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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densification of La0.8Ca0.2Cr0.9Co0.1O3-δ (LCCC), which is known for one of the most proper
candidate interconnector materials in the solid oxide fuel cells, CaCrO4 was prepared via solid oxide synthesis route and added to the
LCCC with different amount and particle sizes. As the amount of the CaCrO4 increased, porosity of the sintered samples increased,
and the pore size was proportional to the particle size of the CaCrO4. This supports the fact that the CaCrO4 phase forms liquid during
sintering and permeate into the matrix leaving behind large pores. Then the liquid reacts with the matrix through the solid solution.
However, when the samples were sintered with a slow ramp up rates, the porosity decreased. This is thought to be caused by the
progressive solid solution of CaCrO4 before the temperature reach to the melting temperature and forms a fluent amount of liquids.
The sintering behavior of the LCCC with the addition of CaCrO4 was analyzed through the transient liquid phase sintering on the basis
of the microstructure observation and phase identification by x-ray dif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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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연료전지 중 고체산화물연료전지는 높은

효율, 연료개질기 없이 다양한 원료사용 가능성 그리고

연료전지-증기 및 가스터빈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발전이

가능하기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1,2)

 고체산화물연

료전지는 원통형, 평판형, 평관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구성요소로는 전해질을 사이에 두고 공기극(양극)과

연료극(음극) 그리고 전지와 다음 전지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재로 구성된다. 이때, 연결재가 갖추어야 하는 요구

조건은 작동온도인 800-1000
o
C 부근의 산화·환원분위기에

서 높은 전자전도성, 높은 기계적 강도, 높은 화학적 안정

성 및 산소와 수소에 대한 낮은 투과성을 가져야 한다. 또

한 전해질, 공기극, 연료극 재료와 비슷한 열팽창계수를

가져 열응력의 발생 및 shut-down을 최소화 해야 한다.
3-5)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연결재용 세라믹 재료

에는 높은 내열 특성(m.p = 2,400
o
C)을 가지며, 고온의 산

화 및 환원 분위기하에서 안정한 ABO3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진 LaCrO3계 재료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6-10)

하지만 LaCrO3는 1,000
o
C 이상에서 Cr의 높은 증기압으

로 인하여 낮은 소결성을 가지며, 전기 전도도가 비교적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6,11-1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8,16)

 그 중 소결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전하보상전이(Cr
3+
→Cr

4+
)를 일으켜

전기전도성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La 자리에 Ca, Sr, Mg

등의 알칼리 토금속계 물질을, 그리고 Cr 자리에 Co, Cu,

Fe, Ni 등의 전이원소를 치환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11-15)

 이러한 치환 반응을 통한 조성탐색에서는 페로브

스카이트 구조를 가진 재료의 구조안전성을 결정하는

Tolerance factor를 고려하여 LaCrO3의 La 자리에 Ca을 그

리고 Cr 자리에 Co를 치환함으로써 얻어진 조성인

La0.8Ca0.2Cr0.9Co0.1O3-δ (이하 LCCC로 표기함)이 가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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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한편, LCCC 조성의 경우 치밀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

양한 시도가 있었다. 분말의 크기를 줄여 소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Pechini법,
17)

 Aqueous combustion법
18)

 또는

수열합성법
19)
를 시도하였으며, 아울러 Ca의 출발원료를 변

화시켜 치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20)

 LCCC

의 치밀화 증진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LCCC의 분말제

조공정 중 CaCrO4상이 고상합성 과정중 비교적 저온에서

중간상으로 생성된다는 것이 보고 되었으며, 이 상이 소

결 중 전이액상소결을 유발하여 치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 되었다.
21,23)

 전이액상소결(Transient Liquid

Phase Sintering)이란 소결초기에 액상이 형성되어 입계 부

근의 액상으로 인하여 모세관력에 의한 입자 재배열 및

액상을 통한 빠른 확산 속도로 인하여 소결성이 증진되

지만 액상이 곧 모상과 반응하여 고용되어 액상이 사라

짐으로써 고상소결거동을 따르는 소결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상 LCCC 페로브스카이트에 소결

중 액상을 형성할 수 있는 CaCrO4를 따로 합성하고 이를

첨가하였을 때 LCCC의 소결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고자 하였다. CaCrO4상의 첨가량, 분말입자 크기, 그리

고 승온속도 변화에 따른 LCCC의 소결거동을 조사하였

으며 이를 근거로 CaCrO4상이 LCCC의 미세조직 및 소

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이액상소결의 관점에서 해석

하였다.

