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i

요약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Yttria-stabilized Zirconia(YSZ) 전해질 층, Gadolinium-doped

Ceria(GDC) 완충 층, GDC-Lanthanum Strontium Cobaltite(LSC)

양극 기능성 층(Cathode Functional Layer, CFL)과 LSC 양극 층을

제작하였다. 전기분사 증착용 용액에 들어가는 폴리머 분산제로

Polyvinylpyrrolidone(PVP) 혹은 Polyvinyl butyral(PVB)을 사용하여

치밀한 전해질 박막을 제작하였으며, 균일한 높이를 가지고 다공성의 구

조인 양극 층을 제작하였다. 또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모든 구성 성

분을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와 양극 층을 전기분사 증

착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두 샘플 모두 측정

온도 650 ℃에서 약 1.1 V의 open circuit voltage(OCV)를 보였으며,

양극 층을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는 스크린 프린팅 등

의 다른 방법으로 양극 층을 제작한 연료전지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전기분사 증착,

폴리머 분산제, PVP, PVB

학 번 : 2013-2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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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층은 각각 스크린 프린팅, PLD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

전지(Cathode ESD cell)와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작한 연료전지(Full ESD cell)의 측정 온도

650 ℃일 때 임피던스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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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고,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비귀

금속 촉매를 사용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친환경 고효율 미래 에너

지를 찾는 연구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고온의 작동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높은 효율을 지니지만 고

온에서 야기되는 연료전지 제작과정의 문제점들도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연료전지 제작 방법이 존재한다.[1,2]

그 중 스크린 프린팅 방법은 그동안 널리 사용되던 방법 중 하

나로 간단한 제작 과정과 양산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박막을

제작하기 힘들다는 점과 페이스트 제작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3-5]

그 외에도 Atomic Layer Deposition(ALD), Pulsed Laser

Deposition(PLD)과 sputtering 등의 제작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

한 방법들은 마이크로 이하 수준의 두께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공정 시간이 길고 진공이 필요하여 양산화를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6-11]

본 논문에서는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고체산화물 연료

전지를 제작하였다. 전기분사 증착 공정은 주사기에 들어있는 용액이 전

압에 의해 나노 크기의 액적으로 분리가 되어 전기포텐셜에 의해 접지된

기판으로 분사되는 원리이며 공기 압축 분사 공정 등의 다른 분사 공정

과는 다르게 전 표면에서 균일하게 증착이 되는 장점이 있다.[12-15] 또

한 전기분사 증착 공정은 증착에 사용되는 용액에 첨가하는 폴리머 분산

제 양이나 용매에 따라 점성이나 전도도와 같은 용액의 특성을 쉽게 조

절할 수 있는 간단한 공정이므로 증착 시 구조물 제어가 용이하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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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의 효과가 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삼상계면의 면적을 늘려야 하는데,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통하여 기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제작에 사용되던 방법인 스크린

프린팅 공정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표면 구조물 패터닝이나 멀티스케일

구조물 제작 등을 구현하여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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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제작하는 다양한 제작 방법.



4

2 장.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성분 구현

2.1. 서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경우 1400 °C가 넘는 고온에서 열처리

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지지층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음극 지지형, 전해질 지지형, 양극 지지형 연료전지가 존재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해질 두께를 줄일 수 있어 옴 손실이 적으며, 열

처리 시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음극 지지형 연료전지 구조로 연료전지

를 제작하였다.

