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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료전지는 전기화학반응을 통하여 연료의 화

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키는 전력

생산장치이다. 600~1,000 ℃의 고온에서 작동하

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다양한 연료전

지 가운데 연료변환 효율이 가장 높고 내부개질을 

통하여 다양한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양질의 폐열을 활용하여 고효율 열병합 시

스템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친환경 전

기 발전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SOFC의 

소재, 공정 및 디자인 기술의 발전으로 성능이 급

격히 향상됨에 따라 장기 안정성 확보가 상용화를 

위한 최종적인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발전용 

SOFC의 제품화를 위해서는 0.25%/1,000 h 이하

의 성능 열화율과 40,000 h 이상의 수명이 보장되

저자 (E-mail: kjyoon@kist.re.kr)

어야 하며 이 정도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장기 운전 시 나타나는 다양한 열화 현상

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고온에서 발

생하는 SOFC의 열화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

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디자인, 형

상, 소재, 제조 공정, 작동 환경 등에 따라 주요한 

열화 현상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열화 현상

은 양극, 전해질, 음극, 분리판, 밀봉재 등 단전지

와 스택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각 구

성요소 간의 계면과 surface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열화 현상은 크게 화학적 변화에 의한 

열화와 구조적 변화에 의한 열화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그 요인은 셀과 스택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염물질의 유입이나 작동 환경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열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SOFC의 고온 열화 현상은 복잡하고 다

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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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는 전기화학반응을 통하여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전력생

산장치로서 다양한 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높은 온도에서 작동한다. 이 때문에 높은 발전효율, 연료 자율성, 양질의

열 발생 등 고유한 장점을 지니지만 또한 고온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열화 현상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SOFC의 고온 열화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제품화를 위한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화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 본 원고에서는 단전지와 스택의 구성요소별로 주요한 열화 현상을 정리하고 열화억제기술 개발 및

수명 연장을 위한 최근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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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열

화를 억제하고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특징적인 열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에 대한 최적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는 셀/스택 제조 및 평가, 운전, 구조적 분석, 

화학적 분석, 모델링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 연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

된다. 본 원고에서는 SOFC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

화 현상을 단전지와 스택의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동

향을 조사하였다.

2. 양극의 열화 현상

2.1. 고온 화학반응 및 이차상 생성에 의한 열화

페롭스카이트 계열의 양극과 지르코니아 계열

의 전해질 간에는 고온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적 

저항이 높은 부산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계

면 저항을 상승시켜 성능 열화를 초래한다. 이러

한 양극과 전해질 간의 화학 반응은 셀 제조 시에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작동 중에도 추가적으로 진

행될 수 있다. 반응물로서는 pyrochlore La2Zr2O7, 

perovskite SrZrO3 등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 반응

으로 전해질의 Zr이 소모됨에 따라 조성 구배가 

생기게 된다[1]. Oak Ridge National Lab에서는 

in-situ Neutron Diffraction을 사용하여 Figure 1과 

같이 Sr-doped LaMnO3 (LSM) 양극과 yttria-sta-

bilized zirconia (YSZ) 전해질의 반응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YSZ 내의 yttria 함량 및 zirconia의 결정 

구조가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2]. 이 

결과에 의하면 zirconia 내의 yttria의 함량이 적을

때, 즉 zirconia가 tetragonal 구조인 경우 cubic 구

조에 비하여 Mn에 대한 solubility가 크기 때문에 

고온에서 많은 양의 Mn가 LSM으로부터 YSZ로 

확산되고 계면 부근의 La과 Sr의 activity가 증가

하여 La2Zr2O7과 SrZrO3를 생성하는 반응이 촉진

된다. 양극 소재의 A-site를 Sr 또는 Ca으로 일부 

치환할 경우 반응성이 감소하며 Sr에 비하여 Ca 

도핑이 반응 억제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Ca이 도핑된 양극을 사용할 경우 Ca

이 YSZ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반

응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페롭스

Figure 1. LSM-YSZ 시스템에서의 상 변화 메커니즘[2].



