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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perties of SOFC unit cells manufactured using the decalcomania method were investigated. SOFC unit cell
manufacturing using the decalcomania method is a very simple process. In order to minimize the ohmic loss of flattened tube
type anode supports of solid oxide fuel cells(SOFC), the cells were fabricated by producing an anode function layer, YSZ
electrolyte, LSM electrode, etc., on the supports and laminating them. The influence of these materials on the power output
characteristics was studied when laminating the components and laminating the anode function layer between the anode and
the electrolyte to improve the output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e SOFC unit cell, the output was 246 mW/
cm2 at a temperature of 800oC in the case of not laminating the anode function layer; however, this value was improved by
a factor of two to 574 mW/cm2 due to the decrease of the ohmic resistance and polarization resistance of the cell in the case
of laminating the anode function layer. The outputs appeared to be as high as 574 and 246 mW/cm2 at a temperature of 800oC
in the case of using decalcomania paper when laminating the electrolyte layer using the in dip-coating method; howeve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terfacial adhesion was improved due to the dense structure, which leads to a thin thickness of the
electrolyte layer.
Key words SOFC, decalcomania paper, power output.

1. 서

론

그런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원통형, 평판형 및 평관형
셀은 적층하는 방법에서 각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원
통형의 경우 대부분 연료극을 지지체로 사용하여 전해
질과 공기극을 그 위에 dip-coating6)이나 spray coating7)
법으로 적층하여 사용하며 평판형과 평관형의 경우 다공
성 지지체 위에 screen printing8)법에 의해 적층하는 공
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 방법의 경우 다공성 지
지체 위에 액상의 슬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layer 부분
또는 전체가 지지체 기공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균일한 layer 형성이 불가능하고, 소결 시 구성소재 layer
에서 crack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연료극지지체를 사용할 경우 연료극지지체의 두
께는 0.2-2 mm로 두껍기 때문에 gas 확산을 위한 연속
경로 형성 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미세한 구조
를 갖는 연료극 기능층 적층을 통해 삼상계면을 확장시
켜 연료극의 activation polarization을 억제하는 연구가 진
행된 바 있다.9)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이하 SOFC)
의 셀은 구성성분으로 연료극, 전해질, 공기극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그 구성성분 중 하나를 지지체로 하여 지
지체 위에 나머지 구성성분을 적층하는 형태로 고체상태
의 셀 구성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 연료전지에 비해
안정하고 발전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1-5)
현재 구성소재, 셀, 스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셀은 SOFC의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셀의 출력은 적층 시 구성소재간 계면에
서 일어나는 ohmic loss가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
인데, 이를 감소시키려면 구성 소재간 계면 접착을 치밀
하게 하고, 또한 얇고 치밀한 전해질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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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성분의 균일한 분포와 적층
시 불균일한 두께로 인해 계면접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코자 전사지를 이용하여 기능층, 전해질 및 공기극
층을 제조한 후 적층하여 셀을 제조하였다. 전사법10)은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layer 두께 조절이 용이하고, 코팅
된 전극을 분리하여 적층하는 방법으로 굴곡 및 기공이
있는 지지체 위에 구성소재 층의 치밀하게 적층할 수 있
다. 또한 연료극과 전해질 사이에 연료극 기능층을 적
층하여 계면접착력 및 삼상계면을 증가시켜 출력성능 향
상에 대해 연구하였고, 전해질 층을 dip-coating법과 전
사지로 적층하였을 때, 미세구조와 출력특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전사지 제조
연료극기능층은 연료극지지체 제작에 사용된 NiO와
8mol% Y2O3-92mol% ZrO2(이하 YSZ)을 60:40의 무게
비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전해질은 연료극에 사용한
YSZ을 사용하였고, 공기극으로 La0.8S0.2MnO3(Fuel Cell
Materials, USA)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구성소재 전사지
를 제조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구성소재와 전사용 바인
더를 혼합 한 후, 3-roll mill을 이용 균일한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준비된 각각의 구성소재 슬러리는 스크린 프
린팅 장비를 사용하여 전사종이 위에 인쇄한 후 건조기
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켜 전사지를 제조 하였고, 구성
소재 층이 형성된 전사지의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2.2 평관형 셀 제작
평관형 연료극 지지체를 제작하기 위해 NiO(Smimoto,
Japan)와 YSZ(TZ8Y, Tosoh Co., Japan)을 60:40의 무게
비로 혼합한 후 기공형성제로 activated carbon을 30 wt.%
첨가하여 지지체를 압출할 수 있는 분말을 준비하였다. 제
조된 분말에 증류수, 유기바인더, 가소제 및 윤활제를 첨
가하여 혼련한 후 압출기를 이용하여 평관형 연료극 지
지체를 제조하였다.
연료극 기능층과 전해질의 경우 Fig. 1에 제조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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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사용하여 연료극지지체 위에 적층하고, 1450oC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 한 후, 그 위에 LSM 공기극 전사지
를 적층한 후, 1250oC에서 2시간 열처리하여 셀을 제작
하였다. 제작된 셀은 유리 밀봉재를 사용하여 금속 치
구와 셀을 밀봉하여 출력을 측정 하였다.

