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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이온 전자 전도체 (Triple ionic electronic 

conductors: TIEC)는 두 개의 이온과 함께 전자를 동

시에 전달할 수 있는 소재이다. 최근 TIEC는 연료전

지, 막 반응기, 전해 전지 등 다양한 전기화학 디바

이스들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TIEC가 아직 개발 초기이

기 때문에 물질 전달 특성과 전기 촉매 활성 같은 기

본적인 정보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TIEC 물질 내의 결함 형성과 전도 메

커니즘을 포함한 TIEC에서의 물질 전달과 전기화학 

특성에 대하여 요약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결정 구

조와 전기 음성도 같은 TIEC 고유 소재 선별 기준과 

양이온과 음이온 치환 화학 및 결정 구조 디자인, 그

리고 물질 전도를 조정하는 작동 조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TIEC 소재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높은 화학적 안정성과 낮은 온도에

서의 작동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이 필요하며, n-타입 

TIEC 소재 설계를 통한 새로운 소재 개발 영역을 개

척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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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IEC 재료 소재의 일반적인 구조.
파란색 산소 팔면체로 둘러싸인 A-사이트(분홍색)와 B-사이트 
(녹색)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페르보스카이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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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양성자 세라믹 연료전지의 + 전극으로서 TIEC.
a.   양성자 세라믹 연료 전지 개략도 : 3층 디바이스 각 면에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로 구성됨. 수소는 – 전극에서 산화되고 생성된 양성자

는 전해질을 통해 + 전극으로 전달되며, 여기서 산소(+ 전극에 의해 환원됨)와 반응하여 물을 형성함. 이 프로세스를 반대로 실행하면 
전기분해 셀 기능을 할 수 있음.

b.   순수 전자 전도체 단일 입자 상에서 양성자 세라믹 연료전지 (PCFC) + 반응 전극 사이트, 벌크 및 표면에서의 전달 경로 (H+/h+ 
MIEC, O2-/h+ MIEC, H+/O2-/h+ TIEC 왼쪽→오른쪽). 반응 사이트들은 H2O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됐으며, 전자전도도는 p-타입으
로 표시되지만 n-타입도 가능할 수 있음.

그림 3. | TIEC 이온 전달 거동 모사. 
a,   양성자(H+), 전자 홀(h+), 전자 홀-산소 평면 전달 경로. B-사이트 전이금속들은 큰 녹색 구체로 표시되고 산소는 작고 파란 구체로 표

시됨. 
b, B 사이트의 수용체 도핑 물질 변화에 따라 BaZr1–xFexO3 전기전도도는 여과 임계 영역을 통과해 급격한 증가 거동을 나타냄.  
c,   산소와 질소 및 550도 및 700도 반응조건에서 Ba0.85K0.15ZrO3–δ 의 홀, 양성자, 산소 공석의 전도도 거동 분석 결과. 좀 더 지배적인 운반

체의 경우 검은 사각 틀에 의해 강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