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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ubular SOFC unit cell with advanced anode current collector was fabricated to improve
the cell performance. First, we prepared two types of single cells having the same manufacture processes such 
as the same electrolyte, electrode coating condition and sintering processes. And then to compare the developed
single cell performance with conventional cells, we changed the anode current collecting methods. From the 
impedance analysis and I-V curve analysis, the cell performance of advanced cell is much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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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효

율이 높고 공해가 적으며, 연료개질기가 필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19세기 Nernst에 의해 기본 

개념이 정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되어 지고 

있다
1-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 

SOFC)의 기본적인 동작원리를 살펴보면, 고체산화

물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수소 및 CO의 산화반응

으로 발전하는 장치이고 연료극 및 공기극에서는 아

래와 같은 전극 반응이 진행된다.

연료극 :   
 →   



공기극 :   
 → 

즉, 전자는 외부 회로를 거쳐 공기극에 도달하고 

공기극에서 발생한 산소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연료

극으로 전달되어 연료극에서는 수소 또는 CO가 산

소이온과 결합하여 전자 및 물 또는 CO2를 생성한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그 형태에 따라 원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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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brication process of tubular SOFCs

평판형, 평관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 원통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집전 시 단위전지의 연료극 

집전 방식에 대한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4). 종래의 원통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연료극 집전방식은 니켈 펠트에 니켈 와이어를 용접

하여 집전체를 만든 후 접촉저항을 줄이기 위해 전

도성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단위전지 내부에 말아 넣

는 방법으로 집전을 하 다. 그러나 이렇게 집전한 

단위전지들을 직렬로 연결하여 스택을 제작한 경우 

스택 전체의 저항 값을 계산해보면, 전체 저항 중에

서 연료극 집전체의 니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내부저항이 증가하여 스택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중

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연료극 

집전체와 함께 전도성이 좋은 금속 봉을 삽입하여 

단위전지의 연료극을 집전하 고 개선된 연료극 집

전체가 없는 단위전지와 비교하여 임피던스와 성능

을 측정하 다.

2. 실 험 방 법

2.1 원통형 연료극 지지체 제작

Ni/YSZ cermet의 연료극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 

NiO와 8mol% Y2O3-stabilized-ZrO2 분말을 정량하여 

혼합하 다. 혼합된 분말을 지르코니아(ZrO2) 볼과 

에탄올을 첨가하여 볼 밀링(ball-milling)을 하고 건

조 후 체분급기를 이용하여 큰 입자를 제거한 후 연

료극 분말을 제조하 다. 다공성 연료극 지지체를 얻

기 위하여 기공형성제로 carbon black을 사용하 고 

제조된 연료극 파우더에 carbon black 5wt.%과 증류

수, 바인더, 가소제(DG), 윤활제(cellosol)를 첨가하여 

혼련하 다. 혼련된 반죽은 안에 있는 수분들이 고르

게 분포되도록 24시간동안 상온에서 숙성하 다. 적

당한 점도의 반죽을 얻어야만 압출과 소성과정에서 

갈라지고 파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숙성이 끝난 반죽은 압출기를 이용하여 원

통형 지지체를 압출하 다
5).

압출한 지지체는 균일한 건조를 위해 70rpm의 속

도로 rolling 건조하 으며 건조가 완료된 지지체는 

1100℃에서 3시간 동안 가소결하여 기공형성제와 첨

가물들을 제거하 다.