2. 실험 방법

출발원료로는 LCCC (La0.8Ca0.2Cr0.9Co0.1O3-δ, Kceracell,

한국), CaCO3 (99.9% 이상, 고순도화학, 일본), Cr2O3

(99.9% 이상, 고순도화학, 일본)을 사용하였다. CaCrO4 분

말은 CaCO3과 Cr2O3를 2 : 1의 비율로 고르게 혼합한 후

900
o
C에서 2시간 유지하여 고상합성법으로 합성하였다.

합성된 CaCrO4 분말은 24시간 및 120시간 볼밀하여 분

말크기를 달리한 CaCrO4를 제조하였다. LCCC에 24시간

볼밀링한 CaCrO4를 0, 1, 3, 5 그리고 10wt% 첨가하였으

며, 이를 24시간 혼합한 후 건조하여 지름 10 mm 시편으

로 가성형을 한 후, 100 MPa/cm²의 냉간 정수압으로 5분

동안 성형 하였다. 소결은 1400
o
C에서 2시간동안 공기 중

에서 진행하였으며, 승온속도는 분당 5
o
C로 고정하였으며

소결 후 로냉하였다. 또한, 승온속도에 따른 치밀화 거동

을 조사하기 위하여 승온속도를 분당 0.5
o
C 및 10

o
C로 달

리하여 소결하였다.

시료들의 상분석은 XRD(M03X-HF, MacScience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Si 표준시료 분말을 혼합한 후

2θ = 20~80
o 
범위에서 X-선 회절분석을 행하였다. 시편의

미세조직은 FE-SEM(JEOL, JSM-6703F)를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기공률은 FE-SEM을 통해 얻은 사진을 포인트 카

운팅법으로 구하였으며, 입자크기는 단선분석법으로 구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에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LCCC (La0.8Ca0.2Cr0.9

Co0.1O3-δ) 원료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일

부 응집이 존재하지만 분말의 형상은 전반적으로 등방형에

가까우며 현미경상에서 측정된 입자크기는 0.18 ± 0.12 µm

정도의 미세한 분체로 관찰되었다. (b)에는 LCCC 분말의

X-선 회절도형을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분말은 페로브스카

이트 결정구조를 갖는 단일상으로 확인되었다. 

Fig. 2에는 고상합성방법으로 900
o
C에서 4시간동안 하

소하여 제조한 CaCrO4 분말의 (a)X-선 회절도형을 나타

내었으며, 분석결과 제 2상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상으로

확인되었다. (b)와 (C)에는 하소 후 볼밀 시간을 달리하여

얻은 CaCrO4 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b)는 24시간, (c)는 120시간 볼밀한 경우로 입자 크기는 각

각 2.0 ± 1.1µm 및 0.4 ± 0.1 µm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Fig. 1. (a) SEM image and (b)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La0.8Ca0.2Cr0.9Co0.1O3-δ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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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시 LCCC와 CaCrO4 사이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현

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크기로 CaCrO4 성형체를

형성하고 그 주위를 LCCC 분말로 덮어 씌운 성형체를

제조하고 이를 950
o
C 및 1050

o
C에서 각각 2시간동안 공

기 중에서 소결하였다. Fig. 3은 (a) 950
o
C 및 (b) 1050

o
C

에서 소결한 시편의 CaCrO4와 LCCC의 경계부분 전자현

미경 사진이다. 이때 사용된 CaCrO4 분말은 24시간 볼밀

한 것이었다. (a)에 제시한 9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사

진에서 LCCC는 상대적으로 치밀한 미세구조를 보인 반

면 CaCrO4는 치밀화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반면, (b)에 나타낸 10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CaCrO4 성형체가 있던 부분은 커다란 공극을 남기고 사

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상평형도에 의하면 CaCrO4는

1023
o
C에서 용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CaCrO4 성형체

가 존재하던 곳에서 관찰된 커다란 공극은 소결 중

CaCrO4 액상을 형성하고 이러한 액상은 모세관 힘에 의

해 LCCC쪽으로 빨려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3의 (c)에 나타낸 CaCrO4와 접하고 있던 LCCC 부분

의 미세조직에는 액상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에는 CaCrO4 첨가량을 달리하여 1400
o
C에서 2시

간 소결한 LCCC 시편의 X-선 회절분석결과이다. 소결된

모든 시편에서 CaCrO4 등의 이차상이 없는 페로브스카이

트 단일상이 얻어졌다. 이는 CaCrO4가 모두 소결도중

LCCC상에 고용되었음을 암시한다. 

