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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환경 문제는 그 

동안 산업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화

석연료의 급속한 고갈과 탄소기반의 화석연

료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환경 문제

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신재

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부하 평준화와 신재생에너지의 

품질 및 효율 향상을 위한 대용량 에너지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술과 연계되어 스마트 그리드

를 위한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태

양광 및 풍력 발전은 궁극적으로 상시 발전기

술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친환경· 

무한 에너지 기술로 바이오에너지와 수소에너

지가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

소경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

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수소

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

축,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에너지 확산, 해외 에

너지 의존도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

소경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는 크게 수소 차

와 발전용 연료전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수소 차의 누적 생산

량 620만대, 수소충전소 1,200개소, 수소 대

중교통 확대와 15GW 이상 연료전지(재생에너

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 구축 및 수출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친환경 분산발

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료전지(fuel cell)는 수소와 같은 연료의 화

학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

는 에너지 변환 장치이다. 이러한 연료전지는 

공기극(cathode)에 산소가 공급되고 연료극

(anode)에 수소 혹은 탄화수소 연료가 공급되

어 전해질을 통한 이온의 전달 및 전극에서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열, 물 그리고 이산

화탄소 등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배출하지 않으면서 

높은 효율로 전기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어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 이와 같은 연료

전지는 종래의 발전기술인 석탄 연소 발전소 

및 내연 기관에 기초한 발전기와 비교할 때, 카

르노 순환(carnot cycle)의 제한으로부터 자유

로워 40% 이상의 높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1,2].

연료전지는 온도 및 전해질 종류에 따라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FMFC), 인산 연료전지

(phosphoric acid fuel cell; PAFC),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저온형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

지는 고 성능과 다양한 응용분야로 상용화 가

능성이 높아 각광받고 있다 [3-9].

수소이온을 투과시킬 수 있는 고분자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PEMFC는 높은 출력밀도, 

신속한 ON-OFF, 100℃ 미만의 낮은 작동온

도, 간단한 구조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수

소자동차 혹은 가정용/건물용 발전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고 순도 수소이용(미

량의 CO에 의한 전극피독), 값 비싼 고분자막

(Nafion)과 귀금속 촉매 사용 그리고 막 내부

의 수분 조절 어려움(flooding현상, 막 수축, 전

도도 감소)등의 단점이 있다. 

한편, 산소이온이 투과되는 세라믹 전해질

을 사용하는 SOFC는 600~850℃ 온도 범위

에서 작동하는 고온형 연료전지로서 여러 연료

전지 중에서도 전기변환 효율이 45~60%로 가

장 높으며 가스터빈과 연계한 MW급 분산 발전

시스템으로 응용하여 최대 75%의 높은 에너지

변환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연료 민감성

이 낮아 수소연료 외에도 천연가스, 바이오가

스 등의 탄화 수소계 연료를 별도 외부 개질 장

치 없이 직접 연료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등을 

가지고 있어 가정용/건물용 및 산업용 전원 공

급 장치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10,11]. 하

지만 SOFC는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기술적 장

벽들이 많아 실용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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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Overview of the various types of fuel cell technology 

(SOFC, MCFC, PAFC, PEMF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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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Overview of the various types of fuel cell technology 

(SOFC, MCFC, PAFC, PEMF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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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고온 작동으로 인한 단전지 단위

에서의 다공성 전극 소결현상, 전극과 전해질 

이종 물질에서의 확산반응으로 인한 성능감

소, 스택단위에서의 부하변동 조건에서의 스

택 열화, 고온 밀봉재의 불안정성 등이 해결할 

과제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친환경 분산발전원으로 부상

하고 있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를 중심으로 기

본 작동원리와 최근 국내외 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본원리

SOFC에 적용되는 단전지(unit cell)는 전해질

과 양단에 음극 및 양극으로 구성된다. 일반적

으로 전해질은 연료와 공기가 서로 섞이지 않

도록 치밀한 구조이며, 음극과 양극은 각각 연

료와 공기가 원활히 확산되도록 다공성구조

를 갖는다. 공기극(양극)에 주입된 산소가 양

극 표면에 흡착되어 전자를 받아 이온화되고, 

산소이온은 전해질내의 산소빈자리(oxygen 

vacancy)를 통해 연료극(음극)으로 확산되며, 

연료극의 수소와 결합하여 전기화학적으로 산

화되면서 물과 전기를 생산한다. 

