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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연환경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풍력,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연료전지는 자동차, 선박뿐만 아

니라 휴대용 전기기기에까지 적용이 시도되고 있어 향

후 사용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분야이다1).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내연기관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며 연료의 공

급이 계속되는 한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작동 중에는 소음과 진동이 적고 NOx와 SOx의 방

출량이 적으며 연소생성물로는 물과 열만을 생성하여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진다2,3). 이러한 연료전지는 연료

극(anode), 전해질(electrolyte) 및 공기극(cathode)으로 구

성되며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작동온도, 효율, 촉매 및 

각 전극의 특성이 정해진다4). 700~1,000℃의 고온에서 

작동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이하 ‘SOFC’라 한다)는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에너지 

손실이 적고 발전효율이 높다. 하지만 단일 셀(cell) 만

으로는 요구되는 전력밀도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지의 스택(stack)을 통해 생산전력을 증가시킨다.

Johnson5)은 제조과정과 작동 중 발생 가능한 연료전

지 손상을 표면수직, 계면 및 내부균열의 형태로 구분

하여 각각의 균열거동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연결재의 

구조를 고려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Busso 등6)

은 세라믹 재질로 구성된 SOFC의 열 충격실험에서 이

종재료간의 치밀화 속도와 열팽창률 차이 등의 원인으

로 표면균열 및 계면균열의 파손형태가 지배적임을 확

인했다. 이러한 손상들은 정상작동 중 구조적 결함을 

야기하여 전지의 발전 및 적용시스템의 안전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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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환경에서 연료극 지지체

식 평판형 SOFC 단전지의 공기극에서 발생한 표면균

열이 고온의 작동상태에서 전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균열단 주위의 응력장 변화와 균열거동을 

평가하였다.

2. 수치해석 모델

2.1 재료특성 및 해석 모델

해석대상은 상용화된 양극-전해질-음극(PEN)구조의 

연료극 지지체식 평판형 SOFC 단전지(K. Co.; cell size 

: 100 cm2, active area : 81 cm2)와 금속연결재(MIC)이

다. 각 전극별 재질은 연료극 Ni-YSZ인 다공질 서멧

(cermat, 내열성합금), 공기극은 LSM-YSZ 세라믹 혼합

전도체, 전해질은 이온전도도가 높고 전자전도도가 낮

으며 도전율이 극대화되는 특성을 가진 8 mol%의 YSZ

이며 연결재는 금속재인 CroferⓇ 22APU로 선정하였다.

Fig. 1은 SOFC와 연결재의 결합구조 및 균열의 위치

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모델은 SOFC단전지에 연결재

가 상․하로 적층된 구조이며, 연결재의 내부는 직사

각형의 채널이 교차류(cross-flow) 형태를 갖는다. 

균열은 Johnson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지의 반

응과정에서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을 일으킬 수 있는 

표면균열을 간주하였고, 균열방향은 공기극의 표면에

서 연료극으로 수직한 방향이며, 균열위치는 전지의 

중심에서 공기의 유동이 발생하는 채널의 아래의 공기

극 표면➀이다. SOFC의 각 전극은 등방성 균질재이며 

선형 탄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Table 1은 

해석에 사용된 모델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는 

SOFC와 연결재의 물성치를 나타낸다. 

Fig. 1. The configuration of the planar SOFC flow channel.

Table 1. Analysis model size of SOFC

Parts Size (cm2) Thickness (mm)

Anode 100 × 100 0.86 

Electrolyte 90 × 90 0.015

Cathode 90 × 90 0.05

Interconnect 120 × 120 3

Parts Width (mm) Height (mm)

Channel 2 2

Rib 1 2

Table 2. Properties of the SOFC stacked materials7-9)

Anode
(Ni- YSZ)

Electrolyte
(8mol% YSZ)

Cathode
(LSM -YSZ)

Interconnect
(CroferⓇ 22 

APU)

Modulus of
elasticity (GPa)

55 215 35 220

Poisson’s ratio 0.17 0.32 0.25 0.3

Density (g/cm3) 6.87 5.90 6.57 7.7

TEC (1/K)×10-6 12.5 10.8 11.2 10.8

Fig. 2. The geometrical crack configuration of planar SOFC.