2.3 성능평가방법
평관형 SOFC 단전지 셀의 출력 특성은 연료로 3% 가
습 수소를 100 sccm, 산화제로 공기를 500 sccm 공급하
며 800oC에서 current-voltage를 측정하였다. Cell의 전기화
학적 성능의 경우 frequency Respond Analyzer(Solartron,
SI 1260)와 Potentiostat/Galvanosta(Solatron, SI 1287)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이때 측정범위는 0.1 Hz ~ 100 kHz
이고, amplitude는 10 mV였다. 측정 종료 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를 사용하여 cell의 미세구조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조한 전사지 내부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잔류량을 확
인하기 위해 측정한 전사오일의 TG-DSC 분석을 진행
하였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게 감소의 경우
2단계에서 일어 났다. 첫 번째 무게 감소의 경우 0155oC사이의 온도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는 전사지 내부

Fig. 2. TG-DSC analysis of decalcomania oil.

Fig. 1. The shape of the manufacturing decalcomania paper (a) AFL (b) Electrolyte and (c)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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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formance of the unit cell with formation AFL layer (a) 0-AFL and (b) 1-AFL.

에 포함되어 있는 물 분자의 증발 때문에 일어나게 되
는 것이다. 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250-350oC에서 무
게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전사지에 포함되어 있
는 유기물질의 연소와 기공형성제로 첨가한 탄소 원자의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약 400oC에서 전사 오일의 질
량이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400oC에서
전사 오일이 모두 burn-out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DSC 곡선에서도 152, 324 및 397oC부근에서 흡열
피크가 나타나고, 543.2oC에서 모든 반응이 끝나는 것으
로 보아 전사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이 약 550oC
에서 모두 burn-out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에는 전사법을 사용하여 연료극지지체 위에 구
성소재를 적층하고, 연료극 기능층 유무에 따른 출력 측
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료극 기능층 형성함에 따라 출
력밀도는 246 mW/cm2에서 574 mW/cm2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다공성 연료극지지체 표면에 존재하는 큰 기공 위
에 전해질 layer를 적층하게 되면 layer의 부분 또는 전
체가 기공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두께가 불균일하게 되
어, 소결 시 crack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의 경
우 multiple layer 적층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되
어 졌다.11) 연료극 기능층 적층은 연료극지지체에 존재
하는 큰 기공을 제거하고, gas 누설이 일어나지 않는 치
밀한 전해질 layer 형성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미
세한 미세구조를 갖는 연료극 기능층은 연료극에서 삼
상계면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활성영역이 증가하기 때문
에 연료극activation polarization을 감소 시켜 성능이 향
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Fig. 4은 전사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단위 셀에서 연료
극 기능층 layer형성 유무에 따른 800oC에서 측정한 교
류 임피던스 측정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SOFC 단전지의
경우 좌측 반원의 좌측 실수부 시작점을 단위 셀의 ohmic
resistance로, 여기에 좌측 반원의 끝지점과 우측 반원의
시작 지점을 ohmic resistance와 polarization resistance

Fig. 4. AC impedance spectra of the unit cell according to formation AFL layer.