위의 반응들을 식으로 표현하면 양쪽 전극

사이에 산소분압 차 즉, 전기화학적 전위차

인 Nernst Potential로 인한 개회로 전압(open 

circuit voltage; OCV, E0)이 형성되고, 그 값은 

Nernst equation으로 표현된다. 

         (1)

식 (1)에서 R은 기체상수(8.314 J/k·mol), 

T는 절대온도 (K), F는 Faraday constant 

(96,500C/mol), z는 산소의 전자당량(z=4)으

로 나타내고, 수소연료를 사용 할 경우는 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2)

이때 반응물로서 산소와 수소를 사용할 경

우 800℃에서의 이론전압은 ~1.26 V로 계산 

된다 [12]. 실제 전류밀도 증가에 따른 셀전압 

즉, SOFC 작동 시 전지의 전압은 OCV 보다 낮

은 전압을 보이게 되며, 이는 가스의 확산, 전

극에서의 촉매반응 및 이온 확산 과정에서의 

분극저항으로 인한 전압손실이 원인으로, 다

음 식에 의해 표현된다.  

  (3)

Eocv는 개회로 전압, Rc, Ra, Re는 각각 공기극, 

연료극, 전해질 소재의 고유저항, I 는 전류밀

도 그리고 ηc 및 ηa 공기극과 연료극의 전해질 

사이 계면저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실제 작동

되는 전지의 전압은 다양한 고유저항과 계면저

항들이 반영되어 이론적인 전압보다 낮게 측

정되며, 이러한 저항성분들을 줄이기 위한 새

로운 전해질 및 전극 소재연구와 전극코팅기

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2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단전지 종류

SOFC의 단전지는 세라믹소재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고, 

그 형태에 따라 각각 원통형(tubular), 평판형

(planar), 평관형(flat-tubular) 등의 종류로 구

분된다. 원통형 단전지는 양극 또는 음극 튜

브를 지지체로 하여 전해질과 전극, 세라믹 연

결재가 그 위에 형성되어 여러 단전지가 결합

된 형태를 구성한다. 이때 튜브 내에 공기 또

는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고온 기체 밀봉이 

상대적으로 쉽고 열/기계적 문제에 대한 신뢰

성이 검증되어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디자인

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스택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단전지 표면 일부의 세라믹 연결재

를 통해 셀 간의 전기적 연결이 이루어지므로 

전류의 이동경로가 길어서 내부 전기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높은 출력밀도 얻는데 한계가 

있다. 평판형 단전지는 다른 종류의 단전지에 

비해 제조공정이 용이하며 단위 활성면적이 

넓고 전해질 박막화가 가능하여 고출력 성능

을 얻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단전지 내에 구조

적으로 연료와 공기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

에 별도의 금속 분리판이 필요하며 이때 고온 

작동 시 금속 분리판에서 Cr 휘발문제로 단전

지의 성능감소와 고온 밀봉소재가 열적 내구

성에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기

존의 SOFC는 고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

를 보임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관형 단

전지가 제안되어왔다. 평관형 단전지는 연료

극 지지체의 내부에 연료가스가 흐르는 유로

가 형성되고 있고 연료극 지지체 표면에는 전

해질과 전극 및 연결재 포함되어 단위전지를 

수직 방향으로 적층이 용이한 구조로 널리 연

구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특성은 원통형 단전

지에 비해 넓은 접촉면적을 이용하여 내부저

항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성능향상과 컴팩트

한 모듈 제조에 용이하다. 하지만 압출공정으

로 제작되는 평관형 단전지는 다양한 공정변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변수에 대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공정단가가 높은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구조의 SOFC는 문

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소재 부품단위의 기

초연구부터 스택, 시스템까지 광범위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림 2 ▶ Schematic of solid oxide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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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고온 작동으로 인한 단전지 단위

