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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최근 연구 트렌드는 동작 

온도를 중온형으로 하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연료전

지 시스템을 꾸밀 때의 시스템 비용 절감 및 운용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선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중 Fig. 1 에서 볼 수 있듯이 600℃ 영역에서 높

은 전도도를 가지는 GDC (Ge 0.8Gd0.2O)의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뛰어난 전도도를 가지는 GDC 를 전해질로 

이용하여 음극 지지체 형태의 연료전지를 제작하게 

되면, 오믹 저항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출력을 기대할 수 있다. 

Fig. 1 Conductivity of electrolyte material of solid oxide 
fuel cells

하지만 GDC 의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가지는 성질 

때문에 GDC단일 층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용이 어

렵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DC 전해질 지지체 형태 연

료전지연구를 바탕으로 GDC 전해질과 음극 지지

체 사이에 YSZ를 기능 층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연료

전지의 제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셀 제작

2.1 콜드 프레스 전해질 준비

전해질은 YSZ(Nextech)  파우더와 GDC(Nextech) 
파우더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Iso-propanol 에 

10%w 로 각각 섞어주고, 스프레이 코팅 방법을 이용

하여 적층하였다.  

 

Fig. 2 SEM image of corss section of coin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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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극 지지체 제작

음극 지지체는 Ni-GDC10 물질을 사용하였다. 음
극 펠릿은 1차로 직경 25mm 의 몰드에 파우더를 넣

고, 25Mpa 의 압력으로 압축 제작한다. 압축된 그린 

바디를 틀에서 꺼내지 않은 채로 준비한 페이스트를 

스프레이 코팅 공정으로 증착한다. 이후 GDC10 파
우더를 그 위에 시브를 이용하여 증착한 후 80MPa 
의 압력으로 재 압착 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린

바디를 1450℃ 에서 다섯 시간 동안 소결한다. 

Fig. 3 IV and power density of bilayer cell and single 
layer cell

 2.3 전체 전지 제작 및 실험 준비 

제작된 반쪽 전지에 LSCF-GDC 물질을 스크린 프

린팅법을 이용하여 적층한다. 소결은 900℃ 에서 2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또한 이중층 구조의 성능 확

인을 위하여 대조군으로써 YSZ 층을 적층하지 않은 

GDC 단일 층의 전해질로 구성된 반쪽셀을 추가로 

제작한다. YSZ 층을 제외한 나머지 제작 공정은 동

일하게 진행한다. 
제작된 전지를 바탕으로 셀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솔라트론 장비(1287, 
1260)을 이용하여 i-V 성능곡선, OCV등을 측정하였

다. 실험은 600℃ 에서 진행 하였으며 연료는 수소 

100SCCM 산화제로는 공기를  100 SCCM 을 불어주

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GDC 전해질에 전통적인 방법

인 스프레이 코팅을 이용한 YSZ 기능층을 증착하여 

OCV 상승 및 성능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SEM을 통한 관측 결과, YSZ 층은 10㎛로 

측정되었고, GDC 층은 40㎛로 제작되었다. 총 두께

는 2mm  에 디스크 사이즈는 21mm 로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 단일층으로 제작된 셀의 OCV 보다 0.1V 
이상 높은  098v 로 안정적으로 측정 되었고, 최대 출

력은 220mW/cm2 으로 측정되었다. 이또한 단일층 

셀에 비하여 약간 성능 향상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 및 실험 조건의 미비로 분극손실이 크

게 나타나서 극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진 못하였다. 
추가적인 개선을 통하여 분극 손실을 개선여지를 확

인하였다. 또한, 아직 추가적인 최적 YSZ 기능 층 두

께 및 GDC두께를 적층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전해질 층 소결 온도 조건 및 증착 

조건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YSZ기능

층 적층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어 향후 경제적인 

공정 개발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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