음극 지지형 연료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꺼운 음극

층을 제작해야 한다. 음극 층 제작은 powder pressing 방법을 사용하였

는데, 지름이 100 – 150 μm 이며 polymethylmethaacrylate(PMMA)

가 30 vol% 섞인 NiO-YSZ granule을 가로, 세로 각각 8 cm 크기의

몰드에 넣고 약 120 MPa 압력을 가하여 1 mm 두께의 음극 기판을 제

작하였다. 약 60 MPa 압력을 가한 음극 기판의 경우 그림 2.1(a) 의

SEM 사진에서 보이듯이 granule 사이의 틈이 2 μm 이상으로 크기 때

문에 음극 기판 위에 전기분사 증착을 할 때 치밀한 전해질 박막을 제작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림 2.1(b) 의 SEM 사진과 같이 약 120

MPa 압력을 가한 경우 granule 사이 틈이 거의 없으며 균일하고 치밀

한 전해질 박막 제작에 용이한 하부 기판을 제작할 수 있었다. 제작한

음극 기판 위로 그림 2.2 와 같이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전해

질 층, 완충 층, 양극 층을 차례로 증착하여 연료전지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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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a) 60 MPa 압력을 가해 powder pressing 방법으로 제작

한 음극 기판의 SEM 사진. (b) 120 MPa 압력을 가해 powder

pressing 방법으로 제작한 음극 기판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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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owder pressing 방법으로 제작한 음극 기판 위에 전기분

사 증착 공정으로 전해질 층, 완충 층, 양극 층을 증착하여 연료전지를

제작하는 방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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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해질 층 제작

전해질 층은 산소 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야하기 때문에 이

온 전도도가 높아야 하고 전자 전도도가 낮아야 하며, 양극의 산소 기체

와 음극의 수소 기체가 서로 섞이지 않기 위하여 치밀한 구조여야 한다.

전해질 층에 사용되는 물질은 주로 YSZ, GDC, Samarium-doped

Ceria(SDC), Yttrium-doped Barium-Zirconium(BZY) 등이 있으

며,[16-19] 본 논문에서는 약 250 nm 입자 크기를 갖는 YSZ를 전해질

층 물질로 사용하였으며, GDC를 완충 층 물질로 사용하였다.

2.2.1. 실험 방법

전해질 층을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전기분사 증착에 사용할 용

액을 만들었다.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였고, 분산제로 사용되는 PVB

powder를 용매 대비 2.5 wt% 그리고 용매 대비 2.5 wt%의 YSZ

powder를 첨가한 후 1 시간동안 초음파분산을 시행하였다. 만들어진 용

액을 사용하여 12 kV 전압, 0.3 ml/h 유량, 6 cm 팁-기판 사이 거리와

상온의 바닥 온도 조건으로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하부

기판은 연료전지의 음극까지 제작된 샘플을 사용하였다.

YSZ 전해질 층의 열처리 과정의 경우 상온에서 400 ℃까지 승

온속도 5 ℃/min으로 올린 후에 400 ℃에서 2 시간 동안 유지시키며

하부의 음극 기판과 전해질 층에 존재하고 있는 유기물들을 분멸시킨다.

그 뒤에 1400 ℃까지 승온속도 5 ℃/min으로 올린 후 1400 ℃에서 5

시간 동안 유지시켜 YSZ의 소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상온까지 10

℃/min 속도로 하강시키면 열처리 과정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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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2.3(a) 의 경우 분산제로 PVB를 사용해 만든 전해질 층이

고, 그림 2.3(b) 의 경우는 분산제로 PVP를 사용해 만든 전해질 층이

다. 보이는 바와 같이 PVB를 사용한 샘플은 표면에 공극과 같은 결함

이 보이지 않고 균일한 박막이지만, PVP를 사용한 샘플의 경우 표면에

균열이 생겨 층이 말려 올라갔으며 표면에 결함이 있는 전해질 층이 제

작되었다.