Fig. 2에 균열의 형상을 전지 단면으로 도식화하여 나

타내었다. 균열의 양끝은 0.05 mm 반경을 갖는 형상이다.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여 약 603,286 ~ 1,580,271개 전후의 8절점 사면체 

및 육면체 요소를 사용하였다. 균열면은 서로의 간섭을 

고려한 접촉조건을 부여하였다. Table 3은 균열의 길이와 

깊이에 따른 형상비를 나타낸다. l은 균열길이, d는 균열

깊이를 나타낸다. l/d비에 따라 9종류의 균열형상을 고려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은 3차원 모델 및 균열의 

유한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 Specification of surface crack aspect ratio

Crack
depth, d

Crack length, l

1 mm 2 mm 3 mm

0.05 mm l/d = 20 l/d = 40 l/d = 60

0.065 mm l/d = 15.4 l/d = 30.8 l/d = 46.2

0.115 mm l/d = 8.7 l/d = 17.4 l/d = 26.0



평판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표면균열거동에 관한 수치해석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제5호, 2018년 3

Fig. 3. 3D finite element model.

2.2 해석순서 및 방법

해석은 형상비가 각기 다른 균열이 삽입된 연료전지

를 작동시스템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연료전지의 작

동시스템은 상온에서 전지를 스택하여 발전시스템 구

조를 만들고 이후에 고온의 작동상태 만들어 유입되는 

연료와 산소의 산화반응 및 확산을 통하여 전기에너지

를 얻게 된다. 따라서 상온에서 작동온도인 750℃로 온

도를 상승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3 수치해석 및 평가

2.3.1 열 해석

기계적 하중 및 초기 온도 분포가 없는 등방성 재료

는 온도변화가 주어지면 각 재료의 열팽창률에 의해 

각각의 요소가 균일하게 변형된다. 하지만 SOFC는 전

극 재료간의 서로 다른 열팽창률로 인하여 불균일한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해석은 선형 열탄성 이론을 바

탕으로 하였고,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률 텐서 ij는 다

음 식 (1)로 주어진다10).

ij  ije  ijT (1)

ije 는 탄성 변형률, ijT는 열 변형률을 나타낸다. 온

도가 초기온도 T에서 작동온도 T로 상승할 때 열변

형률은 다음 식 (2)와 같다.

ijT  TTij (2)

는 선형 열팽창 계수, ij는 크로네커 델타를 나타

내며 탄성 변형률은 응력 텐서와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식 (3)과 같다.

ije  

ij  


kkij  (3)

는 전단계수, 는 포와송비를 나타내며 총 변형률

텐서는 식 (1), (2) 및 (3)을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얻

어진다.

  


ij  


kkij   TTij (4)

2.3.2 균열거동평가

취성성질의 SOFC재료는 선형탄성파괴를 고려하여 

균열의 거동을 평가하며 파괴평가 파라미터인 응력확

대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K, 또는 에너지 해방률

(Energy release rate) G,를 균열근방의 응력 및 변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균열 근방의 변위 u, v, w는 다음 

식 (5)로 주어진다11).

u
KⅠ 





cos


cos






KⅡ 





sin


sin




v
KⅠ 





sin


sin






KⅡ 





cos


cos




w
KⅢ 




 sin
 (5)

여기서 r, 는 원통좌표계에서 균열선단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며, 는 평면변형률 상태를 고려하여  로 

나타내며 이때 응력확대계수 K는 식 (6), (7)으로 얻어

진다.

