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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sized gadolinium-doped ceria (GDC)/nickel particle-dispersed LaySr1-yTi1-xFexO3 (LSFTO)-based composite solid oxide fuel
cell anodes were fabricated by an  infiltration method and the effects of the GDC/Ni nanoparticles on the anode polarization resistance
and cell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infiltration time and nickel content. The anodic polarization resistance of the
LSFTO anode was significantly enhanced by GDC and/or Ni infiltration and it decreased with increasing infiltration time and Ni
content, respectively. It is believed that the observed phenomena are associated with enhancement of the ionic conductivity and
catalytic activity in the nanocomposite anodes by the addition of GDC and Ni. Power densities of cells with the LSFTO and LSFTO-
GDC/Ni nanocomposite anodes were 150 and 300 mW/cm

2
 at 800

o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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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i-YSZ (yttria-stabilized zirconia) cermet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lid oxide fuel cells, SOFCs)용 연료극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연료

의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활성이 우수하고 전기전도도가

높으며 YSZ 전해질과의 compatibility가 뛰어나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1-3)

 최근까지 Ni-YSZ 연료극의 전기화학

적 특성 또는 미세구조 제어를 통한 고성능화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한편 Ni-YSZ는 고온에서의 Ni 입성장에 따른 활성면적

감소, 황 또는 탄화수소를 포함한 연료에서 촉매 표면의

피독 현상, Ni의 산화에 따른 전극구조 변화, 열 사이클

등에 기인한 성능열화가 SOFC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장

애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4,5)

 따라서 Ni-YSZ가

갖는 성능열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장기

안정성이 우수한 새로운 연료극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6,7)

 

페롭스카이트 결정구조를 갖는 SrTiO3는 Sr 대신에 La

또는 Y와 같은 희토류 금속원소를 치환할 경우 n형 반도

체가 되어 전기전도도가 높고, 수소와 같은 환원분위기에

서 안정함과 동시에 YSZ와 유사한 열팽창계수를 갖고 있

어 Ni-YSZ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연료극 소재로 유망하

다.
8)

 그러나 A site-doped SrTiO3는 수소의 산화반응에 대

한 촉매활성이 매우 낮아 연료극의 분극저항에 기인한 과

전압 증가가 셀의 성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rTiO3의 Ti 자리에

전이금속 원소를 일부 치환 고용하여 촉매활성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9)

 또한 Pd과 같은 촉

매를 첨가하거나 YSZ 또는 GDC와 같은 이온전도성 물

질을 복합화함으로써 페롭스카이트 산화물 연료극의 성

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10,11)

저자는 SrTiO3의 A site에 La를, B site에 Mn, Fe 그리

고 Co 등의 전이금속 원소를 치환하여 제조한 La0.08

Sr0.92Ti1-xMx (M=Fe, Co, and Mn)이 탄화수소 연료에 대

한 촉매활성 및 전기전도도가 우수하고, Ni-YSZ를 대체

할 수 있는 신규 연료극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12)

 그러나 Ni-YSZ에 비하여 촉매활성이 낮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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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는 페롭스카이트계 산화물 연료극 소재의 촉매활성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nfiltration법을 이용하여 gado-

linium doped ceria (GDC)와 Ni를 나노복합화한 신규 연

료극 소재를 제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기화학특성을 평

가하였다. 

2. 실험 방법

LaySr1-yFexTi1-xO3 (LSFTO) 분말은 Pechini법을 이용하

여 합성하였다. Fig. 1에는 Pechini법을 이용한 LSFTO 분

말합성 공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출발원료로는

strontium nitrate (> 98.0%, Kanto, Japan), lanthanum(III)

nitrate hexahydrate (99.99%, Sigma-Aldrich, USA), iron(III)

nitrate nonahydrate (> 98%, Sigma-Aldrich, USA), titanium

isopropoxide (98.0%, Junsei, Japan)를 사용하였고 착화합

물 형성 및 폴리머 matrix 제조를 위하여 citric acid (99.5%,

Junsei, Japan)와 ethlyene glycol (99.5%, Junsei, Japan)을

사용하였다. 우선 titanium isopropoxide를 citric acid와

ethylene glycol (1 : 4)에 용해시켜 70
o
C에서 3시간동안 가

열함으로써 투명한 용액을 얻었다. 나머지 metal nitrates

를 상기 용액에 투입한 뒤 120
o
C로 가열하여 esterification

반응을 유도하면서 금속이온-폴리머 matrix를 제조하였고

동시에 과잉의 ethylene glycol을 증발시켜 점성질의

precursor 용액을 얻었다. 이를 250
o
C에서 열처리하면 스

펀지 형태의 폴리머 레진을 얻을 수 있고 다시 600 - 800
o
C

에서 하소하여 단일상의 결정질 LSFTO 페롭스카이트 분

말을 얻을 수 있었다. 금속이온 : citric acid : ethlylene

glycol의 비는 1 : 2 : 8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GDC 및 Ni 분산 LSFTO계 나노복합 연료극의 제조는