PVP, PVB를 사용한 샘플이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 가운데, 두

가지 분산제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림 2.4(a), (b) 는 YSZ 전해질 층을 전기분사 증착으

로 제작한 뒤에 열처리를 하지 않은 샘플의 SEM 사진들이며 그림

2.4(c), (d) 는 YSZ 전해질 층을 전기분사 증착으로 제작한 뒤에 PVP

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낮으며 PVB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인

100 ℃에서 열처리를 한 샘플의 SEM 사진들이다. 그림 2.4(a), (c) 의

경우 분산제로 PVB를 사용하였고, 그림 2.4(b), (d) 의 경우는 분산제

로 PVP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열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구조는 비슷

해 보였으나, 100 ℃에서 열처리를 한 후에는 PVP를 사용한 샘플과

PVB를 사용한 샘플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VB를 분산제로 사용한 경우 PVB가 100 ℃에서 유리 전이 현상을 거

친 뒤이기 때문에 표면에 PVB 막이 생성되었고, PVP를 분산제로 사용

한 경우 열처리 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PVP를 분산제

로 사용한 샘플에서는 PVP가 유리 전이 현상을 거치기 전에 하부 기판

의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표면에서 결함이 생긴 반면, PVB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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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리 전이 현상을 거친 뒤에 생성된 PVB 막의 효과로 하부 기판

수축에 영향을 덜 받아서 균일하고 결함 없는 전해질 박막이 제작된 것

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PVP는 유리 전이 온도가 약 175 ℃

였으며, PVB는 유리 전이 온도가 약 50 ℃로 PVP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20]

분산제로 PVB를 사용한 가운데, 용액에 PVB를 일정 양보다 많

이 첨가하게 되면 전기분사 증착용 노즐 끝부분에 fiber가 생성이 되어

증착 균일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분산제 PVB는

용매 대비 2.5 wt%만큼 첨가하였다. 이 때 분산제 양에 따른 적당한

YSZ powder 양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5 는 YSZ powder를 용매 대비 2.5 wt%, 7.5 wt% 첨

가한 후 열처리 전, 100 ℃, 200 ℃, 400 ℃ 그리고 1400 ℃ 열처리를

진행한 후의 SEM 사진들이다. 이 때 100 ℃, 200 ℃, 400 ℃ 열처리의

경우 2 시간 동안 유지를 하였으며, 1400 ℃ 열처리의 경우 5 시간 유

지하여 소결 과정을 진행하였다. 열처리 전 두 샘플의 SEM 사진을 보

면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PVB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높은 100 ℃, 200 ℃ 열처리 이후의 SEM 사진을 보면 두 샘플에서 차

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면 SEM 사진을 보면 2.5 wt%의 YSZ

powder를 첨가한 샘플의 경우 PVB가 YSZ powder들을 완벽하게 덮

으면서 균일한 막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7.5 wt%의 YSZ

powder를 첨가한 샘플의 경우 정면 SEM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PVB가 유리 전이 현상을 거친 후에도 표면을 다 덮지 못하고 다공성의

구조로 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YSZ powder 양이

많아짐에 비해 PVB 양은 그대로인 관계로, 샘플 표면 전 면적을 덮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00 ℃ 열처리가 지난 뒤에는 샘플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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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 PVB를 분산제로 사용하여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통해

제작한, 소결을 거친 YSZ 전해질 층. (b) PVP를 분산제로 사용하여 전

기분사 증착 공정을 통해 제작한, 소결을 거친 YSZ 전해질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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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 분산제로 PVB를 사용하여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통해

제작한, 열처리를 하지 않은 전해질 층의 SEM 사진. (b) 분산제로

PVP를 사용하여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통해 제작한, 열처리를 하지 않

은 전해질 층의 SEM 사진. (c) 분산제로 PVB를 사용하여 전기분사 증

착 공정을 통해 제작한, 100 ℃에서 2 시간 열처리를 진행한 전해질 층

의 SEM 사진. (d) 분산제로 PVP를 사용하여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통

해 제작한, 100 ℃에서 2 시간 열처리를 진행한 전해질 층의 SEM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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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유기물들이 분멸된 뒤기 때문에 더 이상 유기물 막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전의 100 ℃, 200 ℃ 열처리 시의 구조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