가소결이 완료된 지지체의 전기적 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기능성막을 담금 코팅법으로 코팅하

다. 코팅 전에 가소결된 지지체를 다이아몬드 절단기

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 기능성막의 담금 코팅과 전

해질 막의 진공 슬러리 코팅을 위해 연마기를 사용

하여 지지체의 양끝 단면을 연마하 다. 연마 후 미

리 제조된 기능성막 슬러리를 사용하여 담금 코팅하

다. 기능성막을 코팅함으로써 반응을 할 수 있는 

삼상계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지의 기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치밀한 박막의 전해질막을 코팅하기 위

해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진공 슬러리 담금 코팅을 

하 다. 코팅은 지지체 내부에 진공을 걸어준 상태로 

슬러리에 담가 20초 동안 코팅하 다. 공기극 재료인 

LSCF(La0.6Sr0.4Co0.2Fe0.8O3-δ)-GDC(Gadolinium 

Doped Ceria), LSCF 분말을 각각 유기바인더와 분산

제, 용매, 지르코니아(ZrO2) 볼과 함께 볼 밀링 하여 

슬러리를 제조하 다. 담금 코팅 장비를 이용하여 

LSCF-GDC 2회, LSCF 1회 코팅하 다. 마지막으로 

환원과정을 거쳐 원통형 SOFC 단위전지 제조를 완

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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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료극 집 법 개선된 연료극 집 법

Fig. 2 Fabrication tubular single cell with and without Cu 
rod

2.2 단위전지 집전

공기극 집전은 실버 메쉬에 실버 선(Φ0.5mm)을 

감아서 집전하 다. 셀 외부에 실버 선(Φ0.5mm)을 

감은 후에 LSCo (La0.8Sr0.2CoO3) 페이스트를 도포하

여 전기전도도를 높 다. 공기극 쪽에 전류선은 실버 

선(Φ1mm)을 사용하여 집전하 다. 

연료극 집전은 아래 Fig. 2와 같이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연료극 집전법으

로 니켈 선과 니켈 펠트를 점용접하여 셀 내부에 말

아 넣어 제작 하 으며, 두 번째 방법은 개선된 연료

극 집전법으로 먼저 니켈 선과 니켈 펠트를 점용접

하여 셀 내부에 말아 넣고, 남은 공간에 전도성이 좋

은 구리소재의 봉을 추가로 삽입함으로써 단전지 길

이 방향의 ohmic 저항을 낮춰주고자 하 다.

2.3 단위 셀 내부저항 계산

원통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스택을 

제작할 경우 스택에 생기는 내부저항의 크기를 계산

해 보기로 하 다. 계산결과 길이 20cm, 외경 1cm의 

원통형 단전지 16셀을 직렬연결 하여 스택을 제작할 

때 Ag 집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저항이 0.11Ω 
수준인데 반해, 니켈 도선만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 

저항이 아래 계산과 같이 0.65Ω 수준까지 커지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 

1) Ag 도선저항 (Ag mesh + Ag wire)

① Ag mesh

 
  

   유효전극길이
  ×  

  ×

∴
××


 ×

 

② Ag wire

 


   외부집전선포함
   ×  

  ×

∴
××


 ×

 

단전지에 걸리는 저항값은

  ÷  이다.

그러므로 16셀 스택에서 Ag의 전체저항값은 

×  이다.

2) Ni 도선저항 (Ni felt + Ni wire)

① Ni f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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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연료극 집 체가 들어간 단 지

기존 연료극 집 체가 들어간 단 지

Fig. 3 Performance Evaluation for tubular single cell

  

×  

  ×

∴
××


 ×

 

② Ni wire

 


  

  ×  

  ×

∴
××


 ×

 

단전지에 걸리는 저항값은

 ÷  이다.

그러므로 16셀 스택에서 Ni의 전체저항값은 

×  이다.

2.4 성능평가

단위 전지의 성능평가는 전기로에 단위전지를 설

치하고 1.7℃/min 속도로 승온시킨 후 성능평가를 실

시하 다. 연료는 동일하게 3%가습된 수소를 사용하

고 공기극에는 공기를 공급하엿다. 그리고 전자부하

와 전원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전류 밀도를 변화시키

면서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 다. 측정온도는 700, 

750℃에서 하 고 이 때 수소의 유량은 200cc/min 

이었고 공기의 유량은 2L/min 이었다. 

2.5 임피던스 측정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단위전지의 셀 내부저항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니켈 도선저항이 성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해 임피던스 분석기(1260 Analyzer, 

Solatron, USA)를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분석을 수행

하 다.

