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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로 대표되는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하는 SOFC 는 전기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800 ℃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고온 작동 

온도는 연료전지 소재의 제한과 장기 내구성 

문제 등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개발에 있어 

많은 제약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를 500 ℃ 이하의 중 

저온 대역으로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OFC 의 고체산화물 전해질은 그 이온 

전도도가 온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SOFC 의 작동 온도를 

낮추면 이온 전도도의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한다. 이로 인한 연료전지의 성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전해질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이온 전달 경로를 단축하여 전기적 저항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박막 증착 

기술을 응용하여 박막 SOFC를 제작하였다.  

박막 공정을 적용하여 제작된 SOFC 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MEMS(microelectrochemical system) 공정이 

적용된 실리콘 웨이퍼 기반의 자립형(free 

standing) 구조 박막 SOFC 를 그 첫 번째 

구조로 들 수 있다. 이 자립형 구조 박막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두께를 수십 나노미터 

수준으로 매우 얇게 제작할 수 있으며,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다양한 MEMS 공정을 이용한 

패터닝이 가능하여 투영 면적에 대한 실제 

반응 면적 비율을 증가시켜 투영 면적에 대한 

출력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작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고, 얇은 

두께로 인한 기계적인 강도 문제로 인해 

대면적화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출력 밀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력은 매우 낮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립형 SOFC 와는 다른 박막 

연료전지 구조로는 다공성 기판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가 있다. 다공성 지지체 기반 

박막 연료전지는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다공성 지지체를 기판으로 사용하여 그 

위에 전극과 전해질을 차례대로 증착하여 

제작하게 된다. 이 구조의 경우, 앞서 기술한 

자립형 연료전지와는 달리, 제작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지지체로 인해 좌굴과 같은 

기계적인 문제들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자립형 구조 박막 연료전지가 표면이 

매끈한 실리콘 웨이퍼 위에 형성됨에 따라 

매우 얇고 결함이 없는 전해질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다공성 지지체 기반 박막 연료전지는 

기판의 거친 표면 때문에 전해질 내에 핀 홀과 

같은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전해질 내에 

발생된 결함은 기체의 누설 및 전기적인 

단락과 같은 연료전지 성능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 공정을 적용하여 

결함이 없는 박막 전해질을 증착하여 결함이 

없는 다공성 지지체 기반 박막 연료전지를 

제작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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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다공성 지지체 기반의 박막 연료전지를 

제작하기 위해 먼저 그 기판으로 기공 크기가 

80 nm인 100 µm 두께의 AAO (anodic aluminum 

oxide)를 사용하였다. AAO 위에는 연료극 

(anode)로 백금을 DC 스퍼터로 약 250 nm 

증착하였다. 백금 전극 위에는 YSZ 전해질을 

증착하였는데, 이때 전해질 층은 스퍼터 

공정과 ALD (atomic layer deposition) 공정을 

번갈아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우선 형성된 

백금 전극 위에 DC 스퍼터를 통해 약 250 nm 

첫 번째 YSZ 층을 증착하고, 그 위에 ALD 를 

통해 두 번째 YSZ 층을 약 120 nm 증착한다. 

그 다음, 첫 번째 YSZ 층과 동일한 조건의 세 

번째 전해질 층을 증착하여 전해질 층을 

형성하였다. 스퍼터로 증착된 전해질 층 

사이의 ALD YSZ 층은 원자층 단위로 증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퍼터 공정을 통해 형성된 

전해질 층의 핀 홀 결함을 아주 얇은 두께로도 

막을 수 있어, 전해질 층의 두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형성된 전해질 

층 위에는 다공성 백금 전극을 DC 스퍼터 

공정을 통해 증착하여 공기극을 형성하였다. 

이 때 공기극의 면적은 1 mm × 1 mm 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셀의 성능은 SOFC 의 작동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고온 전기로에서 

Solatron 1260/1287 을 통해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그림 1 에는 본 연구에서 제작된 박막 

연료전지의 전류-전압 곡선과 임피던스 측정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림 1 (a)에서 볼 수 

있듯이 450 ℃와 500 ℃에서 각각 약 60  

mW/cm2 와 140 mW/cm2 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OCV (open circuit voltage)가 약 1.1V 

정도로 Nernst 식에 의한 이론적인 값에 매우 

근접한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작된 

셀의 전해질 층이 기체의 누설이나 전기적인 

단락과 같은 핀 홀 결함에 의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1 (b)의 EIS 

측정 결과는 0.5 V 의 바이어스를 주었을 때의 

결과이다. 이 그림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된 

셀의 경우, 전기적 저항에 의한 손실보다 

전기화학적 반응을 위한 활성화 손실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 공정을 적용하여 핀 

홀 결함을 방지한 다공성 지지체 기반 박막 

연료전지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그 성능을 

평가,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된 

셀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 

저항에 의한 손실뿐만 아니라, 계면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된다면, 중저온형 박막 연료전지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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