다. 최종적으로 1400 ℃ 5 시간의 소결 과정을 거치게 되면 2.5 wt%

YSZ powder가 첨가된 샘플에서는 치밀한 전해질 박막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7.5 wt% YSZ powder가 첨가된 샘플은 다공성의

전해질 층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분산제로 PVB를 사용하고, PVB 양에 비해 적당한

양인 용매 대비 2.5 wt%의 YSZ powder를 첨가하여 전기분사 증착 공

정을 진행한 결과 치밀한 전해질 박막을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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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YSZ powder를 용매 대비 7.5 wt% 넣은 샘플과 YSZ

powder를 용매 대비 2.5 wt% 넣은 샘플의 열처리 전, 100 ℃ 2 시간

열처리, 200 ℃ 2 시간 열처리, 400 ℃ 2 시간 열처리 그리고 1400 ℃

5 시간 열처리를 진행한 후의 SEM 정면과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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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완충 층 제작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YSZ를 전해질 용 물질로

사용하였으며, GDC를 완충 층으로 이용하였다. GDC powder는

Rhodia 사의 제품이며 약 640 nm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제품이다. 고

체산화물 연료전지에서는 전해질에 사용되는 YSZ와 양극에 사용되는

LSC 중 cobaltite 성분이 서로 물리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비전도성 막

이 생성되어 연료전지의 성능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완충 층이 YSZ 전

해질 층과 LSC 양극 층 사이에 존재하여 두 물질이 물리적으로 접촉하

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치밀한 구조의 YSZ 전해질

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완충 층은 치밀할 필요는 없으며, 옴 손실을 줄

이기 위하여 최대한 얇게 제작하는 것이 연료전지 성능을 증가시킨다.

2.3.1. 실험 방법

완충 층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기분사 증착에 사용할 용액은 전

해질과 마찬가지로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였고, 분산제로 사용되는

PVB powder를 용매 대비 2.5 wt% 첨가하고 용매 대비 2.5 wt%의

GDC powder를 첨가한 후 1 시간동안 초음파분산을 시행하였다. 만들

어진 용액을 사용하여 11 kV 전압, 0.3 ml/h 유량, 6 cm 팁-기판 사이

거리과 상온의 바닥 온도 조건으로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하부 기판은 연료전지의 전해질 층까지 제작된 샘플을 사용하였다.

GDC 열처리 과정의 경우 상온에서 400 ℃까지 승온속도 5 ℃

/min으로 올린 후에 400 ℃에서 2 시간 동안 유지시키고 1250 ℃까지

승온속도 5 ℃/min으로 올린 후 1250 ℃에서 2 시간 동안 유지시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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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상온까지 10 ℃/min 속도로 하강시킨다.

2.3.2. 실험 결과

그림 2.6 의 SEM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열처리가 된

YSZ 전해질 기판 위에 약 1 μm의 얇은 GDC 층을 전기분사 증착 공정

을 통해 제작하였다. 전 표면에서 균일하게 증착이 되어 YSZ와 LSC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 주는 완충 층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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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제작한 GDC 완충 층의 정면과 단

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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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극 층 제작

양극 층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만나 산소 이온이 되기 때문에 전

자 전도도가 높아야 하며, 반응이 일어나는 삼상계면의 면적이 넓어야

하므로 다공성의 구조를 보여야 한다. 양극 층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는 LSC, Lanthanum Strontium Cobalt Ferrite(LSCF), Lanthanum

Strontium Manganite(LSM), Samarium Strontium Cobaltite

Oxide(SSC) 등이 있으며,[21-24] 본 논문에서는 양극 층의 물질로

Kceracell 사의 약 500 nm 입자 크기를 갖는 LSC powder를 사용하였

다.

양극 층은 이미 소결이 된 GDC 기판 위에 증착을 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열팽창계수를 갖는 LSC와 GDC 사이에서의 열적 불일치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GDC와 LSC powder가 섞여 있는 CFL을 전기분

사 증착 공정으로 완충 층과 양극 층 사이에 제작하였다.