기획특집: 전기화학 에너지 기술

12  공업화학 전망, 제21권 제5호, 2018

카이트 구조에서 A-site가 결핍된 조성을 사용하

는 것이다. 반대로 A-site가 과량으로 존재할 경우 

즉시 La2Zr2O7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반응을 제어

하기 위해서는 stoichiometry의 적절한 조절이 요

구된다. 

Perovskite 양극과 YSZ 전해질을 gadoli-

nia-doped ceria (GDC) 계열의 반응방지막으로 분

리할 경우 GDC층을 통한 Sr의 확산이 La보다 빠

르기 때문에 La2Zr2O7보다 SrZrO3의 생성으로 인

한 열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Figure 2

의 XRD 분석 결과는 셀 제조 시뿐만 아니라 작동 

시에도 SrZrO3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작

동온도와 양극의 산소 분압이 높아질수록 SrZrO3

에 의한 성능 열화가 심화된다[3]. GDC층에 기공 

또는 크랙이 존재할 경우에는 Sr이 surface dif-

fusion을 통하여 양극에서 전해질로 수월하게 이

동하고 SrZrO3를 생성할 수 있다. 치밀한 GDC층 

내에서 Sr의 bulk diffusion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이지만 grain boundary diffusion은 bulk diffusion

에 비하여 103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GDC층의 

density를 높이는 것만으로 SrZrO3의 생성을 완벽

하게 억제할 수는 없다. 셀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는 Sr의 chemical potential gradient가 커지기 때문

에 idle 상태에 비하여 Sr의 diffusion 및 SrZrO3의 

형성이 촉진된다[4]. 양극과 반응방지막 계면에서 

Sr의 chemical potential은 반응방지막의 조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Sr의 diffusion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반응방지막의 조성을 최적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5].

2.2. Sr Segregation에 의한 열화

양극 물질의 표면에서는 Sr이 segregation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SOFC의 성능 및 안정성

에 큰 영향을 미친다. Sr이 표면에 segregation 될 

경우 이는 SrO 또는 Sr(OH)2로 존재할 수도 있고 

A-site가 Sr인 perovskite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Ruddlesden-Popper phase로 상 분리를 일으키는 

것도 가능한데 이들은 어떤 형태이든 산소 환원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서 성능 열화를 초래한다. 

그 증거로서 HCl chemical etching으로 Sr을 표면

에서 제거할 경우 원래의 성능이 회복된다[6,7]. 

Sr segregation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결론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론으로는 전기적, 열적, 산소분압 구배 하에서 

cation 간의 mobility 차이로 인한, 즉 Sr2+의 mobi-

lity가 La3+에 비하여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나타

나는 kinetic demixing이 있고[8], 또 다른 측면으

로는 Sr2+ 이온(144 pm)이 La3+ 이온(136 pm)보다 

크기 때문에 압축 응력을 받아 segregation된다는 

주장도 있다[9]. 가스 내에서 Sr과 반응할 수 있는 

SO2와 같은 오염물질이 Sr을 표면으로 segrega-

tion시키는 driving force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

도 있다[10]. Sr segregation에 대한 연구에는 대부

분 고순도, well-define된 박막 시편을 이용하며 

segregation의 정도는 TOF-SIMS, XPS, AES, 

ICP-OES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Sr segregation은 고온에서 심화되기 때문에 제조 

온도 및 작동 온도를 낮추는 것이 이로 인한 성능 

열화를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6]. Elastic한 측면에서는 strain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스트와 첨가물의 size mismatch를 최소

화해야 하고 electrostatic한 측면에서는 Sr이 La 

자리에 도핑될 경우 negative charge를 지니기 때

문에 표면에 oxygen vacancy와 같은 positive 

Figure 2. LSCF와 YSZ 분말의 800 ℃ 열처리 전(a)과 후

(b) XRD 패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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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를 감소시킴으로서 Sr segregation을 억제할 

수 있다[11]. 표면에 segregation 되어 있는 SrO는 

그 자체로도 산소환원반응의 속도를 저하시켜 성

능 열화를 초래하지만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포

함되어 있을 때에는 이와 반응하여 반응물을 생성

함으로써 오염 물질에 의한 피독을 심화시키는 역

할을 한다.