infiltration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Fig. 2). 자체 제작한

200 μm 두께의 scandium-stabilized zirconia (ScSZ, 9Sc2YSZ,

Kceracell, Korea) 전해질의 한쪽 면에 GDC buffer layer

을, 반대면에는 LSFTO를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코팅한 뒤

각각 1200
o
C, 1000

o
C에서 2시간 열처리하여 LSFTO

backbone을 형성하였다. infiltration용 용액은 cerium(III)

nitrate hexahydrate (99%, Sigma-Aldrich, USA), gadolinium

(III) nitrate hexahydrate (99.9% Acros, USA), nickel nitrate

(99.9%, Yakuri, Japan)를 에탄올에 용해시켜 준비하였으며

LSFTO backbone에 micro pipet을 이용하여 drop하는 방식

으로 코팅을 실시하였다. infiltration 용액의 균일한 코팅

과 건조 시 불균일한 석출을 억제하고자 infiltration 후에

Fig. 1. Experimental flow chart of LSFTO powder by the

Pechini method.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showing infiltration method for LSFTO-GDC/Ni nanocomposite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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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샘플을 상온에서 10분간 진공처리 하였다. Infiltration

용액의 농도는 1 M로 고정하였고 GDC에 대한 Ni의 양

은 5, 10, 15 wt%가 되도록 출발용액의 농도를 조절하였

다. GDC와 NiO의 결정화를 위한 열처리는 350
o
C 온도에

서 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GDC buffer layer

위에 LSCF-GDC cathode층과 Pt 집전층을 형성한 뒤 열

처리하여 셀을 완성하였으며, 제조한 셀의 전기화학적 특

성을 평가하였다. 이때, 제조한 셀의 공기극과 연료극의

전극면적은 1 cm
2
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제조된 셀의

ScSZ 전해질 옆면에는 Pt wire를 감아 reference 전극으로

이용하였으며, Pt paste를 도포하여 Pt wire와 전해질 사

이의 접촉저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제조된 분말의 결정상 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 (X-ray

diffractometer, DMAX-2500, Rigaku)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으며 전극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3200, Philips)

으로 확인하였다. 전기전도도는 4-point probe 방법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합성한 LSFTO 분말을 금속몰드를 이

용하여 일축가압성형한 후 냉간정수압성형 (CIP) 및 공기

중 1000-1200
o
C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치밀한 bar

형태 (3 × 4 × 40 mm)의 전기전도도용 샘플을 얻었다. 상

기 bar 샘플에 일정한 간격으로 백금선을 감은 뒤 current

source와 voltmeter를 사용하여 저항을 측정하였다. 셀의

전기화학적 특성과 출력특성 평가를 위하여 제조한 셀을

연료전지 측정 장치에 장착한 뒤 유리밀봉재를 이용하여

820
o
C에서 30분간 밀봉한 후 공기극에는 300 ml/min의 건

조공기를, 연료극에는 300 ml/min의 가습수소가스 (3%

H2O)를 공급하여 700 ~ 800
o
C의 온도 영역에서 50

o
C 간

격으로 전극성능과 전류/전압 특성을 평가하였다. 연료극

의 분극저항은 임피던스 측정 장비 (IM6e, Zhaner)를 이

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진폭 20 mV, 1 MHz – 1 mHz 주파

수의 교류 신호를 Pt 참조전극과 anode 전극 간에 인가하

여 얻어진 impedance spectra로부터 계산하였다. Pt 참조

전극은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해질의 옆면에 구성

하였으며, 임피던스 측정 시 공기극-참조전극간의 저항과

연료극-참조전극간의 저항의 합이 공기극-연료극의 저항

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전지의 출력특성 (전류-전

압 특성)은 750, 800, 850
o
C에서 galvanostatic mode로 측

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a) 및 (b)에는 다양한 조성을 가진 LSFTO 샘플