2.4.1. 실험 방법

CFL과 양극 층, 두 가지 다른 층을 제작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성분의 전기분사 증착용 용액을 만들어야했다.

먼저 CFL 제작의 경우 에탄올과 탈이온수를 질량비 7:3 으로

섞어 용매로 사용하였고, 분산제로 사용되는 PVP powder를 용매 대비

1.5 wt% 첨가한 후, 용매 대비 3 wt%의 GDC powder, 용매 대비 2

wt%의 LSC powder를 첨가하고 1 시간동안 초음파분산을 시행하였다.

만들어진 용액으로 15 kV 전압, 0.5 ml/h 유량, 5 cm 팁-기판 사이 거

리와 80 ℃의 바닥 온도 조건으로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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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 층 제작용 용액도 마찬가지로 에탄올과 탈이온수를 질량비

7:3 으로 섞어 용매로 사용하였으며, 용매 대비 1.5 wt%의 PVP

powder와 용매 대비 5 wt%의 LSC powder를 첨가한 뒤에 1 시간동

안 초음파분산을 시행하였다. 전기분사 증착 공정의 조건은 10 kV 전

압, 0.5 ml/h 유량, 5 cm 팁-기판 사이 거리, 80 ℃의 바닥 온도였다.

열처리가 된 GDC 기판 위에 CFL과 양극 층을 차례로 쌓은 다

음, 상온에서 400 ℃까지 승온속도 5 ℃/min으로 올린 후에 400 ℃에서

2 시간 동안 유지시키며 유기물들을 분멸시키고, 1000 ℃까지 승온속도

5 ℃/min으로 올린 후 1000 ℃에서 1 시간 동안 유지시켜 소결을 진행

한 다음 마지막으로 상온까지 10 ℃/min 속도로 하강시키면 열처리 과

정이 끝나게 된다.

2.4.2. 실험 결과 및 분석

양극 층 제작에 있어서 이전의 전해질 층, 완충 층 제작과의 차

이점은 용매에 에탄올뿐만 아니라 탈이온수가 섞여있다는 점과 분산제로

PVB가 아닌 PVP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에탄올과 탈이온수를 질량비 7:3 으로 섞어 용매로 사용하였다.

하부 기판이었던 음극 기판이 소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 위에 증착을 해

야 했던 전해질 층 증착 시에는 열처리 과정을 진행할 때 증착된 층과

하부 기판이 동시에 열적 수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

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양극 층 증착의 경우 하부 기판이 이미 1400 ℃

열처리를 거쳐 소결이 된 후이기 때문에 열처리 과정을 진행할 때 전기

분사 증착 공정으로 증착된 층에서만 열적 수축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구조적인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탈이온수를 용매에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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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었다.

탈이온수는 에탄올보다 끓는점이 높고, 증착 시 바닥 온도보다도

끓는점이 높기 때문에 열처리가 진행될 때까지 powder들이 유동성을

가지게 해 주는 ‘leveling 효과’를 통해 균일하게 증착이 되게 하는 역할

을 한다. 그림 2.7 의 SEM 사진들에서 탈이온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2.7(a) 를 보게 되면 용매에 탈이온수가 질량비 7:3 으로

섞인 샘플의 SEM 사진으로 전 표면에 균일하게 증착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에탄올만 용매로 사용한 경우 그림 2.7(b) 의 SEM 정면 사

진을 보면, 불균일한 증착으로 인해 하부 기판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양극 층 증착 시 하부 기판이 이미 소결된 기판일 경우에는

탈이온수를 용매에 섞어서 전기분사 증착을 하는 것이 균일한 층을 만드

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극 층 증착의 경우에는 분산제로 PVP를 사용하는데, 이

는 에탄올에는 녹지만 탈이온수에는 녹지 않는 PVB의 성질 때문이다.

