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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olid oxide fuel cell system, yttria-stabilized zirconia is generally adopted as the electrolyte, 

which has high strength and superior oxygen ion conductivity, and the air electrode and the fuel electrode 

are attached to this. Recently, new structure of ‘layered planar SOFC module’ was suggested to solve the 

reliability problem due to the high temperature stability of a sealing agent and a binding material. In this 

study to materialize the air electrode in a layered planar SOFC module, the LSM ink was coated to form 

homogeneous electrode in the channel after the ink preparation. As the porosity control agent, PMMA or 

active carbon powder was adopted with use of a commercial dispersant in ethanol. The optimal amounts 

of both the porosity control agents and the dispersant were determined. Four (4) vol% of the dispersant 

for the LSM-PMMA case and 15 vol% for LSM-carbon powder showed the lowest viscosities 

respectively to indicate the best dispersed states of the slurries. With PMMA and carbon powder, sintered 

LSM ink shows the relatively homogeneous distributions of pores and with increases of the agents, the 

porosities increased in both cases. From this, it can be thought that the amount of the PMMA or carbon 

powder could be used to control the porosity of the LSM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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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SOFC는 고온에서 동작하므로 에 지 변환 효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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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친환경 인 차세  표 인 에 지원으로 기

되고 있는 연료 지이다 [1-3]. SOFC는 산소이온 

도성이 우수한 지르코니아(8YSZ)를 해질로 리 

사용하고 있으며 [4], 여기에 공기극  연료극이 부

착되어 있는 형태를 취한다. 해질층이 일반 으로 

600℃ 이상의 고온에서 이온 도성이 나타나기 때문

에 동작 온도가 높아 고온 작동에 따른 재  고

온용 속 소재의 안정성 문제로 인하여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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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

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5,6]. 최근

에 새로운 시도로 YSZ 시트를 이용하여 구조체 체

를 층하여 일체형으로 소결하는 층 평 형 

SOFC 모듈 구조가 제안되었으나, 어려운 공정기술 

문제로 인하여 지 까지 구체 인 보고가 무한 실

정이다. 

공기극의 경우 소결온도가 1,200℃ 역으로 YSZ

에 비하여 상 으로 낮고 반응성이 우수하여 층 

일체형 모듈 제조를 한 공정에서 연료극과 동시 소

결이 불가능하므로 층 일체형 모듈을 먼  제조한 

후 채 에 후 공정으로 극을 도포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LSM 잉크 제조  이들 

극의 기공률 제어에 한 보고는 아직까지 구체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층 

평 형 SOFC 모듈의 공기극 극 구 을 하여 

LSM 우더에 기공 형성제로 PMMA와 카본 함량을 

변화시켜가며 용매로는 에탄올, 분산제로는 BYK-111

을 사용하여 잉크를 제작한 후,  YSZ 구조제의 채  

내부에 균일하게 코 을 하고자 하 다. 이때 LSM 

극의 기공률을 제어하기 하여 기공률, 기공형상, 

기공 분포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그리고 기공

률이 확보된 LSM 잉크를 YSZ 표면에 균일하게 코

탕하기 하여 LSM 합성과 잉크 제조를 한 최

조건을 찾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층 평 형 SOFC 모듈의 공기극 재료인 

La0.8Sr0.2MnO3 우더를 합성하기 해 출발원료로 

La2CO3 (99.9%, Daejung Chemical and Metals Co. 

Ltd., Korea), SrCO3 (99.9%, High Purity Materials 

Kojundo Co., Ltd., Japan), MnCO3 (99.9%, 

Sigma-Aldrich Co., LLC., America)를 0.8:0.2:1의 비

율로 칭량하여 에탄올(99.5%, Daejung Chemical and 

Metals Co., Ltd., Korea) [7]을 용매로 볼 을 이용하

여 24시간 혼합하 다. 혼합된 분말을 100℃ 오 에

서 건조한 후 페로 카이트 단일상이 형성되는 950℃

에서 1시간 유지하여 LSM 우더를 합성하 다. 잉

크의 기공률 제어를 한 기공 형성제로는 카본과 폴

리머계인 PMMA를 사용하 으며, 카본 입도 균일성

을 확보하기 하여 24시간 볼 링하여 분쇄한 후 

#100 메쉬로 체가름을 하여 사용하 으며, 이때 D50은 

Fig. 1. Schematic drying process of LSM ink with use 

of filtering funnel.

Fig. 2. Schematic sample preparation of sintered LSM 

ink specimen for observation microstructures. 

