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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interfacial characteristics between SOFC and Ag paste as current collector was estimated in the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The Ag paste was used to connect the unit cell of SOFC strongly with interconnector and provid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between them. To confirm electrical conductivity, Ag paste was treated in the furnace at 800°C for 48 hours. The sheet resistance of Ag 
paste was measured to compare the resistance values before and after the heat treatment. Also, the four-point bending test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interfacial adhesion. The unit cell of SOFC and SiO2 wafer were diced and then attached by Ag paste. The SiO2 wafer had 
the center notch to initiate a crack from the tip of the notch. The modified stereomicroscope combined with the CCD camera and system 
for measuring the length was used to observe the fracture behavior.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before heat treatment and after heat 
treatment, the specimen was exposed in the furnace at 800 °C for 48 hours and then the interfacial adhesion was evaluated. Finally, the 
interfacial adhesion energy quantitatively increases 1.78±0.07 J/m2 to 4.9±0.87 J/m2 between the cathode and Ag paste and also increase 
2.9±0.47 J/m2 to 5.12±1.01 J/m2 between the anode and Ag paste through the high temperatu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g paste as 
current collector was appropriate for improving the structural stability in the stacked SOFC system i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was mor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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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환경 오염과 

연료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실용화

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일반적으로 풍

력, 수력, 지열 등 자연을 이용한 대체에너지와 태양전

지와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연료전지를 이용한 대체에

너지가 널리 알려졌다. 다양한 연료전지들 중에서 고체

산화물연료전지(SOFC)는 연료극(anode), 전해질(electrolyte), 
공기극(cathode) 모두 고체로 구성되어 제조과정이 용이

하지만 고온(800 ~ 1000℃)에서 작동되기에 별도의 고

온 온도시스템이 필요한 단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600 ~ 
800℃ 범위의 온도에서 작동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4). 고체산화물연료전지 하나의 셀은 충분한 출력을 

얻을 수 없으므로, 다중 셀로 적층된 구조를 가져야 한

다. 이런 스택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셀과 셀 사이에 전

력의 손실을 줄이고 생산된 전기를 전달해주는 분리판 

집전체를 삽입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접촉된 상태

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접촉계면들이 성능열화와 구조적 

불안전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온환경에서 작동하는 

스택전지 구조에서 각 구성요소들의 서로 다른 열팽창

계수로 인하여 계면마찰이 발생하고 마모와 균열생성, 
접촉불량과 분극현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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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과 확산, 그리고 부산물 등이 계면에 생성되어 

스택전지의 성능이 저하된다5-8).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계면에서 발생되는 성능열화의 원인을 제거

하여야 스택전지의 최대효율을 얻을 수 있고 내구성 면

에서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계면에서 문제점

을 해결하고 안전한 스택전지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는 각각의 구성요소사이에는 접착력을 가질 필요가 있

으며, 새로운 집전체와 분리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

다. 지금까지 전력전달과 연료의 유로를 형성하는 분리

판에 대하여 세라믹과 금속의 혼합물을 이용하여 열팽

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9-12). 고
체산화물연료전지와 분리판을 연결해주면서 접촉저항 

및 분극저항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하는 집전체는 페이

스트 형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Pt를 이용한 집전

체의 성능이 가장 효율적이다13). 그러나 아직 집전체의 

성능향상과 접착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며 고온에서 사

용이 가능한 Ag 페이스트를 집전체로 이용할 경우, 전
극들과 Ag 페이스트 사이에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계

면의 특성을 평가하고 특히 고온에서 계면접착력과 전

기전도성의 변화를 측정한다. 전기전도성의 변화는 4 
프로브 면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면저항을 측정하고, 
4점 굽힘시험과 파단면 분석을 통하여 계면접착력을 

측정한다. 고온처리 상태에서의 계면접착에너지와 전

기전도성 변화를 통하여 Ag 페이스트를 집전체로 사

용한 스택전지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시험편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전극과 Ag 페이스트와의 접

착력을 평가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시험편을 제작하

였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단전지(100 mm × 100 mm)와 

Fig. 1. The manufacture process of the specimen. 