전해질 층 제작 시 문제가 되었던 하부 기판과의 열적 불일치의 경우,

양극 층을 제작할 때는 하부 기판이 이미 소결된 상태이므로 문제가 되

지 않았으며, 균일하고 결함 없는 양극 층을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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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a)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양극 층 제작 시 에탄올과 탈이

온수를 질량비 7:3 으로 섞어 용매로 사용한 샘플의 SEM 사진. (b) 전

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양극 층 제작 시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샘플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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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성능 평가

3.1. 서론

앞서 2 장에서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전해질 층, 완충 층, 양극 층 등 모든 연료전지 구성 성분을 구현하였다.

전해질 층을 2 ~ 3 μm 두께로 치밀하게 제작하였으며, 완충 층을 균일

하게 증착하여 YSZ와 LSC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양극

층에서도 CFL을 증착하여 열적 불일치를 방지하였으며, 다공성의 구조

를 가지며 약 3 μm 두께의 균일한 양극 층을 제작하였다. 이번 장에서

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제작된 두 가지 다른 연료전지의 성능을 비교하

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연료전지의 임피던스 측정이나 I-V-P 곡선 측정은 그림 3.1 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Ivium 사의 high power electrochemical

analyzer로 진행하였으며, 측정 시 지그 내부에서 양극의 산소 기체와

음극의 수소 기체의 유동을 막아주는 glass fiber로 이루어진 밀봉재는

직접 제작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연료전지의 전기화학적 분석을 하기

위하여 3 %의 humidified H2를 연료로 사용하였고, 주파수 106 Hz부터

0.1 Hz까지 임피던스를 측정하였으며, 650 ℃부터 450 ℃까지 50 ℃

간격으로 온도에 따라 임피던스와 I-V-P 곡선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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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성능 측정에 사용된 장비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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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작한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

2 장의 제작 조건으로 연료전지의 모든 구성 성분을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고온에서 견뎌야 하는 음극 기판의 경우

powder pressing 방법으로 제작하였고, 그 위에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

로 YSZ를 증착하고 열처리 과정을 거쳐 전해질 층을 2 ~ 3 μm 두께로

제작하였다. YSZ까지 제작된 기판 위에 약 1 μm 두께의 GDC 완충 층

을 증착하였으며, 약 1 μm 두께의 CFL과 약 2 μm 두께의 양극 층을

차례로 증착하여 연료전지를 제작하였다. 그림 3.2 의 SEM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치밀한 전해질 박막이 제작되었으며, 양극 층은 다공

성의 구조로 균일하게 증착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료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

하였다. 그림 3.3 의 I-V-P 곡선을 보면 650 ℃, 600 ℃, 550 ℃에서

각각 1.075 V, 1.090 V, 1.107 V의 OCV를 보였다. 이론값에 근접한

1.1 V 정도의 OCV를 나타냈기 때문에 제작한 전해질이 제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 표면에서 균일하게 증착이 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측정온도에서 최고 전력밀도는 650 ℃ 측정온

도에서는 358.88 mW/cm2, 600 ℃는 204.60 mW/cm2, 마지막으로

550 ℃에서는 98.49 mW/cm2였으며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임피던스 측

정을 진행하였다.

임피던스의 경우 마찬가지로 650 ℃, 600 ℃, 550 ℃ 측정온도

에서 106 Hz부터 0.1 Hz 주파수까지 측정을 진행하였는데, 그림 3.4 에

서 그 결과가 나타나있다. 측정온도 650 ℃에서 옴 면비저항은 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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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cm2을 나타냈으며 분극 면비저항은 1.461 Ω·cm2을 기록하였다. 샘플

의 전해질 층 두께(2 ~ 3 μm)에 비해 높은 옴 면비저항이 기록되었는

데, 이는 전해질 층 표면에 존재하는 핀 홀과 같은 결함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서 최고 전력밀도는 옴 면비저

항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은 전력밀도의 원인은 얇은 전해질 층에

존재하는 결함에 따라 증가한 옴 면비저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분

극 면비저항 역시 크게 나왔는데, 이는 얇은(약 1 μm) CFL에 의한 좁

은 삼상계면의 면적이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의 경우 높은

옴 면비저항과 높은 분극 면비저항에 따른 낮은 전력밀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전해질 층을 두껍게 제작하여 전해질 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연료전지를 제작하였다.