KⅠ 



∆
(6)

KⅡ 



∆
(7)

3종류의 재료가 적층된 구조인 SOFC는 지지체 전극

의 종류에 따라 전해질 지지체식, 공기극 지지체식 및 

연료극 지지체식으로 나누어진다. 다른 지지체식에 비

해 고성능의 연료극 지지체식의 경우 전해질과 공기극 

층이 연료극에 비해 매우 얇기 때문에 연료극의 열 변

형에 지배를 받는다. 또한 계면 근방의 균열진전방향

은 균열의 혼합모드 파괴양식을 따르게 된다. 

3. 해석결과

스택상태의 단전지는 고온의 작동상태에서 열 변형

이 발생하여 전극표면에 연결재 내부의 채널 구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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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on Mises stress contour of the anode-supported planar 
SOFC and the interconnect parts at operating temperature.

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4는 전지의 작동상태를 고

려한 von Mises 응력등치선의 결과를 나타낸다.

3.1 표면균열 응력분포

Fig. 5의 등치선은 l/d비가 20인 균열 선단면의 주응

력 등치선을 나타내며 하단부의 그래프는 l/d비가 20, 

40과 60일 때 균열 선단에서의 주응력분포를 나타낸

다. 균열선단부에서 얻어진 주응력은 표면균열의 양끝

부분이 역대칭의 응력분포를 나타내었다. l/d비가 20, 

40 그리고 60 모두 공기극 표면에서 최댓값이 179, 180 

그리고 181 MPa로 유사한 값으로 얻어졌다. 공기극/전

해질 계면에 걸친 균열 선단부에서는 약 75 ~ 80 MPa

의 값이 얻어졌다. 작동상태에서는 전지가 밀봉된 구

조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열팽창이 억제되어 표면균열

길이 변화에 따른 주응력 값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The distribution of principal stress in the crack tip at 
operating temperature(l/d = 20, 40, 60).

Fig. 6. The distribution of shear stress in the crack tip at 
operating temperature(l/d = 20, 40, 60).

Fig. 6의 등치선은 l/d비가 20인 균열 선단면의 전단

응력 등치선을 나타내며 하단부의 그래프는 l/d비가 

20, 40과 60일 때 균열 선단에서의 전단응력 분포를 나

타낸다. 균열선단에 따른 전단응력의 분포는 표면균열

의 양끝부분이 역대칭의 응력분포를 나타내었다. 

l/d비가 20, 40 그리고 60일 때 공기극 표면에서 최

대 전단응력값은 모두 약 189 MPa로 얻어졌다. 공기극

/Fig. 6의 등치선은 l/d비가 20인 균열 선단면의 전단응

력 등치선을 나타내며 하단부의 그래프는 l/d비가 20, 

40과 60일 때 균열 선단에서의 전단응력 분포를 나타

낸다. 균열선단에 따른 전단응력의 분포는 표면균열의 

양끝부분이 역대칭의 응력분포를 나타내었다. 전해질

계면에 걸친 균열 선단부에서는 약 161 MPa의 값이 

얻어졌다. 이는 서로 다른 열팽창률을 가지는 계면임

에도 불구하고 박판구조인 공기극과 전해질의 구조적 

영향과 전지 전체가 밀폐구조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얻어진 결과로 보아 균열성장이 균열깊이방향이 아닌 

균열길이 방향으로 예측된다.

Fig. 7의 등치선은 l/d비가 15.4인 균열 선단면의 주

응력 등치선을 나타내며 하단부의 그래프는 l/d비가 

15.4, 30.8 그리고 46.2일 때 균열선단에서의 주응력분

포를 나타낸다. l/d비가 15.4인 주응력분포는 표면에서

-85 MPa의 압축응력이 발생하여 공기극/전해질 계면위

치로 갈수록 증가하여 -5 MPa의 압축응력이 나타났다. 

이후 전해질 내부로 갈수록 주응력이 급격하게 증가하

여 전해질/연료극 계면에서 최대주응력인 748 MP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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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distribution of principal stress in the crack tip at 
the operating temperature(l/d = 15.4, 30.8, 46.2).