SiO2 웨이퍼를 각각 dicing saw를 이용하여 30 mm × 3 
mm로 절단하였고, 균열을 진전시키기 위해 SiO2 웨이

퍼 중간에 깊이가 300 ㎛의 노치를 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Ag 페이스트는 AREMO사의 고온용 597-A이

다. 절단 된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전극인 연료극과 

공기극에 Ag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스크린 프린팅 기

법을 이용하여 Ag 패이스트의 두께를 약 0.5 mm로 일

정하게 하였다. Ag 페이스트와 전극들 사이의 접착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온에서 30분 동안 자연 건조하

고 전기오븐에서 100℃, 2시간 동안 경화시켰다. 고체

산화물연료전지의 운전온도에서 전극과 Ag 페이스트

의 접착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조된 시

험편은 고온로에서 800℃, 48시간 동안 고온처리하고 

노냉시켰다. 고온 처리된 연료전지에 다시 Ag 페이스

트를 도포하고 절단 된 SiO2 웨이퍼를 접착시켰으며 

높이 게이지(height gage)를 이용하여 2 mm로 눌러주어 

시험편의 두께가 최대한 일정하게 되도록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시험편은 오븐에서 100℃, 2시간

동안 경화되었다. 또한 운전온도에서의 접착력을 비교

하기 위해 고온로에서 열처리 하지 않은 시험편도 같

이 제작하였다.

2.2 장치 및 실험방법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전극들과 집전체로 사용이 

가능한 Ag 페이스트사이의 계면 접착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형인장시험기(Tinius Olsen사)를 이용하여 4점 

굽힘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2와 같이 4점 굽힘시험은 

시험편의 아래와 위 각각 두 포인트씩 총 4개의 핀이 

시험편에 접촉된다. 
4개의 핀들은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었으며, 

위쪽 핀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홈과 로드셀로부터 시

험편에 균등한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루미

늄 블록을 사용하였다. 시험편은 균열성장을 위한 SiO2 

Fig. 2. The image of 4-points bending test and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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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의 노치부분이 아래에 위치하게 놓았다. 하부 핀

(lower supports) 거리는 32 mm, 상부 핀(upper supports) 
거리는 8 mm, 로드셀은 20 N을 사용하였으며 0.005 
mm/min 속도의 변위제어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험편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부과되어 균열발생을 

관찰하기 위하여 실체현미경과 CCD 카메라를 사용하

였다. 수직으로 구성된 실체현미경을 균열길이 측정기

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연결함으로써 시험편의 균열이 

관찰되도록 최적화하였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전자주

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과 광학현

미경(Optical Microscope, OM)을 이용하여 시험편의 세

부형상 및 파단부분을 관찰하여 시험편의 균열진전 및 

파단경로를 확인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Ag 페이스트 전기적 물성 측정

고체산화물연료전지에서 집전체로 사용되는 Ag 페
이스트는 단전지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이웃한 단전지

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때, 전기적 손실이 발

생하면 고체산화물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의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기전도성 평

가를 위하여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고온처리 전,후에 

대한 Ag 페이스트의 면저항 변화를 측정하였다. 면저

항 측정용 시험편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SiO2 웨
이퍼 (15 mm × 3 mm)에 스크린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

여 두께 0.3 mm로 도포하였고 전기오븐에서 100℃, 2
시간동안 경화시켰다. 제조된 시험편의 면저항을 측정 

한 후, 800℃에서 48시간 동안 가열하여 노랭시켰다. 
면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4 프로브 포인트(4 probe 
point) 기법을 이용하였다. Fig. 3은 면저항 측정하는 방

법과 측정프로그램을 나타낸다.
EX-750H로 전압을 인가하였고 Aglilent사의 34401A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전류를 측정하였다. Labview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GPBI를 통하여 측 

Fig. 3. The sheet resistance measurement system.