25

그림 3.2.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작한 연료전지

의 SEM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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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작한 연료전지

의 측정온도 650 ℃, 600 ℃, 550 ℃일 때 I-V-P 곡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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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작한 연료전지

의 측정온도 650 ℃, 600 ℃, 550 ℃일 때 임피던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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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양극 층을 제작한 연료전지

의 성능 평가

3.2 절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절의 연료전지는 전해질 층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연료전지 제작 방법인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이용하여 약 6 μm의 두꺼운 YSZ 전해질 층을

제작하였다. 음극 기판은 이전 샘플과 마찬가지로 powder pressing 방

법으로 1 mm 두께가 되도록 제작하였으며, YSZ 전해질 층 위에 GDC

완충 층은 PLD 공정으로 200 nm 두께로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기

분사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각각 1 μm, 2 μm의 CFL, 양극 층을 제작

하였다. 그림 3.5 의 SEM 사진에서 보이듯 다공성의 균일한 양극 층이

생성되었으며, 그림 3.6 의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EDS) 측정 결과에서 각각의 성분이 제대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화학적 특성을 보면 그림 3.7에서 나오듯이 측정온도 650

℃에서 1.131 V의 OCV와 854.32 mW/cm2의 최고 전력밀도를 보였으

며, 600 ℃에서는 1.139 V의 OCV와 489.06 mW/cm2의 최고 전력밀

도, 550 ℃에서는 1.149 V의 OCV와 225.78 mW/cm2의 최고 전력밀

도를 기록하였다. 3.2 절의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작한 연료전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OCV는 더 높았으며 최고 전력밀

도 역시 측정온도 650 ℃에서 두 배 이상의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6 μm 두께를 가지는 전해질 층이 환원 과정에서도 보다 안정해졌

기 때문에 OCV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650 ℃에서 기록한

854.32 mW/cm2의 최고 전력밀도는 전기분사 증착 공정이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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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 방법인 Chemical Vapor Deposition(CVD), sputtering, 스크린

프린팅 등으로 제작한 연료전지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25-30] 이는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제작한 양극 층이 성능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절의 연료전지가 3.2 절의 연료전지보다 두 배 이상의 최

고 전력밀도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임피던스 그래프에서도 옴 면비저항과

분극 면비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3.8 의 임피

던스 그래프를 보면 측정온도 650 ℃에서 0.101 Ω·cm2 옴 면비저항과

1.313 Ω·cm2 분극 면비저항을 기록하였다. 두 샘플 모두 같은 방법으로

양극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분극 면비저항은 비슷하였으나, 옴 면비저항

에서는 그림 3.9 와 같이 측정온도 650 ℃에서 약 2.5 배의 차이를 보

였다.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전해질 층을 더 두껍게 제작한다면 옴 면

비저항을 줄이면서 연료전지의 성능 또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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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양극 층을 제작하고 전해질 층과

완충 층은 각각 스크린 프린팅, PLD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의 SEM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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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양극 층을 제작하고 전해질 층과

완충 층은 각각 스크린 프린팅, PLD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의 EDS

사진.



