 강 중에서 어떠한 강종이 SOFC 분리판에

가장 적합한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용이하게 구입이 가능한 4종의 스테인리스강 및

현재까지 개발된 400계 스테인리스합금중 SOFC 금속계

분리판용으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crofer22의 고

온전도도 및 내산화 테스트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Fig. 1, 2는 crofer22 및 4종의 400계 스

테인리스강을 800oC에서 열처리한 후 시간경과에 따른

미세조직 및 무게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1에서 확인 할

Fig. 1. Kinetics (for 1500 h) of the 5 different stainless steels (400 series) at 800oC in air under atmospheric pressure. The inset show

a SEM image of the 5 different stainless steels at 800oC after 500 h. (a) STS430Ti, (b) STS446M, (c) STS430, (d) crofer22 and (e) STS444.

Fig. 2. Cross-sectional images of the 5 different stainless steels oxidized in air at 800oC for 10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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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STS444이 가장 적은 무게증가를 보여주고 있

으며, crofer22, STS430, STS446M, STS430Ti순서로 무

게 증가량이 많았다. 또한 STS444, crofer22, STS430,

STS430Ti의 경우 parabolic한 산화 특성을 나타낸 반면

STS446M의 경우 산화시간이 경과할수록 linear한 산화

특성을 보였다. STS446M과 Cr함유량을 제외한 거의 모

든 원소의 구성 비율이 비슷한 STS444의 경우 parabolic

한 산화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Cr이 linear한 산화

특성의 주된 원인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Fig. 1(b), 2에

서 STS446M의 경우 500 시간 이후부터 Cr2O3(s)이 판

상형태로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Table 2). 결국 이

러한 판상형태의 성장으로 인하여 스테인리스표면이 재

노출되며, 그 결과 계속적인 산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Cr2O3(s)의 경우 충분한 산

소 분압, 온도 및 습도를 만족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반

응이 일어나게 된다.11)

Cr2O3(s) + 3/2 O2(g) ↔ 2CrO3 (g) (1)

2Cr2O3(s) + 3O2(g) + 4H2O(g) ↔ 4CrO2(OH)2(g) (2)

Cr2O3(s) + O2(g) + H2O(g) ↔ 2CrO2OH(g) (3)

일반적으로 SOFC에 사용되는 연료 및 공기에 포함되

어 있는 H2O(g)의 양을 고려하여 볼 때 위의 3가지 화

학종이 동시에 형성되며, 그 중 가장 증기압이 높은 종

은 CrO2(OH)2이다. 서론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Cr화학종의 휘발은 SOFC의 운전효율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8) STS446M을 제외한 나머지 강

종의 경우 1,000 시간 경과한 이후에도 연속적인 산화

피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Fig. 2으로 확인 하였다. 또한

STS430Ti의 경우 Fig.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나머지

강종과 비교하여 볼 때 500시간 경과 이전에 급격하게

산화가 일어났다. 이는 엘링감도표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800oC에서 Ti가 STS430Ti의 구성원소들 중 가장 먼저

산화하게 되어 TiOx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430Ti에 Ti

가 약 0.4wt%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표면을 완전히 TiOx

로 코팅하지 못하며, 결국 TiOx와 Cr2O3상 등이 표면에

공존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TiOx의 경우 Cr2O3와는 달

리 산소이온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이온이 용이하게

모재로 침투시켜 산화를 가속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리고 전 강종에서 산화층 밑에 SiO2산화물이 일부 형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SiO2산화물의 경우

고온에서 안정한 원소로서 모재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

으나 전기전도성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SOFC 금속계 분

리판으로 사용되는 강의 경우 Si함유량이 최소한으로 요

구된다.

SOFC 금속계의 분리판은 전기화학반응 결과로 생성된

전자를 집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온전기전도도가

좋아야 한다. Fig. 3에 강종의 area specific resistance

(ASR)값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00시간 산화 후

가장 낮은 ASR값을 보이는 강은 STS446M이고, 그 다

음으로 STS444이며, crofer22 및 STS430Ti은 거의 비슷

한 값을 보였다. 그리고 STS430의 경우 가장 높은 ASR

값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ASR값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ρ은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의 비저항이며, x는

산화물의 두께를 의미한다. 그리고 K값은 산화물 성장의

비례상수 값이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ASR 값은 산

화물의 두께 및 산화물의 비저항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스테인리스강같이 많은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금의 경

