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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erconnect in solid oxide fuel cells (SOFCs) electrically connects unit cells and separates fuel from oxidant in the adjoining
cells. The interconnects can be divided broadly into two categories – ceramic and metallic interconnects. A thin and gastight ceramic
layer is deposited onto a porous support, and metallic interconnects are coated with conductive ceramics to improve their surface
stability. This paper provides a short review on ceramic materials for SOFC interconnects. After a brief discussion of the key
requirements for interconnects, the article describes basic aspects of chromites and titanates with a perovskite structure for ceramic
interconnect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dual-layer interconnects. Then, the paper presents protective coatings based on spinel-
or perovskite-type oxides on metallic interconnects, which are capable of mitigating oxide scale growth and inhibiting Cr eva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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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는 연

료(수소, 탄화수소, 알콜 등)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에너지

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에너지 변환 장치이다. SOFC는 인산형 및 용융탄산염 연

료전지 등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효율이 높고, 별도의 연

료 개질기가 필요 없으며, 가스터빈과 함께 복합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1-3) 

SOFC의 작동원리는 연

료극(anode)에서 수소(H2)의 전기화학적 산화 반응에 의

해 수소 이온(H
+
)과 전자가 형성되고, 전자가 외부회로를

통해 공기극(cathode)으로 이동한다. 공기극에서 산소(O2)

가 전자를 받아 산소 이온(O
2-

)으로 환원되고, 전해질

(electrolyte)을 거쳐 연료극으로 이동하여, 수소 이온과 결

합하여 물이 생성된다.

Nernst식에 따라, SOFC 작동환경에서 하나의 단전지

(unit cell)는 이론적으로 약 1.0 ~ 1.1V의 개회로 전압(open

circuit voltage: OCV)을 나타낸다. 이에 전압 및 전력밀도

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단전지가 적층된 스택

(stack)을 제조하게 된다(Fig. 1).
4) 

Fig. 1에 도시된 바와 같

이, SOFC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연결재는 SOFC 스택

에서 인접한 단전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cathode에 공급되는 공기(산소)와 anode에 공급되는 연료

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며, Fig. 2에 연결재가 적용된 다

양한 형태의 SOFC를 도시하였다. SOFC에 사용되는 연

결재의 요구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8)

① 연결재는 인접한 단전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전기 전도도

가 높아야 한다. 전기 전도도가 낮으면 연결재에서 ohmic

loss가 발생하여 SOFC 스택의 출력 성능 저하를 야기한

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박막으로 제조된 연결재는 면저

항 값이 0.1 mΩ cm
2
 이하의 값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산

소 분압에 따른 전기 전도도 변화가 작아야 한다.

② 연결재는 연료 및 공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치밀해

야 한다.

③ 연료극과 공기극 사이에 위치하는 연결재는 산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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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분위기에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산소 분압의 변화

에 따른 구조적, 화학적 변화가 없어야 한다. 또한 상온

에서 제작 및 작동 온도까지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구조

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④ 연결재는 다른 SOFC 소재들과의 화학적 반응성이

없어야 한다. 상온에서 SOFC의 작동 온도 및 제작 온도

에서 연결재와 전극 소재들과의 화학 반응, 특정 원소들

의 확산 또는 이차상 형성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하며, 공

급되는 기체에 의한 산화, 황화 및 침탄에 대한 저항성도

가져야 한다.

⑤ 연결재의 열팽창 계수는 전극 소재나 전해질과 유

사한 값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SOFC 제작 및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열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

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열팽창 계수는 일정한 값을 유지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SOFC 구성요소들의 열팽

창 계수를 살펴보면, 8YSZ의 경우 약 10.8 × 10
–6 o

C
−1

,

(La,Sr)MnO3는 약 12.2 × 10
–6 o

C
–1
의 값을 갖는다.