의 전기전도도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샘플에 대하여 전기

전도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전형적인 산화

물 반도체 재료의 전기전도거동을 보였으며 La 또는 Fe

치환량이 많은 일부 샘플에서는 고온(800 - 900
o
C) 영역

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도도가 다소 감소하는 반

도체-금속 전이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SrTiO3의

Sr
2+

 대신 La
3+
를 치환하게 되면 결정 내에 Ti

4+
-O-Ti

3+
 결

합이 증가하여 전자의 hopping mechanism에 의한 전도현

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La의 치환량에 비례하여 전기전도

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SrTiO3의 Ti
4+

 대신 Fe
3+

를 치환하게 되면 산소빈자리가 생겨나 Ti
4+

-O-Ti
3+

 결합

이 파괴되어 전자의 hopping 전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Fig. 3의 결

과를 살펴보면, La의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

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Fe의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SrTiO3 산화물에 La와 Fe 양이온의 도핑에

의한 전기적 특성 변화가 이론적인 예상과 일치한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a) 및 (b)에서는 LSFTO/ScSZ/GDC/LSCF-GDC

셀의 연료극에 대한 복소임피던스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Fig. 4(a)는 Fe의 치환량을 0.2로 고정하고 La의 치환량을

Fig. 3. Electrical conductivity of (LaySr1-y)(FexTi1-x)O3-δ perov-

skite oxides under H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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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4로 변화시켜 제조한 산화물 연료극의 임피던스

그래프이며, Fig. 4(b)는 La의 치환량을 0.3으로 고정하고

Fe의 치환량을 0.1 – 0.4로 변화시켜 제조한 산화물 연료

극의 임피던스 그래프이다. Fig. 4(a)로부터 La의 치환량

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극의 분극저항이 점차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Sr
2+

 대신 La
3+
를 치환되면 결정 내에는

+ charge가 생겨나게 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소

빈자리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즉 La의 치환량에 비례하

여 산소빈자리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페롭스카이트

결정의 산소이온전도도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료극의 전극반응속도는 수소의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

활성, 전자전도도, 산소이온전도도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a의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

자전도도는 증가했지만 산소이온전도도의 감소가 예상되

므로 Fig. 4(a)에서 관찰된 La의 치환량에 따른 분극저항

증가는 산소이온전도도의 감소에 기인한 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La의 치환량을 고정하고 Fe의 치환량을

변화시켰을 경우 LSFTO 연료극의 분극저항은 Fe의 치환

량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i
4+

 대

신 Fe
3+
를 치환할 경우, Sr

2+
 자리에 La

3+
를 치환하는 경

우와는 달리 + charge가 감소하여 산소빈자리 농도가 증

가하므로 산소이온전도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에 따라 Fe
3+
의 존재가 연료극에서 연료의 산화반응에 대

한 촉매활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5에는 LSFTO 산화물 backbone에 infiltration법을

이용하여 GDC와 Ni를 나노복합화한 연료극을 적용한

LSFTO-GDC(+Ni)/ScSZ/GDC/LSCF-GDC 셀의 임피던스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GDC(+Ni)를 복합화하지 않은 순

수한 LSFTO 산화물 연료극의 분극저항은 750
o
C에서

2.67 Ωcm
2
인 반면, GDC(+Ni)를 3회 infiltration한 LSFTO-

GDC(+Ni) 나노복합 연료극의 경우 분극저항값이 0.592 Ωcm
2

로 측정되어 연료극의 분극저항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infiltration 횟수가 증가할수록 촉

매의 반응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분극저항이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실제로 infiltration 횟수 7회까지는 infiltration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극저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지만 그 이상 infiltration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분극저항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극의

반응면적뿐 아니라 또 다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시사하고 있으며 전극 미세구조가 분극저항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infiltration법으로

제조한 LSFTO-GDC/Ni 나노복합 연료극은 상용의 Ni-YSZ

cermet 연료극 (0.61 Ωcm
2
 @750

o
C)과 비교할 때 낮은 분

극저항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탄화수소 연료용 연료극

소재로 Ni-YSZ를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Fig. 6은 infiltration법으로 제조한 LSFTO-GDC(+Ni) 나

노복합 연료극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단면 SEM 이미지이

다. Infiltration 횟수가 증가할수록 GDC(+Ni) 입자의 사이

즈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0회 이상 infiltration

Fig. 4. AC impedance spectra of LSFTO/ScSZ interface at

900
o
C.