Fig. 5에는 Fig. 4에 나타난 X-선 회절 분석결과를 근거

로 LCCC상의 단위포 부피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 (a)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CaCrO4 powder.

SEM images of the (b) coarse, and (c) fine CaCrO4

powder.

Fig. 3. SEM images of LCCC/CaCrO4 interface sintered at (a)

950
o
C for 2 h and (b) at 1050

o
C for 2 h. (c) shows the

magnified view of the microstructure of the LCCC side

near th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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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rO4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CCC 사방정계 결정의

단위포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CaCrO4

의 LCCC 고용반응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a0.8Ca0.2Cr0.9Co0.1O3)1-x+(CaCrO4)x 

⇒ La0.8-0.8xCa0.2+0.8xCr0.9+0.1xCo0.1-0.1xO3 + ½O2(↑) (1)

 

즉, 결과적으로 CaCrO4가 LCCC에 고용되었을 때

LCCC에서 La과 Co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Ca과 Cr의 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La
3+ 

,Ca
2+
의

이온반경은 12배위수에서
 
각각 0.136 nm, 0.134 nm이며

Cr
3+

, Co
3+
의

 
이온반경은 6배위수에서 각각 0.062 nm,

0.055 nm이다. 식(1)에서 CaCrO4를 첨가하게 되면 이온반

경이 큰 La이 감소하고 Ca이 증가하는 비율의 변화가 이

온반경이 작은 Cr이 증가하고 Co가 감소하는 비율의 변

화보다 크기 때문에, 격자상수의 감소와 동시에 격자부피

가 감소하게 된다. 또, CaCrO4가 LCCC에 고용되는 순간

산소기체가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다.

Fig. 6에는 CaCrO4 첨가량을 달리하여 1400
o
C에서 2시

간 소결한 LCCC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내었다. (a)

는 CaCrO4가 첨가되지 않은 LCCC이고, (b), (C), (d) 그

리고 (e)는 각각 1 wt, 3 wt%, 5 wt%, 그리고 10 wt%의

CaCrO4가 첨가된 LCCC의 미세구조사진이다. Fig. 6의 (a)

와 (b), (C) 그리고 (d)를 비교하는 경우, CaCrO4를 혼합

한 LCCC에서 커다란 기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결 중 CaCrO4의 용융온도인 1023
o
C 부근에서

CaCrO4가 액상이 된 후, 모세관 현상에 의해 주위의 입

자사이로 빠져 나가게 되지만, 소결이 끝난 후 CaCrO4가

있던 자리에 커다란 기공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생성

된 액상이 고립기공을 채우지 못한 채로 LCCC에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의 사진을 바탕으로 CaCrO4 첨가량에 따른 소결

시편의 기공률과 입자크기를 Fig. 7에 나타내었다. CaCrO4

첨가량이 1 wt%까지는 기공률이 3.6 ± 1.2%부터 3.3 ± 0.6%

까지 약간 감소하지만, 1 wt% 이상 첨가한 경우 기공률

은 계속 증가하여 10 wt%의 CaCrO4를 첨가하였을 때

16.4 ± 1.6%에 다다랐다. 입자크기는 CaCrO4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1.6 ± 0.1 µm이었으며, 10 wt%의 CaCrO4를 첨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LCCC samples sintered

at 1400
o
C for 2h as a function of the CaCrO4 contents.

Fig. 5. Unit cell volume of the LCCC samples sintered at

1400
o
C for 2 h as a function of the CaCrO4 content.