9,10)
 따라

서 연결재의 열팽창 계수는 10 ~ 12 × 10
−6 o

C
−1
의 값을 갖

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연결재 코팅층은 기판(substrate)과의 결착력이 우수

하여야 한다. 코팅층의 결착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

자현미경 분석을 통하여 코팅층 단면 및 계면을 관찰하

는 정성적 방법과 indentation 시험을 통하여 코팅층 박리

에 필요한 임계 압력을 측정하는 정량적 방법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SOFC 연결재는 세라믹 연결재와 금속 연

결재로 구분되며, 세라믹 연결재는 원통형, 평관형, 세그

먼트형 SOFC 등의 다공성 지지체 상에 코팅되어 사용된

다. 반면에 금속 연결재는 평판형 SOFC 단전지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금속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라믹

소재가 코팅되어 사용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

화 및 환원 분위기에 모두 노출되는 연결재의 특수한 사

용 환경 때문에, 연결재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의 요구

조건이 매우 엄격하며, 이에 연결재에 사용될 수 있는 소

재의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본 총설에서는 SOFC 스택

의 출력 특성 및 내구성을 좌우하는 연결재용 세라믹 소

재의 특성과 연구 개발 동향을 요약 기술하고자 한다.

2. 세라믹 연결재 소재

오랜 기간 동안, 세라믹 연결재 소재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대부분이 LaCrO3 및 SrTiO3 등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구조의 세라믹 소재에 집중되

Fig. 1. Schematic diagram of an SOFC stack structure.
4)

Fig. 2. Schematics of (a) tubular, (b) segmented-in-series, and

(c) planar SOFCs with interconnect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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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대표적인 세라믹 연결재 소재로는 p형 전도체인

LaCrO3와 n형 전도체인 SrTiO3가 있으며, 고온에서의 화

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비교적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

지고 있다.
11-16)

 또한 근래에는 두 가지의 소재를 모두 응

용한 이중층(dual-layer) 구조의 연결재가 연구되고 있으며,

실제 SOFC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1. Chromite계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ABO3) 구조의 LaCrO3는 SOFC의 대표

적인 세라믹 연결재 소재이다. LaCrO3는 고온의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다른 세라믹 소재보다 높은 전기 전도

도를가지며, 특히 p형의 전기적 거동을 갖는 소재이므로

산화 분위기에서의 전기 전도도가 우수하다. 또한, 녹는

점이 약 2500
o
C로 SOFC의 작동 환경에서 충분한 안정성

을 가지며, 열팽창 계수는 약 9.6 × 10
–6 o

C
–1
로 전극 및 전

해질 소재들과 유사한 장점을 가진다.
17) 

LaCrO3 소재는

A 또는 B 자리로의 도핑에 따라 그 물성이 변화하는데,

Ca, Mg 및 Sr 등의 알칼리 토금속 원소를 도핑함으로써

소재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종 원소의 도핑은

LaCrO3 소재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특

히 Sr 도핑의 경우, LaCrO3 소재의 열팽창 계수를 YSZ의

열팽창 계수와 매우 근사한 값으로 증가시킨다. 또한 A

자리에 Ca 또는 Sr의 도핑은 LaCrO3 소재의 전기 전도도

를 향상시키는데, 이는 Ca 또는 Sr의 치환이 LaCrO3 소

재 내에 Cr
4+
를 형성시켜 p형 전도 거동 기구를 활성화시

키기 때문이다.
18-22) 

알칼리 토금속의 첨가량이 LaCrO3의

소재의 전기 전도도와 활성화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Fig. 3에 도시하였다.
6)

일반적으로, 도핑되지 않은 LaCrO3 소재는 산화 분위

기에서 소결 온도가 1600
o
C 이상이므로 높은 밀도로 소

결하기가 어렵다. 이는 고온의 산화 분위기에서 소결이

물질 확산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LaCrO3 내의 Cr

이 기상의 CrO3 상태로 증발 후, 응축되는 과정으로 소

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결 중, 치밀화 단계에서

기공의 수축이 매우 제한적이다.
23,24) 

따라서 이러한 소재

의 소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의 하나로 Ca

또는 Sr의 도핑이 제안되었다. 이는 소결 초기 단계에서

액상의 CaCrO4 또는 SrCrO4 형성을 유도하여 액상 소결

(liquid phase sintering) 기구에 의해 치밀도가 증가하며, 또

한 Cr-O 물질의 휘발을 다소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5-27)

 Fig. 4는 Ca이 도핑된 LaCrO3 소재의 소결 시 형

성되는 CaCrO4 성분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한 모습이다.
28)

하지만 상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LaCrO3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갖고 있다. 도핑된 LaCrO3 소재일지라도 여전