에서의 다공성 전극 소결현상, 전극과 전해질 

이종 물질에서의 확산반응으로 인한 성능감

소, 스택단위에서의 부하변동 조건에서의 스

택 열화, 고온 밀봉재의 불안정성 등이 해결할 

과제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친환경 분산발전원으로 부상

하고 있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를 중심으로 기

본 작동원리와 최근 국내외 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본원리

SOFC에 적용되는 단전지(unit cell)는 전해질

과 양단에 음극 및 양극으로 구성된다. 일반적

으로 전해질은 연료와 공기가 서로 섞이지 않

도록 치밀한 구조이며, 음극과 양극은 각각 연

료와 공기가 원활히 확산되도록 다공성구조

를 갖는다. 공기극(양극)에 주입된 산소가 양

극 표면에 흡착되어 전자를 받아 이온화되고, 

산소이온은 전해질내의 산소빈자리(oxygen 

vacancy)를 통해 연료극(음극)으로 확산되며, 

연료극의 수소와 결합하여 전기화학적으로 산

화되면서 물과 전기를 생산한다. 

위의 반응들을 식으로 표현하면 양쪽 전극

사이에 산소분압 차 즉, 전기화학적 전위차

인 Nernst Potential로 인한 개회로 전압(open 

circuit voltage; OCV, E0)이 형성되고, 그 값은 

Nernst equation으로 표현된다. 

         (1)

식 (1)에서 R은 기체상수(8.314 J/k·mol), 

T는 절대온도 (K), F는 Faraday constant 

(96,500C/mol), z는 산소의 전자당량(z=4)으

로 나타내고, 수소연료를 사용 할 경우는 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2)

이때 반응물로서 산소와 수소를 사용할 경

우 800℃에서의 이론전압은 ~1.26 V로 계산 

된다 [12]. 실제 전류밀도 증가에 따른 셀전압 

즉, SOFC 작동 시 전지의 전압은 OCV 보다 낮

은 전압을 보이게 되며, 이는 가스의 확산, 전

극에서의 촉매반응 및 이온 확산 과정에서의 

분극저항으로 인한 전압손실이 원인으로, 다

음 식에 의해 표현된다.  

  (3)

Eocv는 개회로 전압, Rc, Ra, Re는 각각 공기극, 

연료극, 전해질 소재의 고유저항, I 는 전류밀

도 그리고 ηc 및 ηa 공기극과 연료극의 전해질 

사이 계면저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실제 작동

되는 전지의 전압은 다양한 고유저항과 계면저

항들이 반영되어 이론적인 전압보다 낮게 측

정되며, 이러한 저항성분들을 줄이기 위한 새

로운 전해질 및 전극 소재연구와 전극코팅기

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2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단전지 종류

SOFC의 단전지는 세라믹소재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고, 

그 형태에 따라 각각 원통형(tubular), 평판형

(planar), 평관형(flat-tubular) 등의 종류로 구

분된다. 원통형 단전지는 양극 또는 음극 튜

브를 지지체로 하여 전해질과 전극, 세라믹 연

결재가 그 위에 형성되어 여러 단전지가 결합

된 형태를 구성한다. 이때 튜브 내에 공기 또

는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고온 기체 밀봉이 

상대적으로 쉽고 열/기계적 문제에 대한 신뢰

성이 검증되어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디자인

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스택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단전지 표면 일부의 세라믹 연결재

를 통해 셀 간의 전기적 연결이 이루어지므로 

전류의 이동경로가 길어서 내부 전기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높은 출력밀도 얻는데 한계가 

있다. 평판형 단전지는 다른 종류의 단전지에 

비해 제조공정이 용이하며 단위 활성면적이 

넓고 전해질 박막화가 가능하여 고출력 성능

을 얻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단전지 내에 구조

적으로 연료와 공기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

에 별도의 금속 분리판이 필요하며 이때 고온 

작동 시 금속 분리판에서 Cr 휘발문제로 단전

지의 성능감소와 고온 밀봉소재가 열적 내구

성에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기

존의 SOFC는 고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

를 보임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관형 단

전지가 제안되어왔다. 평관형 단전지는 연료

극 지지체의 내부에 연료가스가 흐르는 유로

가 형성되고 있고 연료극 지지체 표면에는 전

해질과 전극 및 연결재 포함되어 단위전지를 

수직 방향으로 적층이 용이한 구조로 널리 연

구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특성은 원통형 단전

지에 비해 넓은 접촉면적을 이용하여 내부저

항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성능향상과 컴팩트

한 모듈 제조에 용이하다. 하지만 압출공정으

로 제작되는 평관형 단전지는 다양한 공정변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변수에 대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공정단가가 높은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구조의 SOFC는 문