정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안쪽 두 개의 프로브에는

전압을 인가하고 양 끝단의 두 개의 프로브에는 전류

를 측정하는 single-configuration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된 전압과 전류의 값을 통해 저항 Rs을 다음과 같이 구

하였다14).

  
  [Ω] (1)

single-configuration에 의한 면저항 Rs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Ω/sq] (2)

Ks는 비례상수로 시료의 크기, 두께, 탐침거리에 의

한 보정계수로서, 그 값은 1.60655이다14).
Fig. 4는 집전체로 사용되는 Ag 페이스트의 고온환

경 작동 전, 후의 전기비저항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Ag 페이스트의 면저항 측정을 위해 10, 20, 30 V의 

전압을 각각 인가하였다. 10 V의 전압을 인가한 후, 고
온처리 전의 시험편의 면저항은 약 2.5 KΩ/sq으로 증

가하였고 계속적으로 20, 30 V의 전압을 인가하였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온처리 된 시험편

의 면저항은 10 V를 인가하면 약 40 KΩ/sq으로 면저

항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다. 그러나 면저항이 일정

하게 유지되는 고온처리 전의 시험편과 달리 20, 30 V
로 인가전압이 증가하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는 열처리된 Ag 페이스트는 상변화를 일으키며, 
고압의 인가에 의해 상변화의 회복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처리에 의해 면저항이 증가하지만 인가

전압이 높을수록 면저항이 감소됨을 확인하여 고전압

에서는 충분히 낮은 면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Fig. 4. The comparison of the sheet resistance for Ag paste 
before and after the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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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온처리 전, 후의 계면접착특성 평가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전극에 Ag 페이스트를 도포

하고, 작동온도(800℃)에서 48 h 동안 열처리 전, 후를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작동온도 처리 이전에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전

극에 Ag 페이스트가 상변화 없이 골고루 분포된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온처리 이후에는 Ag 페
이스트의 상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Ag 페이스트는 Ag 
플레이크(flake)와 레진(resi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

온환경에서 Ag 플레이크와 레진이 분리되고 Ag 플레

이크들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뭉쳐서 입도가 커짐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Ag 페이스트의 고온에서 발생되

는 상변화 및 분리는 전극과의 계면에서 특성 변화를 

a) before b) after

Fig. 5. The SEM images of Ag paste at a) before and b) after 
the heat treatment. 

Fig. 6. The result of the adhesion between cathode and Ag 
paste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and captured images. a) 

load-displacement curve b) first fracture image before heat 

treatment c) first fracture image after heat treatment.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Ag 페이스트의 상변화가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전

극(공기극, 연료극)들과 Ag 페이스트의 계면접착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4점 굽힘시험을 수행하

였고, Fig. 6는 공기극(cathode)에 Ag 페이스트를 도포

한 시험편에 대한 고온처리 전,후의 하중-변위 그래프

와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균열발생 부분을 캡쳐한 

이미지이다. 
고온처리 전의 시험편에서 굽힘하중이 인가되면 초

기에는 하중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변위 0.069 mm, 
하중 5.18 N에서 하중이 급 감소를 한다. 이때, SiO2 웨
이퍼 노치부에서 Ag 페이스트쪽으로 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공기극와 Ag 페이스트의 계면분리가 발생하였

다. 이후 하중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파단직전에는 

하중증가량이 감소하면서 변위 0.175 mm, 하중 9.89 N
에서 최종적으로 파단 되었다. 고온처리 후의 시험편

도 굽힘하중의 인가에 따라 초기에는 선형적으로 변위 

0.1 mm, 하중 8.14 N까지 하중이 증가되고, 이후에 급

격히 하중이 감소함에 따라 SiO2 웨이퍼 노치에서 균

열이 개시하여 SiO2 웨이퍼와 Ag 페이스트 계면으로 

균열이 진전되면서 계면박리를 발생시켰다. 이후에 다

시 하중이 증가하다가 변위 0.18 mm에서 2차 균열성

Fig. 7. The result of the adhesion between anode and Ag 
paste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and captured images. a) 

load-displacement curve b) first fracture image before heat 

treatment c) first fracture image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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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이루어지고 하중이 재증가 한 뒤, 변위 0.26 mm, 
하중 14.94 N에서 최종파단이 발생하였다. 