Fig. 5. AC impedance spectra of LSFTO-GDC(+Ni)/ScSZ

interface as a function of infiltration time (at 7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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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복합전극의 경우 GDC(+Ni) 입자의 응집 및 편

석 현상이 관찰되는 바, 이는 Fig. 5에서 제시한 연료극

의 임피던스 측정결과와 같이 비교하여 생각해 볼 때, 연

료극의 infiltration 횟수가 7회 이상인 경우 연료극 분극저

항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던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Infiltration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합연

료극내의 GDC(+Ni) 입자의 응집으로 인하여 infiltration에

의해 추가로 복합화된 GDC(+Ni) 입자들이 삼상계면의 증

가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했거나, LSFTO backbone의 기

공율을 감소시켜 gas transport에 기인한 분극저항성분이

증가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bias 조건 또는 연료 가스 분압에 따른 임피던스 해석

을 통하여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7은 LSFTO-GDC(+Ni) 나노복합 연료극의 분극저

항에 미치는 Ni의 효과를 나타내는 임피던스 그래프이다.

LSFTO backbone에 GDC만 단독으로 infiltration을 실시한

경우(Ni=0 wt%), 750
o
C에서 연료극의 분극저항은 0.35

Ωcm
2
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LSFTO 산화물 연료극의

분극저항이 동일한 작동온도에서 2.67 Ωcm
2
이므로 GDC

를 단독으로 나노복합화 하는 것만으로도 LSFTO 연료극

의 분극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이에 따라 GDC는 LSFTO의 낮은 이온전도성과

전극반응에 대한 촉매활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GDC에 5, 10, 그리고 15 wt%의 Ni

를 나노복합화 함으로써 분극저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극반응에 대

한 촉매활성이 나노사이즈의 Ni 입자의 첨가로 인하여 크

게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8에는 GDC

와 5, 10, 15%의 Ni가 첨가된 LSFTO 나노복합전극의 미

세구조 사진을 나타내었다. Ni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균일

한 전극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에는 LSFTO/ScSZ/GDC/LSCF-GDC 및 LSFTO-

GDC(+Ni)/ScSZ/GDC/LSCF-GDC 셀의 700, 750, 800
o
C에서

의 전류밀도-전압-출력밀도 (I-V-P) 곡선을 나타내었다.

LSFTO 연료극을 사용한 셀의 경우 연료극의 분극저항이

매우 높아 이에 기인한 전압강하 때문에 전력밀도값

은 120 mW/cm
2
 (@ 800

o
C, 0.20 A/cm

2
)로 매우 낮았지만,

GDC(+Ni)를 infiltration법으로 나노복합화한 연료극을 사

용한 셀에서는 300 mW/cm
2 

(@800
o
C, 0.55 A/cm

2
) 이상

의 매우 높은 최대출력밀도를 나타내어 GDC(+Ni)의 나

노복합화를 통해 LSFTO 산화물 연료극의 전극특성을 크

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

었다. 향후 셀 성능의 열화거동 등의 평가를 통하여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Ni-YSZ cermet 연료극에 대한

우수성 및 대체 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echini법을 이용하여 LaySr1-yFexTi1-xO3

(LSFTO)계 분말을 합성하여 전기전도도 및 연료극 분극

저항 등 전기화학특성을 평가하였으며 LSFTO 다공성

backbone에 infiltration법을 이용하여 GDC(+Ni) 입자를 나

노복합화한 연료극을 제조하여 연료극 분극저항 및 셀 성

능에 미치는 나노복합화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LaySr1-

yFexTi1-xO3에서 La의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

와 분극저항은 모두 증가하였고, Fe의 치환량 증가에 따

라 전기전도도와 분극저항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La 또는 Fe의 치환으로 인한 산소빈자리 농도 및

Fig. 6. SEM images of LSFTO-GDC/Ni nanocomposite ano-

des infiltrated by 3, 5, 7, 10, and 13 times.

Fig. 7. AC impedance spectra of LSFTO-GDC(+Ni)/ScSZ

interface fabricated with various Ni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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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활성 사이트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infiltration법을 이용하여 LSFTO에 GDC와 Ni를 나노복합

화한 경우 연료극의 분극저항이 크게 감소하였고 infiltration

횟수 및 Ni의 분율에 따라 분극저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LSFTO-GDC(+Ni) 나노복합 연료극을 사용한 셀

의 경우 연료극의 분극저항의 감소로 인하여 셀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GDC 및 Ni의 함량 및 분산상태가 연

료극의 분극저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향후 나노복합 연료극의 미세구조 최적화를 통하

여 기존의 Ni-YSZ 연료극에 상응하는 전극성능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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