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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최근 연구 방향은 

동작 온도를 중저온으로 낮추는데 있다. 이는 

중저온형 재료들을 사용하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시스템의 유지 비용 절감 및 

운용에 있어서의 장점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중저온형 연료전지의 전해질 재료 중에 GDC 

(Ce0.8Gd0.2O)는 각광받는 재료 중 하나이다. 

GDC 는 중저온에서 YSZ (yittria stablized 

zirconia) 에 비하여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GDC 전해질 기반의 SOFC 는 

오믹저항을 낮출 수 있게 되어 더 높은 출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YSZ 와의 상호 

반응으로 인하여 직접 사용할 수 없는 LSCF 

등의 고성능 양극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할 수 있다.  

하지만 GDC 의 환원분위기에서의 

격자팽창에 의한 기계적 특성 문제와, 낮은 

산소분압에서 전해질로써 사용하기에 단점이 

되는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지기 때문에 음극 

지지체와 GDC 전해질 사이에 YSZ 기능층을 

이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콜드 프레스 공정을 이용한 YSZ/GDC 

전해질 이중층 구조 제작을 이용하여, 다공성 

음극 지지체를 사용하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코인셀을 제작하였고, 그 성능 및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셀 제작 
 

2.1 콜드 프레스 전해질 준비 

Fig. 1 Conductivity of electrolyte material of 

solid oxide fuel cells 

 

전해질은 YSZ (Nextech) 파우더와 GDC 

(Nextech) 파우더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스프레이 공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YSZ 

파우더를 Iso-propanol 에 10%w 로 섞어주고, 

스프레이 코팅을 이용하여 anode substrate 에 

적층한다. 그 위에 GDC 전해질 층을 100 메쉬 

시브를 이용하여 적층하였다. 음극 지지층이 

들어있는 몰드 다이에 그대로 적층하고 

프레스를 이용하여 80Mpa 로 압력을 

가해주었다.  

2.2 음극 지지체 제작 

전해질을 준비하기에 앞서 Ni-

GDC10 파우더와 PMMA 파우더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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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의 음극 지지물질을 준비하였다. 두 

종류의 파우더를 에탄올에 적절히 섞어서 한 

시간 가량의 충분한 혼합 후에 상온에서 

말려서 다공성 파우더를 준비하였다. 음극 

지지체는 1 차로 직경 25mm 의 몰드 다이에 

넣어지고 60Mpa 의 압력으로 압축하여준다. 

그 이후 전해질 공정을 진행하였다.  

2.3 공소결 및 풀셀 제작 

음극지지체-YSZ-GDC 로 이루어진 압축 

상태의 팰릿을 1450oC 에서 4 시간동안 

공소결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음극/전해질 하프셀에 LSCF/GDC 를 스크린 

프린팅법을 이용하여 적층하고 900oC 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여 전체 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셀은 솔라트론 장비 (1287/1260)을 

이용하여 IV 성능곡선, OCV, 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600~800oC 에서 진행하였으며, 연료는 

수소 100 SCCM, 산화제는 공기를 100SCCM 

으로 공급하였다. .  

 

3. 결과  
 

최대 파워는 170, 290, 460, 650 mW/cm2 이 

각각 600, 650, 700, 800oC 에서 측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치밀한 음극 지지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저온에서는 부족한 성능을 

확인하였지만, 고온에서는 50% 이상의 향상을 

보인 것이다. EIS 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충분한 기공층을 통하여 활성화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오믹 저항또한 줄어들어서 

성능에 향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열팽창에 

의한 셀의 내구성 저하로 장기성능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이전 연구에서의 YSZ/GDC 이중층 전해질 

구조를 이용한 중온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서의 제작공정을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다공성 지지체 제작 

방법에 적용하여 셀을 제작하였다. 기존 

치밀한 음극 지지체 구조에 비하여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공성 음극 

파우더와 치밀한 YSZ/GDC 전해질과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한 제작의 어려움을 

 

 

 

 

 

 

 

 

 

 

 

 

Fig. 2 Conductivity of electrolyte material of 

solid oxide fuel cells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정의 개선과 

열팽창을 견뎌 줄 수 있는 버퍼레이어로써의 

치밀한 음극층을 추가하는 연구가 향후 과제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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