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소재 부품단위의 기

초연구부터 스택, 시스템까지 광범위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림 2 ▶ Schematic of solid oxide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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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소재 종류

SOFC 단전지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

해질과 양단에 음극과 양극, 모듈화를 위한 연

결재로 구성되며 높은 온도와 산화 및 환원 분

위기 등과 같은 작동환경에서 높은 출력밀도, 

고내구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양극은 고온에서 전자전도체인 perovskite 

구조의 LSM과 이온전도체인 fluorite 구조의 

YSZ와 혼합된 복합체 소재가 가장 널리 사용

했고, 최근에는 성능을 높이면서 작동온도를 

낮추기 위해 LSCF, LSC, LSF, BSCF 와 같은 혼

합전도성 양극소재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혼합전도성 전극소재들은 열처리공정 및 작동

온도에서 전해질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절

연성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ceria 계열의 

반응방지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반응방지

층은 얇고 치밀한 막을 형성하여 내부 저항과 

반응성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 전극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삼상계면과 같은 미세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Northwestern Univer-

sity의 Scott A. Barnett 교수팀은 FIB (focused 

ion beam)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

copy)를 이용하여 전극의 3차원 분석 기술

을 이용하여 삼상계면의 길이, 각상의 부피 분

율, 연결도 등 전극성능을 결정하는 미세구

조 특성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한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Meilin 

S. P. Jiang 교수 연구팀에서는 다공성 양극에  

용융 침투법을 이용하여 전극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3,14]. 

음극은 일반적으로 Ni-YSZ cermet이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두 물질의 조성비 및 미세

구조 최적화, 탄소 증착 및 황 피독 문제, 산화-

환원 사이클에 대한 내구성 연구가 가장 큰 이

슈이다 [15-17]. 특히 음극지지형 단전지를 제

조함에 있어 음극의 기계적강도와 전기전도도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서는 두 물질의 입자크기에 따른 미세구조

가 음극의 전기적 물성 및 기계적 강도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의 T. Maruyama 교수 연구팀은 Ni과 YSZ의 함

량비에 따른 전극성능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

표하여 음극지지형 단전지 공정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18,19].  

전해질은 공기 및 연료가스의 투과가 발생

하지 않도록 95% 이상의 높은 치밀도(소결밀

도)를 갖도록 소결성이 우수해야 하며 높은 이

온 전도성을 가져야 한다. CeO2계, LaGaO3계, 

ZrO2계가 대표적인 전해질 재료로 사용되며, 

이 중 CeO2계열 산화물은 고온 환원분위기에

서 n-type 전도성을 갖기 때문에 600℃의 낮

은 온도에서 사용된다. 현재 상용화에 가장 근

접한 전해질은 ZrO2 계열인 YSZ나 ScSZ이며, 

소형발전소자 적용을 위한 PVD, CVC, PLD등

의 진공 증착 방법을 이용한 전해질 박막화에 

대한 공정 연구도 진행 중이다. 

스택 제조 시 핵심요소인 연결재는 일반적

으로 perovskite 산화물인 LaCrO3 계열 [20]소재

가 사용되며, 이 소재는 p-type 전도체로서 산

화 분위기에서 좋은 안정성과 다른 구성요소

와의 적합한 팽창계수를 보이고 있지만, 소결

성이 좋지 않고 환원 분위기에서 환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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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안정한 세라믹 접속자의 개

발을 위해 환원분위기에서 안정한 La doped 

SrTiO3(LST)와 같은 n-type 소재와 산화분위기

에서 안정한 Sr doped LaMnO3(LSM)와 같은 p-

type 소재를 다층 구조의 치밀막으로 형성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는 추세이다. SOFC는 음

극, 양극, 전해질, 연결재와 같은 세라믹 소재 

외에도 모듈화를 위해 금속소재(금속 분리판, 

메니폴드 등), 밀봉재(마이카, 결정화 유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4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연구 동향

선진국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력 확보

를 추구하고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선

점하기 위한 국가주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대학에서의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또

는 기업 주도의 개발을 통해 발전시스템의 상

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9년 이후 DOE (depart-

ment of energy) 주관으로 석탄 연료 기반 MW

급 고효율 SOFC/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시스템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 대학, 기업, 국립연구소

들이 연합을 이루고 SECA (solid state energy 

conversion alli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이는 개발계획, 소요예산, 연구장비 및 설