Fig. 8. The distribution of shear stress in the crack tip at the 
operating temperature(l/d = 15.4, 30.8, 46.2).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전해질/연료극 계면에서 멀어질

수록 주응력이 감소하여 공기극/전해질 계면에서 16 

MPa이 얻어졌고 표면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표면에서 

243 MPa이 얻어졌다. 공기극 균열 선단에서는 앞선 공

기극 표면균열과 유사한 응력분포를 보였으며 공기극/

전해질 계면에서 가장 높은 폭의 응력변화가 발생하였

다. l/d비가 30.8과 46.2인 경우에도 최댓값 및 주응력 

분포는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Fig. 8의 등치선은 l/d비가 15.4인 균열 선단면의 전단

응력 등치선을 나타내며 하단부의 그래프는 l/d비가 

15.4, 30.8 그리고 46.2일 때 균열선단에서의 전단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전단응력분포는 전해질/연료극 계면

에서 최댓값이 얻어져 주응력분포와 유사한 경향으로 

확인되었다. l/d비가 15.4, 30.8 그리고 46.2에서 최댓값

이 각각 1.37, 1.35 그리고 1.36 GPa의 유사한 값으로 얻

어졌다. 전해질 깊이의 표면균열에서도 표면균열길이 

변화에 따른 주응력 및 전단응력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

로 판단된다.

Fig. 9의 등치선은 l/d비가 8.7인 균열 선단면의 주응

력 등치선을 나타내며 하단부의 그래프는 l/d비가 8.7, 

17.4 그리고 26.0일 때 균열 선단에서의 주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l/d비가 8.7인 주응력분포는 표면에서 –0.11 

GPa의 응력이 얻어졌으며 이후 연료극으로 갈수록 주

응력이 증가하여 연료극 내부 균열선단에서 0.4 GPa의 

일정한 응력값을 유지하다가 전해질/연료극 계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대주응력 2.08 GPa이 나타났다. 

이후 공기극/전해질 계면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0.33 

GPa이 얻어졌고 표면으로 갈수록 서서히 증가하여 표

면에서 0.43 GPa이 얻어졌다. l/d비가 17.4와 26.0 모두 

전해질/연료극 계면에서 최댓값이 2.15와 2.13 GPa로 

얻어졌다.

Fig. 9. The distribution of principal stress in the crack tip at 
the operating temperature(l/d = 8.7, 17.4,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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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distribution of shear stress in the crack tip at the 
operating temperature(l/d = 8.7, 17.4, 26.0).

Fig. 10의 등치선은 l/d비가 8.7인 균열 선단면의 전

단응력 등치선을 나타내며 하단부의 그래프는 l/d비가 

8.7, 17.4 그리고 26.0일 때 균열 선단에서의 전단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균열단에서 얻어진 전단응력은 전해

질에서 응력이 집중된 대칭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l/d

비가 8.7인 전단응력 분포는 표면에서 0.29 GPa의 전단

응력이 얻어지고 공기극/전해질 계면 위치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전해질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해질/연료극 계면에서 1.40 GPa의 최대전단응력이 

나타나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0.4 GPa이 얻어진 후 

연료극으로 갈수록 서서히 증가하여 0.58 GPa의 일정

한 값을 유지하였다. 특히 전해질에서의 응력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 연료극 깊이 표면균열에서는 상대적

으로 취약한 전해질 층에서 응력이 집중된 것으로 판

단된다. l/d비가 17.4, 26.0인 경우에도 최댓값 및 주응

력 분포는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연료극 깊이의 

표면균열에서도 표면균열길이 변화에 따른 주응력 및 

전단응력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균열길이가 1 mm로 일정할 때 균열깊이 

변화에 따라 l/d비가 20, 15.4와 8.7에 대한 주응력 분포

를 나타낸다. 공기극을 통과하는 균열면을 따라서의 

주응력은 균열깊이와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

으며 균열깊이가 증가할수록 큰값이 얻어져 표면에서 

l/d비가 20, 15.4와 8.7에서 각각 0.17, 0.24 그리고 0.43 

GPa이 얻어졌다. l/d비가 15.4와 8.7인 경우에 주응력은 

Fig. 11. The variation of principal stress in the crack tip according 
to the crack depth at the operating temperature(l/d = 20, 15.4, 8.7).