우 고온에서 산화시 산화물의 비저항값은 산화물의 구

성성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

분차이로 인한 산화물 비저항의 변화원인을 크게 4가지

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구성원소의 함량 차이로 인한

특정상의 비율이 틀려진다. 800oC에서 100시간 산화 테

스트한 5종의 STS에 형성된 산화물의 XRD 측정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모든 강종에서 (Mn, Cr,

Fe)3O4 및 Cr2O3 이 형성되었으며, Cr및 Mn함유량에 따

라 두 상의 상대적인 비율이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형

성된 (Mn, Cr, Fe)3O4 및 Cr2O3의 비저항은 800oC에서

ASR Ωcm
2

( ) ρ x⋅ ρ K t⋅= =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in atomic (%) of oxide layer (plate-

like shape) on STS446M after 500 h pre-oxidation at 800oC.

Cr Mn Fe O

Plate-like shape 41 at.% 4 at.% 2 at.% 53 at.%

Fig. 3. ASR parameter evolution (430 h) of 5 different stainless

steels at 800oC in air under atmospher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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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약 20 Ωcm 및 약 1 × 102
Ωcm의 값을 가진다. 결

과적으로 비저항차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Cr2O3가 적은

강종이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낼 것이라 사료된다. 두

번째, 구성성분중 Si의 함량은 절대적으로 산화물의 고

온전기전도도에 영향을 미친다.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5개 스테인리스강중 가장 높은 ASR값을 가지는 강

은 STS430이다. STS430의 화학조성이 다른 강종과 가

장 구별되는 특징은 낮은 Cr함유량 및 높은 Si함유량이

다. Cr의 경우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낮은Cr함

유량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전기전도도가 높은 (Mn, Cr,

Fe)3O4이 많이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R값은 가

장 높은 값을 가진다. 이러한 원인으로 Si의 함유량인 것

으로 사료된다. 특히 STS430의 경우 Si함유량이 crofer22

와 비교하여 볼 때 10배가 높다. Si은 엘링감도표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산소 분압이 매우 적어도 금속산화물을

형성하며, 형성된 SiO2의 경우 고온에서 전기비저항 (7 ×

106Ωcm @ 600oC)이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

과적으로 Si의 경우 소량 존재하여도 산화물의 비저항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합금내 Si함유량은 최소한으

로 억제하여야 된다. 세 번째, 확산현상에 의한 산화물 비

저항의 변화이다. Jun et al.에 연구에 의하면13) STS444

와 crofer22에 형성된 (Mn, Cr)3O4의 격자상수를 측정한

결과 정확하게 MnCr2O4의 비율이 아니며, 이러한 원인

으로는 crofer22에 함유되어 있는 La의 확산으로 인한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Sakai et al.12)도 Fe원소의 확산으

로 인하여 (Mn, Cr)3O4의 전기전도도가 감소한다고 보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SOFC 금속계 분리판의 경우 고온에

서 장시간 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속

모재로부터 외부로의 확산이 이루어지며, 합금의 구성원

소의 확산량에 따라 같은 구조의 상이라고 해도 운전시

간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틀려지게 된다. 그러므로 차후

SOFC용 400계 스테인리스를 재조시 이러한 확산현상으

로 인한 비저항변화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된다. 마지막으

로 고온산화시 형성되는 산화물의 형태에 따라 ASR값이

틀려진다. Fig. 3에서 가장 낮은 ASR값을 나타낸 강은

STS446M이다. 이 강종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SOFC 분

리판용 스테인리스강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ASR값을 가진다. 이

러한 원인으로는 Fig. 2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대부

분의 Cr2O3상이 판상형태로 존재하여 전체면적에서 Cr2O3

가 차지하는 분률이 작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즉 비저항

값이 높은 물질이 존재하여도 분포하는 형태에 따라서

ASR 값이 달라진게 된다. 

종합하면 낮은 ASR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에 Si의 함

유량이 적어야 되며, 전기전도도가 높은 화학조성을 가

지는 상이 산화막에 얇게 분포하여 있어야 되다. 또한 높

은 전기저항을 가지고 있는 산화물이 전체 산화막에서 차

지하는 면적이 작으면 보다 낮은 ASR값을 가질수 있다.