히 p형 전도체이기 때문에 환원 분위기에서는 전기전도

도가 매우 낮다는 점과, 소결 시 초기 단계에서 생성되는

액상들이 연결재 아래에 놓이는 다공성 지지체로 흡수되

어 소결도가 감소하는 동시에 지지체에서는 저항체를 만

든다는 문제가 있다.
4,29-32) 

또한 환원 분위기에서 생성되

는 산소 공공(vacancy)에 의한 부피변화는 응력을 발생시

켜 SOFC의 열화를 일으키며, 이는 LaCrO3 내에 Ca을 도

핑한 경우 더 심각하다.
3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

복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소결 공정 및 코팅법, 소결 조제

도입 등 LaCrO3의 소결도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LaCrO3 외에도 YCrO3 등의 신규 소재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9)

Fig. 3. Activation energies(EA)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σ) of doped LaCrO3 at 1000
o
C: □ ,■ LaCr1-xMgxO3;

△ ,▼ La1-xSrxCrO3; ○ ,● La1-xCaxCrO3.
6)

Fig. 4.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alysis of

La0.7Ca0.29CrO3 and La0.7Ca0.31CrO3 heated to 1126
o
C

and then air-quenched: (a) TEM micrograph of

La0.7Ca0.29CrO3, (b) Energy dispersive spectrum (EDS)

of the non-perovskite (transient liquid) phase in (a), (c)

TEM image of La0.7Ca0.31CrO3, and (d) EDS of the

non-perovskite phase in (c).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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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itanate계 산화물

SrTiO3은 n형의 전기적 거동을 보이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소재이며, 특히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의 우수

한 화학적/구조적 안정성을 지닌다.
13-16) 

또한 LaCrO3 소

재에 비해 산화 분위기에서의 소결력이 우수하여 박막 형

태의 치밀한 연결재를 제조하기에 용이하다. A 자리에 희

토류 원소를 도핑하면, 전하 중성 유지를 위하여 산화 분

위기에서는 양이온 공공을 형성하게 된다.
34-39) 

반면 환원

분위기에서는 산소가 이탈함에 따라 B 자리에 위치한 전

이금속의 전자가가 쉽게 감소될 수 있다. 실제로 SrTiO3

내에 La 또는 Y을 도핑 하면 Ti
4+
의 일부가 Ti

3+
로 전환

되고, 형성된 Ti
3+
의 농도에 의존하여 소재의 전기 전도

도가 증가하게 된다.
37,40,41)

 Fig. 5는 환원 분위기에서

SrTiO3 소재의 La 도핑량에 따른 온도별 전기전도도를 도

시한 것이며, 도핑량이 0.1 ~ 0.3 몰(mole)의 경우, 소재의

전기전도도 값이 우수하여 SOFC 연결재의 요구 조건에 부

합함을 알 수 있다.
48)

 더불어 이러한 희토류 원소의 도핑은

SrTiO3의 전기 전도도 뿐만 아니라 열팽창 특성에도 영향

을 미치는데,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측정된 Sr1-xLaxTiO3

의 열팽창 계수를 Fig. 6에 도시하였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열팽창 계수 값은, x =

0.2일 경우 10.0 ~ 11.5 × 10
–6 o

C
–1
의 범위 안에 있어 SOFC

의 전극 소재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2)

일반적으로 세라믹 연결재는 SOFC 제작 과정 중에서

전극 및 전해질 소재들과 함께 산화 분위기에서 공소결

(co-sintering)하여 제조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화

분위기에서 소결된 Sr1-xLaxTiO3는 전하 중성 유지를 위해

Sr 공공이 형성되며, 이탈한 Sr은 SrO상을 형성하여 Sr1-x

LaxTiO3의 격자 내에 불균일하게 존재하게 된다.
43,44)

 형

성된 SrO상은 환원 분위기에서 소재 내의 전자 이동

(hopping)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전자 전도도를 감소시

킨다.
45) 
실제로 여러 문헌에 의하면, 공기 중에서 소결된

Sr1-x LaxTiO3 소재는 환원 분위기에서 소결된 경우보다 환

원  분위기에서의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다.
46-48)

 이러한

Sr1-xLaxTiO3 내의 SrO상의 존재는 제시한 Fig. 6에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Sr1-xLaxTiO3 소재는 환원 분위기에