2.3. 오염물질에 의한 열화

양극으로 유입되어 성능 열화를 초래할 수 있는 

오염 물질로는 금속분리판으로부터 휘발되는 Cr, 

대기 중의 수분, 황, 이산화탄소, 그리고 밀봉재로

부터 기화될 수 있는 B, Si 등이 존재한다. 오염 

물질은 전극과 반응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유

형의 열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비용을 낮

추기 위하여 저가의 부품을 사용할수록 오염물질

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각종 오염물

질 가운데 양극 열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

질은 금속 분리판으로부터 휘발되어 전기화학 반

응 site를 poisoning시키는 Cr으로 알려져 있다. 금

속 분리판으로는 stainless steel 계열의 소재가 널

리 사용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상당히 높은 함량의 

Cr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면에 Cr2O3 또는 Mn-Cr 

spinel이 형성되어 고온 부식이 억제된다. 이러한 

stainless steel 계열의 금속 분리판이 양극의 고온 

산화 분위기에 노출될 경우 Cr이 휘발되어 문제를 

일으킨다. Cr은 6가의 상태에서 휘발성을 지니며 

높은 휘발성을 지니는 Cr (VI) species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하여 생성된다. 

Cr2O3 (s) + 3/2 O2 (g) = 2 CrO3 (g) (1)

Cr2O3 (s) + 3/2 O2 (g) + 2 H2O (g) = 

2 CrO2(OH)2 (g) (2)

양극이 Dry air에서 작동할 경우 첫 번째 반응

에 의한 Cr 휘발만 발생하지만 수증기가 존재할 

경우 두 번째 반응도 함께 작용하므로 Cr의 휘발

이 촉진된다. 금속 분리판으로부터 휘발된 Cr은 

양극으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은 전기화학 반응으

로 전극에 증착되어 반응 사이트를 오염시키고 성

능을 열화시키게 된다. 

2 CrO3 (g) + 6e = Cr2O3 (s) + 3O2- (3)

2 CrO2(OH)2 + 6e = 

Cr2O3 (s) + 2 H2O (g) + 3O2- (4)

이러한 기본적인 전기화학적 증착 외에도 전극

의 성질에 따라 부가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LSM 양극의 경우 Cr에 노출될 경우 Figure 

3과 같이 Mn-Cr 스피넬이 형성될 수 있다[12]. 반

응 초기에는 LSM 구조가 유지되며 YSZ의 표면

에 나노스케일 Mn-Cr 스피넬 입자가 형성되는데 

이는 앞서 설명된 Mn2+의 out-diffusion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 반응이 계속하여 진행되면 

LSM의 표면에서 Mn이 부족해짐에 따라 표면이 

분해되고 결국 YSZ 표면은 Mn-Cr 스피넬 입자로 

덮이며 LSM은 완전히 분해된다.

3. 음극 열화

3.1. 미세구조 변화에 의한 열화

음극 내 미세구조의 변화는 Ni의 조대화에 의하

여 일어나며 이는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삼상

계면을 감소시켜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 Ni 입자 

Figure 3. Cr에 의하여 LSM 표면에 Mn-Cr 스피넬이 형성

된 HAADF-STEM 이미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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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Ostwald ripening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

며 여기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첫 번

째는 volatile한 Ni species의 gas phase transport에 

의한 성장이다. 연료 내에 수증기가 존재할 경우 

Ni(OH)2가 가장 가스 분압이 높은 species이다. 

Ni(OH)2의 분압은 수증기 함량이 적을 때 수증기 

분압에 민감하게 의존하며 수증기 함량이 10% 이

상이 되면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Ni의 

evaporation과 re-precipitation이 일어날 경우 Ni의 

입자 성장과 더불어 Ni의 local enrichment와 de-

pletion이 관찰된다[13]. 두 번째 메커니즘은 va-

cancy를 통한 diffusion인데 여기에서의 driving 

force는 인접한 입자간의 curvature의 차이이다. 