Fig. 7은 연료극(anode)에 Ag 페이스트를 도포한 시

험편에 대한 고온처리 전, 후의 4점 굽힘시험 결과와 

초기균열 진전을 나타낸 이미지이다. 
연료극에 Ag 페이스트를 도포한 시험편에 대한 고

온처리 전, 후의 결과는 앞의 공기극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고온처리 전의 시험편은 변위 0.77 mm, 하중 

5.78 N에서 감소하고 변위 0.24 mm, 10.67 N에서 파

단이 발생하였다. 또한 하중이 급격하게 감소할 때, 
SiO2 웨이퍼의 노치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연료극과 

Ag 페이스트가 박리되었다. 고온처리 후의 시험편은 

변위 0.1 mm, 하중 7.73 N에서 하중이 급격하게 감소

되고, SiO2 웨이퍼의 노치에서 균열이 개시되어 SiO2 
웨이퍼와 Ag 페이스트 계면으로 균열이 진전되고 박

리가 발생하였다. 이후에 하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균열은 대균열로 성장하면서 변위 0.22 mm에서 균열

이 급성장 후, 변위 0.3 mm, 하중 15.25 N에서 최종적

으로 파단 되었다. 열처리에 따라, 공기극과 연료극에

서 균열성장 및 계면박리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Ag 
페이스트가 고온처리 되면서 공기극과 연료극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하여 더 높은 접착력을 보인다고 여

겨진다. 
SiO2 웨이퍼의 노치에서 균열이 개시되어 파단이 일

어나기 전까지 균열의 진전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

편의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공기극에 Ag 페이스트를 도포한 시험편의 파단면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고온처리 전 시험편의 top view에

서 소량의 Ag 페이스트가 잔류하고 있고 공기극의 검

은색 부분이 보인다. 또한 side view에서 공기극 위쪽

에는 페이스트가 전부 떨어져나갔다. 반면 고온처리 

Fig. 8. The OM and SEM analysis on the cathode fracture 
area. 

Fig. 9. The OM and SEM analysis on the anode fracture area.

후 시험편에서는 공기극에 Ag 페이스트가 잘 접착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op view에서 오직 Ag 페이스

트만 관찰되며 두께도 두꺼워 보이고, side view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극에 Ag 페이스트를 도포

한 시험편은 고온처리 전,후에 따라서 균열진전과 박

리가 서로 다른 계면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Fig. 9는 앞서 공기극와 같은 방법으로 연료극에 Ag 

페이스트가 도포된 시험편의 파면을 관찰한 이미지이

다. 결론적으로 공기극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고온처리 전에는 연료극와 Ag 페이스트의 계면으로, 
고온처리 후에는 SiO2 웨이퍼와 Ag 페이스트의 계면으

로 균열이 진전되고 박리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전극들(공기극, 연료

극)과 Ag 페이스트 사이의 계면접착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적층구조로 이루어진 시험편에 대해 4점 굽힘

시험을 이용하여 계면접착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중

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균열이 계면을 통해 진전하게 

되면서 하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야 한

다. 이때, 측정된 하중값을 이용하여 계면접착에너지

(interfacial adhesion energy)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하중이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하중

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하중값을 이용하여 상한값(upper 
value) 또는 하한값(lower value)으로 정할 수 있고 아래

의 유도된 식에 대입하여 계면접착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15).