32

그림 3.7.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양극 층을 제작하고 전해질 층과

완충 층은 각각 스크린 프린팅, PLD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의 측정

온도 650 ℃, 600 ℃, 550 ℃, 500 ℃, 450 ℃일 때 I-V-P 곡선 그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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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양극 층을 제작하고 전해질 층과

완충 층은 각각 스크린 프린팅, PLD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의 측정

온도 650 ℃, 600 ℃, 550 ℃, 500 ℃, 450 ℃일 때 임피던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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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양극 층을 제작하고 전해질 층과

완충 층은 각각 스크린 프린팅, PLD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

(Cathode ESD cell)와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작

한 연료전지(Full ESD cell)의 측정 온도 650 ℃일 때 임피던스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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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고체산화물 연료

전지 각각의 성분을 구현하였다. PVB를 분산제로 사용하고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YSZ 전해질 층을 얇고 치밀한 구조로 제작하였으며,

그 위에 전 표면에서 균일한 GDC 완충 층을 제작하여 YSZ와 LSC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또한 다공성의 구조를 보이며 균

일한 높이를 갖는 CFL과 양극 층을 분산제 PVP와 탈이온수가 섞인 용

매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각각의 성분을 구현했던 조건으로 2 ~ 3 μm 두께의 치밀한 전

해질 층, 약 1 μm 두께의 완충 층 그리고 약 3 μm 두께의 양극 층을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제작하여 연료전지를 구성하였으며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50 ℃ 측정온도에서 얇은 전해질 층 표면의 결

함에서 야기된 0. 270 Ω·cm2의 큰 옴 면비저항 때문에 358.88

mW/cm2의 최고 전력밀도를 나타냈으며, 전해질 층이 두껍고 안정적으

로 제작되었을 때 전기분사 증착 공정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약 6

μm 두께의 전해질 층은 스크린 프린팅, 약 200 nm 두께의 완충 층은

PLD 공정으로 제작하고 양극 층을 약 3 μm 두께로 전기분사 증착 공

정을 통해 제작하여 연료전지를 구성하였으며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측

정 결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양극 층의 구조와 높이는 비슷하였으며,

양극 층에 의존적인 값인 분극 면비저항은 650 ℃ 측정온도에서 1.313

Ω·cm2로 1.461 Ω·cm2이었던 이전 샘플과 비교했을 때 두 샘플에서 유

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옴 면비저항은 650 ℃ 측정온도에서

0.101 Ω·cm2로, 모든 성분을 전기분사 증착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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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5 %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측정온도 650 ℃에서 최고 전력밀도는

854.32 mW/cm2로 양극 층을 스크린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한 연료전지

보다 높은 전력밀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극 층 증착 시에 전기분사 증착 공정이 스크린 프린팅 공정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두꺼운 전해질 층 제

작을 통한 전해질 층 표면의 핀 홀과 같은 결함을 제거하거나 전기분사

증착 공정의 장점인 표면 패터닝을 적용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삼상계면

의 면적을 넓혀준다면, 간단하고 제작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 전기분사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높은 전력밀도를 갖는 연료전지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분사 증착 공정은 대량생산에 적합한

공정이므로, 연료전지 산업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

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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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thesis, we fabricated Yttria-stabilized Zirconia(YSZ)

electrolyte layer, Gadolinium-doped Ceria(GDC) buffer layer,

GDC-Lanthanum Strontium Cobaltite(LSC) cathode functional

layer(CFL) and LSC cathode layer via electrospray deposition

method. Using Polyvinylpyrrolidone(PVP) or Polyvinyl

butyral(PVB) as a dispersant in the ESD solution, dense

electrolyte thin film and porous cathode layer with uniform

thickness were fabricated. We fabricated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s of the ‘Full ESD cell’ of which whole components

were fabricated via ESD method. Also ‘Cathode ESD cell’ which

cathode was fabricated via ESD method could be fabricated by

combination with screen printing method. Both of them showed

about 1.1 V of open circuit voltage(OCV) at 650 ℃ and the

‘Cathode ESD cell’ showed better performances than the cell with

screen printed cathode.

Keywords : Solid Oxide Fuel Cell(SOFC), Electrospray

deposition(ESD), polymer dispersant, PVP,

P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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