4.47 µm를 나타내었다. PMMA는 3～6 µm 크기를 사

용하 으며 D50은 6.61 µm를 나타내었다. 분산제로는 

세라믹 분말을 이용하여 잉크를 제조할 때 분산성 확

보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진 copolymer acidic계 상용

분산제인 BYK-111 (BYK-Chemie, Germany)을 선

정하 다. Solid loading 20 vol%에 해당하는 LSM 

분말과 기공 형성제인 카본과 PMMA를 넣은 후 에

탄올과 BYK-111을 넣고 24시간 동안 볼 을 이용하

여 슬러리를 제조하 다 [10]. 이 게 혼합한 1차 슬

러리를 solid loading 5 vol%의 잉크로 희석하기 해 

에탄올과 BYK-111을 첨가하여 24시간 링하여 잉

크를 제조하 다. 

LSM 잉크의 분산성과 기공률을 측정하기 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잉크 상태의 분산성을 그 로 반

할 수 있도록 필터 스를 이용하여 격하게 침

시킨 후 LSM 잉크 침 물을 건조하 다. 소결한 

LSM 잉크의 기공 분포와 기공률을 측정하기 하여 

소결시편을 폴리싱하게 되면 기공률이 높아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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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한 기공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상이 발생하

여 기공의 미세구조를 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

림 2에서와 같이 소결된 시편의 단면을 단한 후 

시편을 에폭시와 경화제를 사용하여 시편의 기공에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킨 후 시편의 단면을 폴리싱

하여 기공의 미세구조를 찰하 다. 

입도분석기 (LA-950 V2, HORIBA, Japan)와 도계 

(Prammable viscometer DVⅡ+ Pro, BROOKFIELD, 

Canada)를 사용하여 제조된 LSM 분말의 입도  

도를 측정하 으며, 각 측정기 (FM40 Easydrop 

standard, KRUSS, Germany)를 사용하여 각을 측

정하 다. 채  내부에 코 된 극의 미세구조  두

께를 주사 자 미경 (JSM 6700F, Jeol, Japan)을 이

용하여 찰하 다.

3. 결과  고찰

층 평 형 SOFC 모듈의 채  표면에 잉크를 균

일하게 코 하기 해서는 도가 낮은 잉크를 잘 분

산시키고 채  내부 YSZ 표면에 잉크가 균일하게 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잉크 내에 LSM 분말을 균일

하게 분산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서는 용매의 

양, 한 분산제의 선정  최 의 분산제 함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Fig. 3. Viscosity changes of LSM inks with amount 

variation of pore for agents; in the case of (a) 

LSM-PMMA and (b) LSM-activated carbon.

그림 3은 에탄올을 용매, BYK-111을 분산제로 사

용하여 LSM 우더에 분산제와 기공 형성제인 카본

과 PMMA 함량을 변화시켜가며 제조한 잉크의 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LSM 잉크의 도 역은 약 25 cP 

Fig. 4. Contact angle changes of LSM inks to YSZ 

substrate with amount variation of dispersant; in the case 

of (a) LSM-PMMA and (b) LSM-activated carbon.

이하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분산성은 양호한 것으

로 사료된다. LSM에 PMMA를 첨가하 을 경우에는 

BYK-111 분산제를 4 vol%, LSM에 카본을 첨가하

을 경우에는 BYK-111 분산제를 15 vol%를 첨가하

을 때 가장 낮은 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이상을 첨

가하 을 경우에는 도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분산제 함량 변화에 따른 

도를 측정할 경우 나타나는 경향으로 분산제가 분

말 입자 표면에 흡착되어 분자사슬을 형성하게 되며 

입자 표면에 흡착된 분산제들 간에 입체장애 메카니

즘에 의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

어 낮은 도값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분산제가 

과잉으로 첨가된 경우 분산제는 분말 입자 표면에 더 

많은 분자사슬을 만들고 이들이 서로 꼬이게 되어 분

말의 응집을 증가시키고 도가 증가하게 된다 [8,9]. 

각 (contact angle)은 고체 표면의 젖음성 

(wettability)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부분 교착된 물

방울 (sessile drop)에 의해 측정되며 낮은 각은 

높은 젖음성을 나타내고 높은 각은 낮은 젖음성

을 나타낸다 [10]. LSM 잉크와 코 되는 YSZ 세라

믹과의 각이 작아지면 잉크의 퍼짐성이 좋아지게 

되어 세라믹 표면에 코 되는 LSM 잉크의 코  균

일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각이 낮은 분산제를 선

정하는 것이 요하다.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 을 경우 BYK-111 분산

제 함량변화에 따라 제조한 잉크를 소결한 YSZ 기  

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각을 측정한 결과를 그

림 4에 나타내었다. LSM에 PMMA를 혼합한 잉크의 

경우에는 BYK-111을 4 vol% 첨가한 경우에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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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structures of sintered specimens with 

addition of PMMA into LSM ink; PMMA amount of (a) 

30 vol%, (b) 40 vol%, and (c) 50 vol%.

Fig. 6. Microstructures of sintered specimens with 

addition of activated carbon into LSM ink; carbon 

amount of (a) 30 vol%, (b) 40 vol%, and (c) 50 vol%.