측정방법은 두 가지 단위전지 모두 동일하게 3%

로 가습된 수소를 사용하고 공기극에 공기를 공급하

다. 측정온도는 700, 750℃로 변화하여 측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단위전지 온도별 성능평가 

Fig. 4는 개선된 연료극 집전체가 들어가지 않은 

직경 10mm 원통형 SOFC 단위전지의 온도별(700, 

750, 800℃) 성능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때 

공기극에는 2L/min의 공기를 공급하고 연료극에는 

200cc/min의 수소를 공급해 주었다.

Fig. 5는 개선된 연료극 집전체가 들어간 직경 

10mm 원통형 SOFC 단위전지의 온도별(700, 750, 

800℃) 성능곡선이다. 마찬가지로 공기극에는 2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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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ell performance of tubular SOFCs without advanced
anode current collector

Fig. 5 Cell performance of tubular SOFCs with advanced 
anode current collector

(a)

(b)

Fig. 6 Impedance spectra for tubular SOFCs with and 
without advanced anode current collector at different 
temperatures (a: 700℃, b:750℃)

의 공기를 공급하고 연료극에는 200cc/min의 수소를 

공급해 주었다.

측정결과 개선된 연료극 집전체가 들어간 단위전

지의 최대전력밀도가 800℃에서 약 270mW/cm2
가 

측정되었고 개선된 연료극 집전체가 들어가지 않은 

단위전지의 경우 800℃에서 약 230mW/cm2
가 측정

되었다.

3.2 단위전지 임피던스 측정 

Fig. 6는 OCV(Open Circuit Voltage: 개회로전압) 

상태에서 개선된 연료극 집전체가 들어간 원통형 고

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정확한 전기화학적 분석을 위

해 임피던스 측정을 한 결과를 Nyquist 플롯으로 나

타낸 그래프이다. 복소 평면상에서 2개의 반원을 나

타낸 임피던스 곡선은 고주파 역에서 실수부와 교

차점인 ohmic 저항성분의 값이며 고주파 역의 반원

은 연료극과 공기극의 삼상계면에서의 산화, 환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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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관계
6-10)

되며, 저주파 역의 반원은 지지체의 

물질 전달로 인한 농도과전압과 관계된다
11-13). 

Fig. 6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지지체로 

제작한 단위전지에 개선된 연료극 집전체 구조를 갖

는 단전지의 ohmic 저항이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 전체 분극 저항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단전지 길이 방향의 ohm 저항이 

내부 집전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

지만 동일한 단전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기화학 반

응에 의해 결정되는 분극저항은 변함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써 개선된 내부집전체를 사용한 단전지의 I-V 

성능이 향상되는 원인이 단전지 내부저항 감소에 기

인됨이 확인 되었으며, 이 길이 방향의 내부저항은 

단전지 직렬연결 개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

며, 단전지 직렬연결 개수가 증가된 고전압 스택의 

경우 개선된 내부 집전체의 성능 개선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경 10mm 원통형 고체산화물 연

료전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극 집전체를 개선

하여 단위전지를 제작하 고 이렇게 제작한 단위전

지와 개선된 연료극 집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제작한 

단위전지의 성능을 비교하 다. 동일한 지지체를 사

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단위전지를 제조한 후 개선

된 연료극 집전체에 따른 성능을 온도별로 비교한 

결과 개선된 연료극 집전체가 들어간 단위전지의 최

대출력밀도가 700℃에서 198mW/cm2, 750℃에서 

248mW/cm2, 800℃에서 273mW/cm2 측정되었고 개

선된 연료극 집전체가 들어가지 않은 단위전지의 최

대출력밀도는 700℃에서 174mW/cm2, 750℃에서 

219mW/cm2, 800℃에서 238mW/cm2 측정되었다. 그

리고 연료극 집전체에 따른 반응온도별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특성평가를 통해 개선된 연료극 집전체 때

문에 셀의 내부저항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셀의 성

능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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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 과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

구 과제(201130200300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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