서 소재 내의 산소 이탈에 의해 산소 공공을 형성하고 이

로 인하여 열팽창 계수가 증가한다. 또한 환원 분위기에

서 형성되는 Ti
3+ 

(81.0 pm)는 Ti
4+ 

(74.5 pm)와 비교하여

이온의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 역시 열팽창 계수의 증

가를 야기할 것이다.
49)

 하지만 Fig. 6에서는 상반된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산화 분위기에서 소재 내의 SrO

상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앞서 언급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Sr이 결

핍된 조성 설계가 제안되었다. Sr 결핍 조성의 경우, SrO

상의 형성을 억제하고 양이온 공공에 의해 소결력이 향

상됨이 보고 되었다.
50)

 또한 B 자리에 Nb을 도핑하는 경

우, SrO 형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재의 전기 전도도를

높인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51)

 하지만 SrTiO3의 소

재는 n형 전도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산화 분위기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취약하여 소재의 전기 전도도 향상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3. 이중층 세라믹 연결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hromite 및 titanate계 산화물소

재는 연결재로 사용하기에 많은 기술적 문제점들이 존재

한다. 특히, chromite계 소재는 치밀한 박막으로 제조하기

어려우며, 두 종류의 소재 모두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 동

시에 노출된 경우, 매우 낮은 전기 전도도를 나타낸다. 이

Fig. 5. Electrical conductivity (σ) of LaxSr1-xTiO3-δ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
48)

Fig. 6.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TECs) of Sr1-xLax

TiO3 in reducing and oxidizing atmosphere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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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Huang과 Gopalan은 이중층세라

믹 연결재 구조를 제안하였다.
52)

 Fig. 7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이중층 세라믹 연결재는 연료극 측에 n형 전도성 소

재, 공기극 측에 p형 전도성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52) 
수치

해석을 통하여, 두 소재의 두께와 물성(산소 이온 전도도)

을 제어하여 산화 및 환원 분위기 모두에서 충분히 높은

전기 전도도와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는 이중층 연결재를

설계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후 중국의 상해 세라믹 연구소에서는 Sr0.6La0.4TiO3/

La0.8Sr0.2MnO3의 이중층 세라믹 연결재가 적용된 연료극

지지 원통형 SOFC를 제작하였으며, 약 300 mW cm
−2
의

성능을 보고하였다.
53,54)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는 Sr 결핍 조성의 Sr0.7La0.2TiO3와 La0.8Sr0.2MnO3로 구성

된 이중층 세라믹 연결재를 설계/제작하였다(Fig. 8).
55) 
특

히, 소결력이 우수한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총 30 µm 두

께를 갖는 치밀한 이중층 연결재를 제조하였으며, 두 소

재 간의 화학적 반응없이 연결재 막이 형성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Fig.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750
o
C의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약 50 mΩ cm
2
의 낮은 면 저항(Area

specific resistance: ASR) 값을 보이며 장시간 운전 시에도

안정성이 우수함을 보고하였다. 이를 연료극 지지체 기반

평관형 SOFC에 적용하여 이중층 연결재가 실제 SOFC

셀에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위와 같이 이중층 세라믹 연결재는 산화 및 환원 분위기

모두에서 높은 전기 전도도 및 우수한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일 소재가 갖는 문제점들을 보

완하면서, 제한적인 소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중층 세라믹 연결재에 관한 연구

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향후 다양한 소재의 설계 및 적

용을 통하여 향상된 특성의 연결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3. 금속 연결재용 보호막 소재

최근 SOFC에 관한 연구는 600 ~ 800
o
C의 중 ·저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셀 및 시스템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SOFC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56,57) 

이 경우, 기존 세라믹 소재 대신 저가의 금속

소재를 연결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8,59) 

금속

연결재는 기계적 강도가 매우 우수하므로 강도가 취약한

SOFC의 세라믹 전극 소재들에 대한 지지체 역할이 가능

하며, 전기 전도도가 높으므로 SOFC의 스택 저항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더불어 금속 연결재는 열전도도가 우수하

므로, 연결재를 따라서 열 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다양한

금속 소재들 중에서, Cr이 함유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Fig. 7. Schematic diagram of the dual-interconnect layer.
52)

Fig. 8.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of (a)

surface and (b) cross section of the dual-layer (Sr0.7

La0.2TiO3/La0.8Sr0.2MnO3) interconnect, and (c) element

distributions in the dual-interconnect layer determined

by EDS analysi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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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SOFC의 금속 연결재로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 합

금은 산화 분위기에 노출 시, 합금 표면에서 Cr2O3의 산

화물 층을 형성하며, 형성된 산화물 층은 산화에 대한 저

항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기 전도도 및 화학적 안정성

도 우수하여 SOFC 연결재로서 적합하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금속 소재로는 Crofer22 APU, ZMG 232, SS430, E-

brite 등이 있다.
60,61)

하지만 금속 연결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닌다.