은 각을 나타내었으며, 1 vol%를 첨가하 을 경

우에 가장 낮은 각을 나타내었다. LSM에 카본을 

혼합한 잉크의 경우에는 BYK-111을 15 vol% 첨가한 

경우에 가장 높은 각을 나타내었으며, 20 vol%를 

첨가하 을 경우에 가장 낮은 각을 나타내었다. 

그림 5는 LSM에 PMMA를 30, 40, 50 vol%로 각

각 혼합하여 제조한 잉크를 소성한 시편의 단면 미

세구조를 나타내었다. PMMA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

공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공의 크기

Fig. 7. Pore size distribution according to PMMA and 

carbon in LSM ink as pore former. (a) PMMA 30 

vol%, (b) PMMA 40 vol%, (c) PMMA 50 vol%, (d) 

carbon 30 vol%, (e) carbon 40 vol%, and (f) carbon 50 

vol%.

Fig. 8. The channel morphologies of YSZ module coated 

LSM-PMMA ink with BYK-111 4 vol%. (a) center and 

(b) edge.

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PMMA 함량이 30 vol%

일 때 기공 분포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 결과는 균일한 크기의 PMMA 함량을 제어함

으로써 LSM 잉크의 기공률을 제어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그림 6은 LSM에 카본을 30, 40, 50 vol%로 각각 

혼합하여 제조한 잉크를 소성한 시편의 단면 미세

구조를 나타내었다. 카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카본의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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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vol%인 경우에는 30 vol% 혼합한 경우와 같이 작

은 기공들도 찰되었지만 큰 기공들이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7은 LSM에 카본과 PMMA를 각각 기공 형성

제로 첨가한 시편의 미세구조를 이용하여 이미지 분

석을 통한 기공의 분포를 찰한 결과이다. PMMA의 

경우 함량 증가에 계없이 기공의 크기는 일정하게 

찰되었으나, 카본의 경우는 PMMA에 비해 30 

vol%에서도 이미 큰 기공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카본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큰 기공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MMA는 polymer로 분산성 확보

가 용이한 반면 카본은 함량이 증가할수록 응집발생 

여지가 많고 분산성 확보가 어려워 큰 기공들이 증가

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은 그림 6의 미세구

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층 평 형 SOFC 모듈의 채  내부 

해질층인 YSZ층 가운데와 모서리 부분에 LSM 잉크

로 코 한 후 1,200℃에서 소결한 시편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이 때 잉크는 LSM에 PMMA를 50 vol% 

혼합한 후, 분산제로 BYK-111을 4 vol% 첨가하여 

제조하 다. 이 게 형성된 LSM 극은 YSZ층 에 

비교  균일하게 형성되었으며, LSM 극의 두께는 

가운데 부분은 40 µm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서

리 부분은 더 두껍게 형성되었다. 이것은 LSM 잉크

가 채  모서리 부분에 몰려 상 으로 두껍게 코

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LSM 극층에는 작은 기공

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부분 으로 큰 기공 

찰되어, LSM 잉크를 평면에 코 한 경우에 비해 

SOFC 모듈의 채  내부 코  시 기공 분포의 균일

성이 낮은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은 SOFC 모

듈 채  내부에 LSM 잉크를 코 하는 공정기술과 

계가 있으므로 이에 한 최 화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층 평 형 SOFC 모듈의 공기극 

극 구 을 하여 고상반응법을 이용하여 950℃에

서 단일상의 LSM을 합성하 다. LSM 우더에 기

공 형성제로 PMMA와 카본 함량을 변화시켜 가며 

용매로 에탄올, 분산제로는 BYK-111을 사용하여 잉

크 제조 시 기공률 제어  SOFC 해질층인 YSZ 

표면에 LSM 잉크를 코 하기 한 최  조건을 찾

고자 하 다.

LSM 우더에 기공 형성제로 PMMA를 혼합하

을 경우에는 BYK-111을 4 vol%, LSM과 카본을 혼

합하 을 경우에는 BYK-111을 15 vol%를 첨가하

을 때 가장 낮은 도를 나타내어 분산성이 가장 우

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YSZ 기  표면에 LSM 잉

크 코  시 균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각을 측정

한 결과, LSM과 PMMA를 혼합한 잉크의 경우에는 

1 vol%, LSM과 카본을 혼합한 잉크의 경우에는 20 

vol%를 첨가하 을 경우에 각이 상 으로 가

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LSM에 PMMA와 카본을 각각 혼합하여 소성한 결

과 기공이 비교  균일하게 분포하 다. PMMA와 카

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어 PMMA와 카본 함량을 제어함으로써 LSM 잉

크의 기공률을 제어할 수 있었다. PMMA 함량이 증

가할 경우에는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카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큰 기공들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공률 한 PMMA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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