즉, 입자의 반경이 작을수록 gas pressure는 증가

하고 따라서 작은 입자일수록 vacancy 농도가 높

게 된다. 인접한 입자 간에 vacancy 농도의 차이가 

존재하면 diffusive flux가 생겨나고 이는 입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14].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한 

입자의 성장은 particle size distribution이 클수록 

심해지고 작동 초반에 심하게 일어나며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나서 particle size distribution이 좁아

지게 되면 그 속도가 늦춰진다. Ni hydroxide 

complex들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 역시 수분이 존재하면 가속화된다. Ni 

입자의 성장 속도는 음극의 조성에 영항을 받으며 

Ni의 함량이 늘어날수록 속도가 빨라진다[15]. Ni 

입자의 크기는 작동 초기의 입자 성장에 큰 영향

을 미치는데 입자가 미세할수록 초기 입자 성장 

속도가 빠르다. 약 1,000 h 이후에는 입자 성장 속

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초기 미세구조의 

영향이 거의 사라진다[16]. 가스 flow rate을 증가

시키면 입자 성장이 빨라지는데 이는 가스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수록 표면이 평형상태에서 멀어지

기 때문이다[17]. Ni 입자의 성장이 전류와 polar-

ization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정리하자면, Ni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size distribution이 넓을수록, Ni의 함량이 높을수

록, 그리고 gas flow rate이 높을수록 Ni 입자 성장

Figure 4. Ni-YSZ 음극 기능층의 3차원 미세구조 분석 예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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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성능 열화는 심해진다. 최근 FIB-SEM과 

tomography에 의한 3차원 미세구조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Figure 4와 같이 Ni의 입자 성장과 

모양의 변화, 기공구조의 변화, 그리고 TPB length

의 감소의 상관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18].

3.2. 산화-환원 사이클에 의한 열화

음극의 산화-환원 사이클로 인한 성능 열화의 

주된 원인은 cermet 구조의 부피 변화로 인한 전

해질 내 크랙의 발생이다. NiO가 Ni로 환원될 때 

부피 감소 및 YSZ 표면에서의 wetting property의 

변화로 인하여 입자의 재배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 작동 중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i의 입자 성

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후 Ni이 재산화되는 경

우 원래의 NiO 상태로 복원되지 않으며 이는 기

존 YSZ의 network을 파괴하고 cermet의 부피를 

팽창시킨다. 환원 후 재산화된 NiO는 원래와는 다

르게 스폰지와 같이 porous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는 부피 팽창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Figure 5 

[19]). 재산화 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는 NiO의 growth 때의 dominant mass-trasport가 

grain boundary를 통한 Ni의 outward diffusion이

기 때문이다. 재산화시 음극의 부피 팽창에 의하

여 전해질에 인가되는 tensile stress가 rupture 

modulus보다 커지면 전해질에 크랙을 발생시킨

다. 산화-환원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파괴

를 억제하는 데에는 Ni에서 NiO로 산화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입자의 부피 팽창을 accommodate

할 수 있도록 음극의 기공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

적이다. 초기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도 산화-환원 

사이클 저항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나 미세한 입자와 큰 입자 사이에 어느 편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들이 보고되고 

있다[19,20]. 산화-환원 사이클이 반복되면 strain

이 누적됨에 따라 Young’s modulus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3YSZ가 8YSZ에 비하여 

유리하다. 산화-환원 저항성 측면에서는 cermet의 

Ni 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산화-환원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cermet

의 부피 변화가 작아진다.

3.3. Carbon Deposition에 의한 열화

Hydrocarbon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 연료

는 Ni 표면에서 분해되어 carbon이 증착되고 수소

가 생성된다.

CH4 → C + 2H2 (5)

700 ℃ 이하의 저온에서는 연료 내 CO의 dis-

proportionation, 즉 Boudouard reaction에 의해서

도 carbon이 증착될 수 있다.

CO + CO → C + CO2 (6)

증착된 carbon은 반응식 (7)과 같이 reverse 

Boudouard reaction에 의하여 CO2와 반응하여 

CO를 형성할 수 있고 반응식 (8)와 같이 수분과 

반응하여 CO와 H2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 TPB에

서는 반응식 (9)와 같이 전기화학적으로 CO로 산

화될 수도 있다.