첫째로, SOFC의 장기 운전 시 장시간 산화 분위기에 노

출 되는 경우, 금속 표면에 Cr2O3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계면 저항 증가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SOFC 스택의 내

부 저항을 증가시킨다.
62,63) 

둘째로, 표면에 형성된 Cr2O3

산화물 층으로부터 Cr이 휘발되어 다공성 공기극에 축적

되는 Cr 피독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공

기극의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
64-66)

 실제로 독일 율리히

연구소에서는 코팅되지 않은 Crofer22 APU와 LaxSryMnO3

를 각각 연결재와 공기극으로 사용하여 1000 시간 동안

SOFC의 장기 운전을 수행하였는데, 약 21%의 성능 저하

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67)

따라서 상기 기술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

인 방안의 하나가 금속 연결재에 세라믹 보호막을 코팅

하는 것이며, 보호막 소재는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보호막 역시 금속 연결재의 일부이므로

코팅용 소재는 전기전도도가 우수해야 하며, 연결재의 산

화를 막기 위해 기공이 없는 치밀한 미세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SOFC의 작동환경에서 금속 연결재와의 화학

적 반응성이 없어야 한다. 현재 슬러리 코팅, PVD, Spray

pyrosis 등 다양한 세라믹 코팅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

고 있으며, 스피넬(spinel), 페로브스카이트, MAlCrYO(M =

metal) 등의 코팅용 소재들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68-70) 

본 절에서는 금속 연결재의 보호막 소재

로서 산화 저항성과 전기 전도도가 우수한 스피넬 및 페

로브스카이트 소재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3.1. 스피넬산화물

스피넬(A3O4) 구조의 세라믹 소재는 산소와 Cr의 확산

을 차단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가지는 소재이다. Crofer22

APU 등은 고온의 산화 분위기에 노출되면 표면에 (Mn,

Cr)3O4 스피넬이 형성되며, 이는 Cr2O3로부터의 Cr 휘발

도보다 10
3
배 정도 낮은 휘발도를 보인다.

72)
 하지만 미국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의 연구 결

과에 의하면, SOFC의 장기 운전 시(Mn,Cr)3O4 스피넬에

서도 Cr 휘발이 발생하며, (Mn,Cr)3O4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Cr2O3로부터의 Cr 휘발이 심각하여 성능 저

하가 가속된다.
71,72)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속 연결재의 보호막 소재로 Cr이 함유되지 않

는 Mn, Co, Ni 또는 Fe로 구성된 스피넬 소재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73)

Cr이 함유되지 않은 (Mn,Co)3O4는 금속 연결재용 대표

적인 보호막 소재이다. 일반적으로, 스피넬 소재의 전자

전도는 스피넬 구조 내의 팔면체 위치에 놓인 전하의 이

동(hopping)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팔면체 위치에 서로

다른 전자가의 양이온이 위치하는 것이 스피넬의 전기 전

도도 향상에 유리하다. Fig. 10은 (Mn,Co)3O4 및 기타 스

피넬 소재들의 온도별 전기 전도도를 도시한 것이다.
74)

MnCo2O4는 팔면체 위치에 Co
3+
와 Mn

2+
를 가지고 있어

Fig.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다. Mn1.5Co1.5O4 조성의 경우, 팔면체 위치에 서로 다

른 원자가의 Mn
2+

, Mn
3+

, Co
2+

 및 Co
3+
가 위치할 수 있

어 (Mn,Co)3O4 스피넬 조성 중에서 가장 높은 전기 전도

도를 나타내며 Cr2O3나 MnCr2O4와 비교하여 800
o
C에서

약 10
2

~ 10
4
배 정도 높다.