Fig. 12. The variation of shear stress in the crack tip according to 
the crack depth at the operating temperature(l/d = 20, 15.4, 8.7).

균열선단이 공기극/전해질 계면이후에 증가하였으며 

전해질/연료극 계면에서 최대로 증가하여 각각 0.74, 

2.08 GPa로 얻어졌다. l/d비가 8.7인 경우에 전해질층에

서 주응력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해질/연료극 

계면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Fig. 12는 균열길이가 1 mm로 일정할 때 균열깊이 

변화에 따라 l/d비가 20, 15.4와 8.7에서의 균열선단 전

단응력분포를 나타낸다. 공기극에서의 전단응력은 균

열깊이가 증가할수록 높은 값이 얻어져 표면에서 l/d비

가 20, 15.4와 8.7에서 각각 0.19, 0.21 그리고 0.27 GPa

이 얻어졌다. l/d비가 15.4와 8.7인 경우에 전단응력은 

주응력에서와 같이 공기극/전해질 계면 이후에서 급격

히 증가하였으며 전해질/연료극 계면에서 최댓값인 

1.37, 1.40 GPa로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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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응력확대계수

Fig. 13은 작동온도상태에서 표면균열길이와 깊이에 

따른 응력확대계수 KI을 나타낸다. 얻어진 응력확대계

수 KI은 최대주응력값이 나타난 위치로 균열깊이 0.05 

mm에서는 전극표면이고 균열깊이 0.065 mm와 0.115 

mm에서는 전해질/연료극 계면이다. 응력확대계수 KI

은 균열깊이에 따라 각각 0.5, 0.94 그리고 0.88 MPa․

m1/2로 얻어졌다. 

Fig. 14는 작동온도상태에서 표면균열길이와 깊이에 

따른 응력확대계수 KⅡ를 나타낸다. 얻어진 응력확대

계수 KⅡ는 최대 전단응력값이 나타난 위치이며 균열

길이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미미 하였으나 균열깊이의 

변화에 따라서는 KⅡ가 증가하였다. 

Fig. 15는 작동온도상태에서 응력확대계수 KⅡ/KI비

의 변화를 나타낸다. 균열깊이 0.05 mm에서는 Mode II 

에 비해 Mode I 성분이 크며, 균열깊이가 증가함에 따

라 Mode II성분이 증가하였다.

Fig. 13. The variation of stress intensity factor KⅠaccording to 
the crack aspect ratio at operating temperature.

Fig. 14. The variation of stress intensity factor KⅡaccording to 
the crack aspect ratio at operating temperature.

Fig. 15. The variation of stress intensity factor ratio KⅡ/KⅠ
according to the crack aspect ratio at operating temperatur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수소 에너지원

을 사용하는 평판형 SOFC를 해석대상으로 하였다. 해

석조건 및 모델은 제조시에 발생된 미세 표면균열을 포

함한 모델에 대해 고온의 작동환경조건을 부여하여 균

열길이와 깊이의 변화에 따라 응력해석 및 균열거동평

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온의 작동환경조건에서 표면균열길이 변화에 

따른 발생응력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단전지를 해석대상으로 수행했던 선행(또는 기존

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강성이 높은 연결

재가 밀폐구조를 이루어 열팽창에 의한 전지의 변형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균열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응력확대계수비 KⅡ
/KI는 증가하였으며, 이 때 KI에 비해 K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균열깊이가 증가할수록 최대

응력확대계수값은 높아졌으나 발생위치는 균열선단부

가 아니라 전해질/연료극 계면에 위치하였다. 본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전해질/연료극 계면에 

위치한 균열거동특성을 평가를 통해 전지의 구조적 수

명향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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