C + CO2 → CO + CO (7)

C + H2O → CO + H2 (8)

C + O2- → CO + 2e (9)

Figure 5. 환원 후 재산화된 NiO의 particle morpholog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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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5)와 (6)의 속도가 (7)-(9)의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 carbon deposition이 발생하고 성능의 

열화가 나타난다. 즉, 반응 (5), (6)을 억제하거나 

반응 (7)-(9)를 촉진하면 carbon deposition을 완화

할 수 있다. S/C ratio가 높을수록 반응 (8)이 촉진

되어서 coking을 억제하는 효과는 좋아지지만 과

량의 수분을 공급하게 되면 Ni 산화, 휘발 등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류를 높이게 되면 반응 (9)가 촉진되고 또한 수

증기가 많이 생성되어 반응 (8)도 빨라지기 때문

에 coking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연료 가

스에 CO2를 섞어주게 되면 반응 (7)이 촉진되어 

carbon deposition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Coking이 일어나지 않는 작동 환경을 찾기 위해서 

열역학적인 계산이 사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론적인 계산과 실험적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열역학적으로는 800 ℃에서 

S/C ratio가 1 이상이면 carbon deposition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하지만[21] 실험적으로는 이보다 더 

높은 S/C ratio에서도 coking이 관찰된다[22]. 

Ni 기반 cermet 음극에 solid carbon이 증착되면 

전기화학 반응, 가스 diffusion, 그리고 cermet 음

극의 구조적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다. Carbon은 

adsorbed, polymeric, vermicular filaments, car-

bide, graphitic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Ni 표면에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작

동 온도와 사용된 연료의 종류이다. Ni-YSZ 음극

의 경우 methane을 연료로 작동하였을 때 700 ℃ 

이하에서는 nano-fiber 형태의 carbon이 형성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Ni에 carbon이 증착된 후 

dissolve되어 Ni의 morphology를 스폰지 형태로 

바꾼다(Figure 6)[21]. 이때 YSZ의 morphology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Ni과 YSZ 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다. Carbon의 dissolution이 심해지면 Ni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결국 크랙이 발생하게 된다

(Figure 7)[23]. 저온에서 nano-fiber의 형태로 증

착되는 경우에도 cermet의 부피가 팽창하여 크랙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3.4. Sulfur poisoning에 의한 열화

Sulfur는 탄화수소 계열 연료 또는 개질로 생산

된 수소 연료 내에 일정량 존재할 가능성인 높다. 

일반적으로 Ni-YSZ 음극이 연료 내 ppm 수준의 

H2S에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전압 강하가 일어나

 

Figure 6. Methane 연료로 700 ℃ (왼쪽)와 800 ℃ (오른쪽)에서 작동한 후 Ni-YSZ 음극의 미세구조[21].

Figure 7. Ni에 carbon이 dissolution되어 발생한 크랙의 

SEM 이미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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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후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추가적으로 성

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작동 온도와 

H2S의 농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Figure 8은 

H2S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power 

output의 경향을 보여준다[24]. 초반의 즉각적인 

전압 강하는 elementary S가 Ni의 표면에 흡착되

어 연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site를 막기 

때문에 일어나고 그 이후 서서히 발행하는 추가적

인 성능 열화는 각종 nickel-sulfur compound가 형

성되고 미세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며 발생한다. 이 

두 가지 열화기구 가운데 일반적인 SOFC 작동 조

건에서 ppm 수준의 H2S가 존재할 경우 흡착에 의

한 성능 열화가 주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연료에서 sulfur를 제거하면 원래의 성능이 

회복된다. 하지만 H2S의 농도가 높아지고 작동 온

도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작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sulfide phase가 형성되어 irreversible한 열화가 일

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작동 온도가 낮아

질수록 sulfur에 의한 영향이 심해지고 sulfur를 제

거하였을 때 성능이 회복되는 시간도 더욱 길어진

다. 따라서 중저온용 SOFC에서는 desulfurization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Sulfur poisoning의 정

도는 S2의 평형 부분분압이 아니라 연료 내에 존

재하는 sulfur의 총량에 의하여 결정된다[25]. 