3.2 Co 무전해 도금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수한 금속 연결재를 얻기 위

해서는 40,000시간 운전동안 적어도 1S/cm 이상의 전기

전도도를 가져야 되며, Cr휘발을 억제 하여야 된다. 그

러나 앞절에서 측정된 ASR값으로 볼 때 400계 스테인

리스강으로는 이러한 특성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므로 이번 절에서는 저비용 및 균일한 증착특성

을 가지는 무전해 도금법을 적용하여 스테인리스강 표면

에 Co 증착후 pre-oxidation 하여 금속 연결재의 성능향

Fig. 4. XRD analysis for 5 different stainless steels after oxidation

test in air under atmospheric pressure at 800oC for 100 h.

Fig. 5. SEM image of cobalt coated crofer22 after isothermal

oxidation at 800oC for 1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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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때 사용된 기판의 경우 앞절에

서 가장 우수한 ASR값을 나타낸 STS446M, STS444 및

crofer22으로 제한하였다. Fig. 5, 6에 crofer22기판에 무

전해도금법으로 약 2 µm Co 의 증착후 800oC에서 100

시간 산화시킨후 단면 및 평면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

5의 표면 SEM사진을 보면 다면체 형상의 산화물이 치밀

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Fig. 6의 EDX 및 Fig. 7의 XRD

측정결과 spinel구조의 Co3O4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치밀한 미세구조는 외부의 산소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산화물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 Co 코팅면의 경

우 단면 EDX (Fig. 6) 및 XRD (Fig. 7)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3개의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된다. 우선 무

전해 도금된 Co층이 산화되어 형성된 Co3O4 및 Cr2O3 산

화물 층이 있으며, Co3O4와 Cr2O3사이에 (Co, Mn, Fe)3O4

층이 있다. 전기전도도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면 스피넬 구

조의 Co3O4의 전기전도도는 800oC에서 약 35.5 S/cm 의

값을 가지며, Cr2O3의 경우는 1.2~2 S/cm 의 값을 가진

다. 또한 (Co, Mn, Fe)3O4 의 경우 800oC에서 조성에 따라

약 2~65 S/cm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전체적인 전기전도도 값을 결

정하는 것은 Cr2O3층의 치밀도, 분포 및 두께이다. 또한

Co3O4의 경우도 코팅 두께가 두꺼워지면 전기전도도가 감

소하게 되므로 외부의 산소 침입을 최대한 억제하며, 높

은 전기전도도 값을 가질수 있는 Co3O4의 최적 두께가 필

요하다.

Fig. 7에 crofer22 및 STS444기판에 다양한 두께의 Co

증착후 800oC에서 pre-oxidation시킨후 증착두께 변화에

따른 상변화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Crofer22 기판의

Fig. 6. SEM and EDX mapping observation of scale on Co coated crofer22 after isothermal oxidation at 800oC for 100 h. (a) Cross-

sectional image, (b) O mapping image, (c) Fe mapping image, (d) Co mapping image, (e) Cr mapping image and (f) Mn mapping image. 

Fig. 7. XRD patterns of the oxidized sample with different substrate and Co coating thickness; (a) crofer22 and (b) STS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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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Co증착두께가 0.5 µm인 경우 Co3O4 및 Cr2O3, (Co,

Mn, Fe)3O4상이 같이 검출 되었다. Co3O4의 경우 기판에

서 Fe 및 Cr의 확산으로 인하여 XRD측정결과 저각으로

이동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Co을 2 µm이상 코팅한 경우 완

전한 Co3O4상 만이 검출되었다. 반면 STS444 기판의 경

우 crofer22의 경우와 비슷하나 (Co, Mn, Fe)3O4의 FWHM

값이 Crofer 기판일때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결과는 STS444의 경우 기판의 Fe 및 Mn이 외

부로 용이하게 확산 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Sakai et al.12)

의 연구에 의하면 MnCr2O4의 경우 전자이동을 하기 위

해서는 약 86.2 kJ/mol-1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결과 전자전달자 (charge carrier)인 Mn2+, Mn3+이 A-site

로의 electron hoping이 어려워 고온 전기전도도가 낮은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Fe가 일부 포함된 MnCr1.8Fe0.2O4

의 경우 활성화 에너지가 약 43.4 kJ/mol-1으로 감소하여

고온전기전도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 미루어 볼 때 Fe, Mn의 확산이 용이한 STS444을 기