의 합에 의한 저항으로, 우측 반원의 끝 지점을 ohmic
resistance, polarization resistance, concentration resistance의 합에 의한 저항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료극 기능
층을 형성한 셀과 형성하지 않은 셀의 ohmic resistance
는 각각 0.84, 6.8 Ω·cm2이며, 전극의 polarization resistance는 각각 0.77, 1.0 Ω·cm2이고 전체 저항의 합은 각
각 1.61, 8.7 Ω·cm2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반응은 전극/전
해질/기상이 만나는 삼상계면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
화·환원반응의 활성점인 삼상계면의 양이 많으면 전극
의 분극저항이 감소하고, 삼상계면의 양이 적으면 분극
저항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졌다.12) 본 연구에서 전사
법으로 제조한 SOFC 단위 셀에서 분극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삼상계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연료극 기능층 layer 형성을 통해 전해질과의 계
면에서 산화·환원 반응의 활성점인 삼상계면이 증가하
였기 때문에 저항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Fig. 5에는 연료극지지체 위에 전사법과 dip-coating법
을 사용하여 전해질 layer를 형성하였을 때 출력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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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formance of the unit cell with different fabricated method.

비교하였다. 전사법과 dip-coating법에 의해 형성된 전해
질을 사용하였을 때, 800oC에서 OCV는 모두 0.98 V를
나타내었다. 이론 OCV 보다 낮은 값은 나타낸 것은 평
관형 단위 셀과 치구 밀봉 부위에서 약간의 누설이 발
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어 진다. 800oC
에서 연료로 가습수소를 100 sccm 공급하고 산화제로 산
소를 500 sccm 공급했을 경우 각각 575, 254 mW/cm2의
값을 나타내었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dip-coating
법에 의해 전해질 layer를 형성한 경우 ohmic loss의 증
가로 인해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사법을 통해 전해질을 증착한 경우
전해질과 연료극 기능층 계면 사이의 결합력이 우수하
고, 전해질을 얇게 적층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전해질 layer를 전사법과 dip-coating법으로 형성 시 연
료극지지체 위에 형성된 연료극기능층, 전해질 및 공기
극 횡단면의 미세구조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전해질
layer를 dip-coating법으로 제조한 경우 전해질 layer의 두
께는 약 20 µm였고, 치밀한 미세구조를 형성하였다. 반
면 전사법을 사용해서 전해질 layer를 형성한 경우 두께
는 약 5 µm였고, 치밀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이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사법을 사용하여 전해질
layer를 형성하였을 때, 얇고 치밀한 전해질 layer를 형성
하여 dip-coating법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높은 출력 값
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전해질 layer의 두께가 얇아짐
에 따라 ohmic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gas가
누설되지 않은 전해질 layer에 관해 보고한 다른 연구에
서10) 전해질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셀 성능이 향상된다
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J. Van herle등13) 연구에 의하면 스크린 프린팅법
을 이용하여 7 µm 두께의 전해질을 코팅한 단위 셀에

Fig. 6. SEM image of cross section Cell according to different
fabricated method (a) dip-coating method and (b) decalcomania
method.

서 411 mW/cm2의 값을 얻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사지
를 이용하여 5 µm 두께로 치밀한 구조의 전해질을 형
성하여 574 mW/cm2의 출력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전사지를 이용하여 다공성 연료극지지체 표면에 연료
극 기능층, 전해질 및 공기극을 적층하여 평관형 SOFC
cell을 제조하였다. SOFC 단위전지의 성능은 기능층을 적
층하지 않은 경우 출력이 800oC에서 246 mW/cm2이었으
나, 기능층을 적층한 경우 셀의 ohmic resistance와 polarization resistance의 감소로 574 mW/cm2로 2배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해질 층을 dip-coating
법과 전사지로 적층했을 때 출력은 800oC에서 각각 574,
246 mW/cm2로 전사지를 이용했을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
데, 그 이유는 전사지를 사용하였을 때 약 5 µm 두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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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구조의 전해질 층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
해 새로운 cell 적층 방법인 전사법 적용을 통해 구성
소재간 계면 접합성이 우수하고 균일한 두께를 갖는 cell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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