Sulfur의 농도가 높은 경우 연료 내에 수증기 함량

이 높을수록 성능 열화가 억제되는데 이는 H2O가 

sulfur의 탈착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Sulfur의 영향

은 수소 연료보다 탄화수소 연료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소의 전기화학적 산화반응과 

탄화수소 연료의 개질반응, water-gas shift re-

action이 Ni 표면 중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며 이들 

중 후자에 sulfur의 흡착이 더욱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기화학적 연료의 산화반응보

다 연료의 개질반응이 sulfur에 의하여 더욱 심하

게 영향을 받는다. 전류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sulfur poisoning 효과가 감소하는데 이는 음극 표

면에 흡착된 sulfur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전기화학적으로 산화되어 제거되기 때문이다.

S* + 2O2- → SO2 (g) + 4e- (10)

S* + 2OO
x → SO2 (g) + 2VO

.. + 4e- (11)

4. 금속 분리판 열화

금속분리판으로는 Cr 함량이 높은 chromia- 

forming alloy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표면에 Cr2O3 또는 Cr-Mn 스피넬 보호층을 형성

하여 고온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한다. 하지만 

실제 SOFC 작동온도에서는 양극 측의 산화분위

기에서 표면의 scale이 성장하여 전기 저항의 증가 

및 기계적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800 ℃에

Figure 8. Sulfur poisoning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power output 경향[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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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000 h 동안 노출된 AISI441 금속분리판의 표

면에는 10 µm 이상 성장한 산화층이 관찰된다

(Figure 9)[26]. 이렇게 표면 산화층이 과도하게 성

장하게 되면 금속과 산화층 계면에 기공이 형성되

고 growth stress와 thermal stress 때문에 크랙과 

spallation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산화층의 성장

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금 또는 슬러리 코팅에 의

한 표면 코팅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금속분리판은 스택 내에서 밀봉재와 일정 부분 

접촉하게 되며 그 계면에서는 각종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밀봉재 내의 K, Na 등의 alkaline 

metal component는 금속분리판 표면 scale의 Cr과 

반응하여 양극 쪽의 산화분위기에서 K2CrO4, 

Na2CrO4 등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밀봉재 내의 

Ca, Sr, Ba 등 alkaline earth component는 금속분

리판의 표면 scale과 반응하여 CaCrO4, SrCrO4, 

BaCrO4 등을 형성한다. 음극의 환원 분위기에서

는 금속분리판의 Fe와 Mn이 밀봉재의 Si과 반응

하여 FeSiO3, Mn2SiO4 등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

한 반응물이 밀봉재와 금속분리판 계면에만 안정

적으로 존재한다면 스택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alkaline 또는 

alkaline earth chromate이 형성되면 금속분리판 

표면의 Cr2O3 또는 Mn-Cr 스피넬 보호막이 파괴

되어 산화가 촉진되고 저항이 증가하여 스택 성능

의 열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보호막이 파괴된 

부분에서 전기전도도를 갖는 Fe-oxide의 dendritic 

growth가 일어나 전기적 단락을 일으킬 수도 있

다. 이러한 화학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밀봉재와 

접촉하는 부분의 금속분리판 표면에 Al을 ultra-

sonic spray로 증착한 후 산화시켜 치밀한 alumina 

층을 형성하는 공정이 개발되었다(Figure 10[27]). 

Figure 11에서 표면의 형상이 불규칙한 이유는 코

팅층과의 접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속분리

판의 표면을 surface blast, grind, cold roll, desi-

liconize 등의 처리로 roughness를 증가시켰기 때

문이다.

