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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료전지는 친환경적이며,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 효율의 장치로 각광 받으며 활

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 연료전지 종류 중 고체산화

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는 높은 전력

밀도와 고효율의 장점 때문에 가정용 발전 시스템

(RPG) 이나 분산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활발히 연구 중이다1,2.  일반적으로 고체산화물 연

료전지는  높은 온도(800~1000℃)에서 작동하고 매

우 높은 발전 효율을 갖는 반면, 재료 선택이 제한적

이며 시스템 및 구성품, 재료들의 내열성이 필요하

여 상대적으로 시스템의 부피가 증가하고, 고가의 

재료를 사용해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막 공정을 이용하여 

SOFC의 운전온도를 저온(350~550℃)으로 낮추기 

위한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Thin film Solid 
Oxide Fuel Cells, TF-SOFCs)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

히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저온형 SOFC는 일반적인 

SOFC에 비해 재료 선택의 폭이 넓고 제작 및 설비 

비용이 저렴해지고 구성품의 열적 내구성이 증가되

어 높은 신뢰성과 안정적인 장기수명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450℃ 작동 조건에서 Thermal 

Cycle에 따른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 변

화를 관찰하고 열적 내구성을 확인해 보았다 .  

2. 실험 방법

실험은 박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나노다공성 

기판(Anodic Alumina Oxide, AAO) 위에 스퍼터

(Sputter)  공정을 이용하여 Pt를 7mTorr, 200W로 

5분 동안 25℃에서 Anode를 증착하였고, 그 위에 

Y-Zr 금속 합금 타겟을 이용하여 DC 스퍼터로 40
0℃에서 7mTorr, 200W로 4시간 30분 동안 전해질

을 증착하였다. Cathode는 Pt를 90mTorr, 100W로 

10분 동안 25℃에서 증착하여 Cell을 제작하였다. 
최초 450℃까지 20분간 승온 후 1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하면서 Cell의 OCV(Open Circuit Voltage)를 

측정 하고,  반복적인 ON-OFF 동작에 의한 열적 

내구성에 대한 확인하기 위해 승온 된 Cell을 1시간 

동안 자연냉각 후, 다시 20분간 450℃로 승온 하여 

1시간 동안 온도 유지를 하면서 OCV를 측정하는 

실험을 총 9회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약 20시간 

동안 Cell의 OCV 변화를 관찰하였다. Cell의 승온

은 할로겐 히터를 이용하는 자체 제작한 전기로를 

이용하고, 연료는 99.999% H2를 20sccm 공급하였

다. Cell의 OCV 측정은 Gamry Instruments 사의 

Reference 600TM를 이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총 9회의 반복적인 ON-OFF에 의한 Cell의 

OCV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Fig.1(a)에 나타내었다. 실험 초기 OCV가 1.02V이

며, ON-OFF 1 cycle 후 0.93V로 감소하였고, 2~3

cycle은 0.87V, 그 이후로 0.84V로 수렴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반복적인 ON-OFF는 Cell의 OCV 감소에 영향

을 미치지만 그 변화폭이 작으며, OCV가 어느 

정도 수렴하여 궁극적인 Cell 성능 감소의 원인으

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앞서 설명한 실험 조건

으로 ON-OFF 동작을 반복하지 않고 Steady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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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20시간 동안 OCV 변화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1(b)에 나타내었다.

 Figure 1. (a) ON-OFF 반복에 의한 OCV 변화, (b) 20시간 동안 

OCV 변화

Fig.1(a)와 (b)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ON-OFF의 영

향이 아닌 온도에 의하여 전극과 전해질의 구조 변

화로 인한 성능 감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Cell 성
능 감소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실험 종료 전/후 cathode
와 전해질의 표면 변화를 SEM으로 관찰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2와 Fig.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반복적

인 온도 변화 및 온도 유지에 따라 cathode와 전해질

의 표면 입자가 응집되었으며 입자의 크기 역시 변

화한 것으로 보아 Cell 성능의 감소 원인으로 전극과 

전해질의 구조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2. 실험 전과 후 캐소드 표면 (a) Thermal cycling at 450℃, 
(b) Seady at 450℃ 

Figure 3. 실험 후 전해질 표면 (a) Thermal cycling at 450℃, (b) 

Seady at 450℃ 

4. 결론

스퍼터를 사용하여 Cell 제작을 하고, 온도 변화

에 따른 열적 내구성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반복

적인 ON-OFF는 Cell 성능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

으며, 온도 노출에 의하여 Cathode와 전해질 표면  입

자의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 응집되면서 성능 감소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향후 OCV 뿐만 아니라 

Potentiostatic 및 EIS(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를 통한 Cell 전류 성능과 Cell의 전기

화학적 분석을 이용한 열적 내구성을 연구해 볼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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