Fig. 6. Microstructures of the LCCC samples sintered at

1400
o
C for 2 h as a function of the CaCrO4 content;

(a) 0 wt%, (b) 1 wt%, (c) 3 wt%, (d) 5 wt% and (e)

10 w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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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경우 1.5 ± 0.1 µm까지 감소하였다. Fig. 8에 나타낸

아르키메데스 법으로 측정한 소결 시편의 bulk 밀도 또한

Fig. 7의 기공률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9에는 분쇄시간을 달리하여 얻은 크기가 다른

CaCrO4를 LCCC에 5 wt% 첨가하여 1400
o
C에서 2시간동

안 소결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a)는 입자 크

기가 큰 CaCrO4 분말을 LCCC에 첨가한 경우의 미세구

조이며, (b)는 크기가 작은 CaCrO4 분말을 LCCC에 첨가

한 경우의 미세구조이다. 크기가 큰 CaCrO4 분말을 첨가

한 경우가 미세한 분말을 첨가한 경우보다 기공의 크기가

큼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시편들은 CaCrO4 분말의

입자크기와 상관없이 기공률이 9.5 ± 1.0% 및 9.5 ± 2.0%로

거의 동일 하였다. 각각의 입자의 크기는 모두 0.9 ± 0.1 µm

이로 같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편 내 관찰된 기

공은 소결 중 CaCrO4 분말의 용융 및 고용에 의하여 발생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이 액상 소결에서는 소결 중 승온속도를

천천히 하는 경우 액상이 생성되기 전에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기에 액상의 생성이 억제될 수 있으며, 승온속도

를 빠르게 하는 경우 고용이 미처 진행되기 전에 액상 생

성온도에 도달하여 생성된 액상이 액상소결을 촉진하게

된다.
22)

 본 실험에서도 CaCrO4를 첨가한 경우 승온속도

변화가 LCCC의 소결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하여 승온속도를 분당 0.5
o
C 및 10

o
C로 변화하여 소결하

였다. 

Fig. 10의 (a)는 5 wt%의 CaCrO4를 첨가한 후 분당

0.5
o
C의 승온속도로 1400

o
C에서 2시간 소결한 LCCC 시

편의 미세구조이며, (b)는 5 wt%의 CaCrO4를 첨가한 후

분당 10
o
C의 승온속도로 1400

o
C에서 2시간 소결한 LCCC

시편의 미세구조이다. 승온속도가 0.5
o
C 및 10

o
C 인 경우

의 기공률은 각각 2.5 ± 0.4%, 9.7 ± 0.2%로 승온속도가

빠른 경우 기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입자의 크기는 승

온속도가 0.5
o
C 및 10

o
C 인 경우 각각 0.7 ± 0.1µm 및 0.4 ±

0.1µm로 승온속도가 느릴 때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을 관찰

하였다. 

Fig. 11에는 5 wt%의 CaCrO4를 LCCC에 혼합하여 승온

Fig. 7. Porosity and grain size of the LCCC samples sintered

at 1400
o
C for 2 h as a function of the CaCrO4 content.

Fig. 8. Bulk density of the LCCC samples sintered at 1400
o
C

for 2 h as a function of the CaCrO4 content. Fig. 9. Microstructures of the LCCC samples sintered at

1400
o
C for 2 h with the addition of (a) coarse and (b)

fine CaCrO4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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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달리하여 1020
o
C에서 2시간동안 소결한 소결체의

X-선회절분석이다. 승온속도가 느린 시편은 단일상을 나

타낸 반면, 승온속도가 빠른 시편에는 CaCrO4가 제2상으

로 검출되었다. Fig. 10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가열속도가 빠

른 시편은 CaCrO4상이 액상을 형성한 이후에 고용되고, 가

열속도가 느린 시편은 CaCrO4상이 액상을 형성하기 이전

에 고용되기 때문에 X-선 회절분석에서는 단일상으로 나

타났다. 

4. 결  론

치밀화가 어려운 LCCC의 소결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이액상소결을 가능하게 하는 CaCrO4 분말을 첨가하였

다. CaCrO4의 첨가량, 분말의 크기 및 소결 중 승온속도

를 달리하고 이에 따른 소결거동을 조사하였다.

소결이 끝난 후 CaCrO4가 있던 자리에 커다란 기공이

잔존하는 것이 관찰 되었으며, 크기가 큰 CaCrO4 분말을

첨가한 경우가 미세한 분말을 첨가한 경우보다 기공의 크

기가 큰 것이 관찰됨으로써 첨가한 CaCrO4 분말은 소결

중 액상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LCCC에 고용되

는 전이액상소결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승온속도가 빠른 경우 CaCrO4상은 1023
o
C에서 액상

을 형성하고 모세관력에 의하여 LCCC 모상으로 빠져나

가 고용됨으로써 CaCrO4가 있던 자리에 큰 기공을 남겼

다. 반면 승온속도가 느린 경우 CaCrO4상은 액상을 형성

하기 이전에 모상에 고용되기에 고상소결거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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