5. 밀봉재 열화

SOFC의 밀봉재는 glass 또는 glass-ceramic rig-

id seal, 금속 또는 mica compressive seal, braze로 

구분할 수 있다. Glass rigid seal은 bonding에 의

한 seal을 형성하여 누설률이 매우 낮은 장점을 지

니지만 열사이클 등 외부에서 주어지는 force에 

의하여 빠르게 열화된다. Glass-ceramic seal은 기

계적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glass를 일정부분 결정

화시켜서 형성한다. 이 경우 주로 결정질과 비결

정질 사이의 열팽창계수 차이가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데 특히 cristobalite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냉

각 시의 부피 감소로 인하여 크랙이 발생하기 쉽

다. 또한 결정질 표면에서 glass의 wetting이 문제

Figure 9. 800 ℃에서 8,000 h 노출 후 AISI441 금속분리

판의 단면 이미지[26].

Figure 10. 금속분리판 보호용 aluminized laye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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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결정화가 지나치게 일어나

면 wetting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여 크랙이나 

기공이 생기기 쉽고 반대로 결정화가 충분히 일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기계적인 강도를 얻기 

어렵다. Compressive seal의 경우 스택의 다른 부

품과 bonding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thermal cy-

cle을 겪을 때 residual stress가 남지 않으므로 열

팽창계수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지닌다. 

Mica 밀봉재는 작은 판상의 flake로 이루어지는데 

주된 열화의 원인은 thermal cycle시 발생하는 마

찰에 의한 기계적 마모이다. Mica는 열사이클을 

겪게 되면 contact surface의 roughness로 인하여 

indentation이 생기고 그 주변에 fragmentation이 

생기는데 이는 전형적인 세라믹의 sliding wear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Si(OH)4 기체 발생으로 인한 

열화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수증기가 포함된 환원

분위기에서 심하게 나타난다[28]. 계면 상태를 개

선하여 mica compressive seal의 누설률을 낮추기 

위해 Ag와 함께 hybrid seal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산화분위기에서 Ag의 vaporization이 열

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화된 Ag는 양극에 다시 

증착되어 전극 성능을 열화시킬수도 있고 mica 내

부로 침투한 Ag가 전기적 단락을 초래할 수도 있

다. 또한 음극 쪽의 수소가 Ag로 dissolution되어 

“hydrogen embrittlement”, 즉 tensile strength, 

fracture toughness 등 기계적 성질에 문제를 일으

키기도 한다. Brazing의 경우에는 세라믹이 braze 

metal에 의하여 wetting이 잘 되지 않으면 기계적 

열화가 발생하기 쉽고 brazing metal 내에 수소가 

dissolution되어 braze에 포함된 CuO를 환원시키

며 열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braze와 금속 frame 

사이에서 발생되는 크랙이 열화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된 바 있지만[29] 아직까지는 failure mecha-

nism, 계면 morphology의 영향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6. 결 론

본 원고에서는 SOFC 단전지 및 스택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열화 현상과 그 메커니즘을 구성요소

별로 정리하였다. 양극은 소재의 조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적 열화가 발생하는 반면 음극

은 화학적으로는 단순하지만 Ni의 구조 변화에 의

한 열화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외부 요인에 의한 

열화는 양극의 경우 Cr poisoning, 음극은 sulfur 

poisoning과 coking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금

속 분리판의 경우는 표면 산화층의 성장과 Cr 휘

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밀봉재는 기계적 파

괴, 금속분리판과의 화학반응, 전기적 단락을 방지

하여야 한다. SOFC의 열화는 매크로한 기계적 파

괴에서부터 표면의 원자 스케일의 변화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연구에는 

다양한 화학적, 구조적 분석 기법이 요구된다. 최

근에는 synchrotron을 이용한 원자단위의 표면 분

석, SIMS를 이용한 ppm 단위 이하의 오염물질 분

석, FIB-SEM과 x-ray tomography를 이용한 3차원 

구조 분석, in-situ와 in-operando 분석 등 첨단 분

석 기법이 개발되어 고온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

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기화학적, 화학적, 구조적 분석으로 획득한 정보

를 기반으로 열화 모델을 개발하여 열화 실험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도 계

속되고 있다. SOFC의 열화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단전지, 스택, 작동환경 각

각에 따라 전혀 다른 열화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별로 각자의 고유한 열화 현

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해 반드

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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