73,74)

또한 Naka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Mn1+xCo2-xO4의 스

Fig. 9. Area-specific resistance (ASR) of the dual-layer (Sr0.7

La0.2TiO3/La0.8Sr0.2MnO3) interconnect as a function of (a)

temperature and (b) time.
55)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결재용 세라믹 소재 237

제51권 제4호(2014)

피넬 소재는 0.3≤ x≤ 0.9의 경우 입방 구조의 스피넬 상

과 정방정 구조의 스피넬 상이 혼재하는 반면, x < 0.3의

경우 단일 입방 구조, x> 0.9의 경우 단일 정방정 구조의

스피넬 상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74,75)

 전기 전도도가

가장 높은 Mn1.5Co1.5O4의 경우 상온에서 혼재 상을 지니

며, 약 400
o
C 부근에서는 입방 구조와 정방 구조의 스피

넬 상들 사이에서 상 변태가 진행되어 부피 변화가 발생

한다.
73,75) 

Mn1.5Co1.5O4의 열팽창 계수 값은 11.5 × 10
-6 o

C
-1
로

Crofer22 APU, AISI 430과 같은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열팽창 계수와 유사하다.

앞서 언급된 장점들을 지닌 (Mn,Co)3O4는 금속 연결재

의 보호막 소재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Mn,Co)3O4의

소결 방법 또한 일반적인 소결 공정과 구별된다. 일반적

으로 금속 연결재 상에 코팅된 (Mn,Co)3O4는 가습된 환

원 분위기에서 열처리 후, 다시 산화 분위기에서 열처리

하는 이중 소결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환원 분위기에서

(Mn,Co)3O4 스피넬 소재는 MnO와 Co로 분해가 되며, 산

화 분위기에서 열처리되는 동안 (Mn,Co)3O4의 상 형성및

치밀화가 진행된다. 산화 분위기에서의 노출 시간이 길어

지면 복합 조성의 (Mn,Cr,Co,Fe)3O4 스피넬 층(reaction

layer)이 형성되면서 Cr의 휘발과 산소의 유입을 효과적으

로 억제한다. 상기의 (Mn,Co)3O4 및 reaction layer의 형성

기구를 Fig. 11에 도시하였다.
76) 
최근 PNNL의 연구에 따

르면, 6개월 동안 125번의 열 사이클 시험에서도

(Mn,Co)3O4 보호막이 금속 연결재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우수한 결착력을 보였다. 또 (Mn,Co)3O4 보호막 내부에서

도 Cr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74)

한편, (Mn,Co)3O4 보호막 특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이종 원소의 도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ig. 12에서 알 수 있듯이, Ce이 도핑된 (Mn,Co)3O4는 보

호막과 금속 간의 계면 결착력을 향상시켜 850
o
C, 700 시

간의 성능 시험 후에도 박리 없이 잘 부착되어 있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77) 
더불어 전기 전도도 역시 향상시

켜, Ce이 도핑된 (Mn,Co)3O4 보호막은 기존 조성 대비 낮

은 면 저항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n,Co)3O4

소재에 Cu를 도핑하는 경우, 400
o
C 부근에서 발생하는 상

변태에 의한 부피변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열팽창 계수를

증가시켜 금속 연결재의 열팽창 계수와 유사하게 제어할

수 있다. Fig. 13은 Cu의 도핑량에 따른 (Mn,Co)3O4 소재

의 열팽창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0.3 몰까지의 Cu 도핑

량은 (Mn,Co)3O4 소재의 열팽창 거동을 개선시켜, 금속

연결재 상에 (Mn,Co)3O4 보호막을 응력 없이 잘 형성되

도록 유도한다.
78)

 또한 Cu의 도핑은 팔면체 위치에 다양

한 전자가의 양이온 배치를 유도하므로 전기 전도도를 향

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Cu와 Ni이 도핑된 (Mn,

Co)3O4 코팅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Cu 도핑

Fig. 10.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spinel oxide materials at

various temperatures.
74)

Fig. 11.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densification of (Mn,

Co)3O4 coating and the formation of the reaction layer

between (Mn,Co)3O4 and metal.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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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전기 전도도 및 소결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79) 
또한, Cu가 도핑된 (Mn, Co)3O4 소재를 이용

하여 Crofer22 APU위에 치밀한 보호막을 코팅하였으며,

코팅된 금속 연결재를 이용하여 공기극만 존재하는 반쪽

전지 위에 부착 후 Cr 피독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코팅되지 않은 금속 연결재에서는 공기극에서의 Cr 피독

현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공기극 성능 저하가 일어났지만,

보호막이 코팅된 금속 연결재를 사용한 경우 이러한 성

능 감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Fig. 14).