   (3)

이 식에서 υ와 E는 SiO2 웨이퍼의 포아송비와 탄성

계수로써 0.28과 130 GPa이고, b는 시험편의 폭, h는 

두께의 절반이다. P는 측정된 하중, L은 핀 사이의 거 



전상구⋅남승훈⋅권오헌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1, 201526

Fig. 10. The interfacial adhesion energy between the electrodes 
and Ag paste.

리이고, 계산된 계면접착에너지의 단위는 J/m2이다15).
고온처리 전, 후의 시험편들에 대해 계산된 계면접착

에너지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고온처리 전의 계면접착에너지는 공기극와 연료극

에서 각각 1.78±0.07 J/m2과 2.9±0.47 J/m2(상한값)이고, 
고온처리 후의 계면접착에너지는 공기극와 연료극에

서 각각 4.9±0.87 J/m2과 5.12±1.01 J/m2(하한값)으로 계

산되었고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하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에, 하중이 처음 감소하는 하중값으로 계산되었다. 
고온처리 전의 계면접착에너지는 SiO2 웨이퍼 노치에

서 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Ag 페이스트와 전극들간

의 계면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측정된 계면접착에너

지(상한값)보다 실제로는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 
공기극과 Ag 페이스트의 계면접착에너지가 연료극과 

Ag 페이스트의 계면접착에너지 보다 더 낮고 계면박

리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고온처리 후의 계면접착에너지는 SiO2 웨이퍼 노치에

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SiO2 웨이퍼와 Ag 페이스트간

의 계면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SiO2 웨이퍼와 Ag 페이

스트의 계면접착에너지로써 유사한 값을 가지고, SiO2 
웨이퍼와 Ag 페이스트의 계면으로 균열이 진전되고 

박리되는 동안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전극들(공기극, 
연료극)과 Ag 페이스트는 균열 혹은 박리현상이 발생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극, 연료극과 Ag 페이스트의 

계면접착에너지는 측정된 SiO2 웨이퍼와 Ag 페이스트

의 계면접착에너지(하한값)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값

을 가지며 고온처리 후에는 계면접착에너지가 증가함

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g 페이스트가 스택구조의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고체산화물연료전지에서 집전체로 사용이 가능한 

Ag 페이스트가 고온처리 전과 고온처리 후에서 전극

들(cathode, anode)과의 계면접착 특성들을 평가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온처리 전의 면저항은 2.5 KΩ/sq였지만 고온처

리 후의 면저항이 약 40 KΩ/sq으로 증가하였으며 전

압이 상승함에 따라 면저항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2) 고온처리 전에는 SiO2 웨이퍼의 노치에서 개시된 

균열은 공기극와 Ag 페이스트의 계면으로 진전하고 

박리를 야기하지만, 고온처리 후의 경우에는 균열이 

SiO2 웨이퍼와 Ag 페이스트의 계면으로 균열이 진전하

고 박리를 야기하였으며 연료극와 Ag 페이스트의 계

면에서도 비슷한 경로로 균열이 진전되고 계면이 박리

되었다. 
3) 공기극와 Ag 페이스트의 접착계면에너지는 각각 

1.78±0.07 J/m2(상한값)과 4.9±0.87 J/m2(하한값)이고, 연
료극와 Ag 페이스트의 계면접착에너지는 각각 2.9±0.47 
J/m2(상한값)과 5.12±1.01 J/m2(하한값)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고온처리 이전에는 공기극에서의 계면접착에

너지가 더 낮으므로 계면박리가 더 잘 일어나고, 고온

처리 후에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두 전극들과 Ag 
페이스트의 계면접착에너지는 모두 증가를 하였고, 이
는 고온처리된 Ag 페이스트의 상변화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Ag 페이스트가 집전체로 사용될 경우, 접착력의 

향상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온에서 생산된 전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기전도

성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우수한 집전체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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