판으로 한 후 Co을 증착하는 것이 crofer22기판을 사용

한 것 보다 높은 전기전도성을 나타날 것 이라고 사료

된다. 실제 Fig. 8에 STS444, STS446M 및 crofer22기판

에 각각 다른 Co을 증착 후 800oC 에서 ASR값을 측정

한 결과이다. Co두께가 증가할수록 ASR값이 낮아지는 현

상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앞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모

든 Co두께에서 STS444가 crofer22보다 더 낮은 ASR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STS444에 Co을 5 µm코팅 후 ASR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Co3O4코팅두께가 증가하면서 면저항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실험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한 Co코팅 두께로는

2 µm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bare시편 테스트에서 가장

우수한 ASR값을 보인 STS446M는 STS444 및 crofer22보

다 높은 ASR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STS446M이 가장 낮은 ASR값을 나타나는 요인으로 생

각되는 Cr2O3(s)의 판상구조의 성장이 Co층으로 인하여 억

제되어 Cr2O3에 의한 내부저항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사

료된다. 또한 STS446M의 경우 고Cr강이므로 상대적으로

두꺼운 Cr2O3 층으로 인하여 Fe이온이 기판에서 외부로의

확산을 억제하게 된다. 그 결과 Fe 이온에 의한 electron

hoping의 활성화 에너지 감소로 인한 고온전기전도도 향

상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Fig. 9에는 가장 우수한 고온전도도를 나타낸 Co 2 µm

코팅된 STS444의 1,000시간 산화 후 SEM 단면 사진 및

EDX 프로파일을 나타낸 결과이다. Co3O4가 약 5 µm의

두께로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확

산 속도가 빠른 Mn이 Co 코팅면에 확산 되어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e의 EDX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

과 Cr2O3위에 (Co, Mn, Fe)3O4가 형성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계 분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

인 Cr의 확산분포를 살펴본 결과 외부로의 확산은 거의 일

어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Co, Mn, Fe)3O4

코팅층이 Cr의 확산방지막으로 작용하여 Cr의 외부확산

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OFC 금속계 분리판의 주된 성능감소

요인인 고온전도도 및 Cr-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ig. 8. ASR values of different Co thickness and substrate. The

tests were carried out in air at a current density of 400 mAcm2.

Fig. 9. SEM and EDX analyses on cross-section of STS444 after

1,000h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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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전기전도도가 우수한 Co3O4을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코팅층을 얻기 위하여 Co을 기판위에 증착후 고온에서 산

화시켰다. 또한 분리판의 복잡한 형상을 고려하여 무전해

도금법을 도입하였다. Co 증착전 SOFC 금속계 분리판에

적합한 강종을 test한 결과 가장 낮은 ASR값을 가지는

강은 STS446M이었으며, STS444가 두번째로 우수한 특

성을 나타내었다. STS446M 및 STS444의 경우 430 시

간 경과후 각각 45 mΩcm2 및 55 mΩcm2의 값을 나타

내었다. STS446M의 경우 높은 Si 및 Cr을 함유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ASR값을 나타내는 원인으로는 높

은 비저항값을 가지는 Cr2O3이 판상 형태로 성장하여 전

체접촉면적중 Cr2O3가 차지하는 접촉면적을 줄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STS444의 경우 비교적

낮은 Si함유량, 낮은 산화물 두께 및 전기전도도가 높은

(Mn, Cr, Fe)3O4이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낮은 ASR값

을 나타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보다 우수한 고온전도도을 얻기위하여 스테인리스위에 전

기 도금법으로 Co 증착후 산화시켜 Co3O4을 형성한 결과

bare시편에서 가장 우수한 ASR값을 나타낸 STS446M의 경

우 Co을 2 µm코팅 한후 300 시간 경과후에 약 9 mΩcm2

을 나타내었으며, STS444의 경우 약 5 mΩcm2을 나타내

었다. STS446M이 STS444와 비교할 때 높은 ASR값을

가지는 원인으로 STS446M의 Cr2O3 층이 Co층으로 인하

여 bare시편 일때 처럼 판상형태로 성장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내부에 Cr함량이 많기 때문에 Cr2O3의 층이 두

껍게 형성되어 전기저항이 크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2 µm Co코팅후 STS444을 1000 시간 산화시킨후 EDX

측정 결과 Cr의 외부확산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Cr2O3휘발에 의한 전지성능감소현상은 일어나

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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