최근에는 Co가 함유되지 않은 (Mn,Cu)3O4 스피넬 소재

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기 전도도와 소결 특성 때문이다. Petric과 Ling은

Mn1.7Cu1.3O4의 전기 전도도가 750
o
C에서 약 225 S cm

–1
을

갖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Mn,Co)3O4 소재보다 2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73)

 Fig. 15는 Mn3-xCuxO4의 소결

거동을 분석한 결과로, (Mn,Cu)3O4 소재는 소결 온도가

(Mn,Co)3O4 보다 낮아 치밀한 보호막 제조에 더욱 유리

함을 알 수 있다.
80)

 따라서 (Mn,Cu)3O4 스피넬 소재를 금

속 연결재의 보호막 소재로 사용할 경우, Fig. 16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치밀막 제조와 더불어 연결재의 저항을 더

Fig. 12. Cross-sectional morphologies of (a) undoped and (b)

Ce-doped (Mn,Co)3O4 on the metallic interconnects

(T 441).
77)

Fig. 13. Thermal expansion behaviors of undoped and Cu-

doped (Mn,Co)3O4.
78)

Fig. 14. Electrochemical study o nthe Cr poisoning of the

La0.6Sr0.4Co0.2Fe0.8O3 cathode in the presence of the

bare and Cu0.2Mn1.4Co1.4O4-coated Crofer22 APU.
79)

Fig. 15. Sintering behavior of Mn3-xCuxO4  with x = 1.0-1.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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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낮출 수 있다.
80)

3.2.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스피넬 소재에 비하여 소결 온

도가 높은 만큼 치밀막 형성이 어렵다. 하지만 화학적 안

정성이 뛰어나 금속 연결재의 보호막 소재로 연구되고 있

으며 공기극 소재로도 사용되는 (La,Sr)CoO3, (La,Sr)MnO3,

(La,Sr)CrO3, (La,Sr)FeO3 등이 대표적이다.
81,82)

 Crofer22

APU 위에 (La,Sr)CrO3와 (La,Sr)FeO3의 보호막이 코팅된

모습과 코팅된 금속 연결재들의 면 저항 값을 Fig. 17에

도시하였다.
81)

 300 시간의 면 저항 측정 시험 후에도

Crofer상에 박리 없이 우수한 결착력을 보이며, 낮은 면

저항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취약한 소결력 때문에,

기존의 슬러리 코팅 및 소결 기법으로는 우수한 치밀도

를 갖는 코팅층 제조가 어렵다. 이에 SOFC의 장기 운전

시, 지속적인 산소 유입으로 인하여 보호막/금속 간의 계

면 특성이 저하되어 그로 인한 연결재의 산화 문제 또는

Cr 피독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코팅

층의 조성과 미세구조를 제어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소재 조성에 따른 차별화된 코팅 기법 개발이 요구된다.

4. 결  론

SOFC 연결재는 단전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시

에 산소와 연료를 분리하는 SOFC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연결재는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높은 전기

전도도와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더불어 다른 SOFC 구성

요소들과 유사한 열팽창 계수 및 낮은 반응성을 가져야

한다. 세라믹 연결재로는 chromite계 소재와 titanate계의

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세라믹 소재의 경우, 치밀막의

제조가 용이하지 않고, SOFC 작동 환경에서 전기 저항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최근에는 소재의 조성 제어, 치

밀막 제조 공정 개발과 함께, 이중층 세라믹 연결재에 대

한 연구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금속 연결재는 Cr을 함유

하는 합금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SOFC 작동 운전시

금속 연결재의 산화 및 공기극으로의 Cr 피독 현상이 발

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속 연결재의 보호막이 필

수적이다. 보호막 소재로는 스피넬 및 페로브스카이트 구

조의 소재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Mn,Co)3O4는

금속의 산화 및 Cr 휘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계면 특성 및 전기 전도도의 향상을

위한 (Mn,Co)3O4 소재의 조성 제어 및 신규 스피넬 소재

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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