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Core Technology 

Program 및 산업체 중심의 연구 과제를 정하

고 연구결과를 각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SECA 프로그램의 특징은 SOFC 시스템 상

용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지표로 시스템 가격

을 설정했으며 2000년도 ＄1,500/kW 수준에

서 2010년 ＄175/kW, 2020년에는 ＄140/kW 

수준까지 낮추었다. SECA 프로그램을 통하여 

SOFC 단전지부터 스택, 모듈까지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2000년대 초반 천연가스기반 

5 kW급 모듈완성을 시작으로 2013년도 스택

용량 60 kW, 스택효율 64%, 장기내구성 <1%/

kh, 현재에는 스택용량 50~250 kW, 연료이용

률 80%, 시스템 효율 52%, 장기내구성 1.5%/

kh 등의 개발완료 및 기준모델로 잡고 추후 

MW급의 SOFC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22].

SECA 프로그램과는 독립적으로 SOFC 개발

하고 있는 Bloom Energy는 NASA, 테네시 대

학, DOE등의 협력관계를 통해 미국 내에만 

260여건 특허출원(소재, 제법, 패키징, 회로, 

시스텝 등 폭넓은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을 바

탕으로 100 kW 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상

용품인 “Bloom box”를 출시하였고, Google, 

eBay, Adobe, Coca-Cola, Apple를 비롯한 60

개사 이상의 회사에 300 MW이상 설치 완료 

그림 3 ▶ SOFC program technology progress of DO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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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소재 종류

SOFC 단전지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

해질과 양단에 음극과 양극, 모듈화를 위한 연

결재로 구성되며 높은 온도와 산화 및 환원 분

위기 등과 같은 작동환경에서 높은 출력밀도, 

고내구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양극은 고온에서 전자전도체인 perovskite 

구조의 LSM과 이온전도체인 fluorite 구조의 

YSZ와 혼합된 복합체 소재가 가장 널리 사용

했고, 최근에는 성능을 높이면서 작동온도를 

낮추기 위해 LSCF, LSC, LSF, BSCF 와 같은 혼

합전도성 양극소재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혼합전도성 전극소재들은 열처리공정 및 작동

온도에서 전해질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절

연성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ceria 계열의 

반응방지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반응방지

층은 얇고 치밀한 막을 형성하여 내부 저항과 

반응성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 전극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삼상계면과 같은 미세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Northwestern Univer-

sity의 Scott A. Barnett 교수팀은 FIB (focused 

ion beam)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

copy)를 이용하여 전극의 3차원 분석 기술

을 이용하여 삼상계면의 길이, 각상의 부피 분

율, 연결도 등 전극성능을 결정하는 미세구

조 특성을 정량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한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Meilin 

S. P. Jiang 교수 연구팀에서는 다공성 양극에  

용융 침투법을 이용하여 전극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3,14]. 

음극은 일반적으로 Ni-YSZ cermet이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두 물질의 조성비 및 미세

구조 최적화, 탄소 증착 및 황 피독 문제, 산화-

환원 사이클에 대한 내구성 연구가 가장 큰 이

슈이다 [15-17]. 특히 음극지지형 단전지를 제

조함에 있어 음극의 기계적강도와 전기전도도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서는 두 물질의 입자크기에 따른 미세구조

가 음극의 전기적 물성 및 기계적 강도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의 T. Maruyama 교수 연구팀은 Ni과 YSZ의 함

량비에 따른 전극성능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

표하여 음극지지형 단전지 공정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18,19].  

전해질은 공기 및 연료가스의 투과가 발생

하지 않도록 95% 이상의 높은 치밀도(소결밀

도)를 갖도록 소결성이 우수해야 하며 높은 이

온 전도성을 가져야 한다. CeO2계, LaGaO3계, 

ZrO2계가 대표적인 전해질 재료로 사용되며, 

이 중 CeO2계열 산화물은 고온 환원분위기에

서 n-type 전도성을 갖기 때문에 600℃의 낮

은 온도에서 사용된다. 현재 상용화에 가장 근

접한 전해질은 ZrO2 계열인 YSZ나 ScSZ이며, 

소형발전소자 적용을 위한 PVD, CVC, PLD등

의 진공 증착 방법을 이용한 전해질 박막화에 

대한 공정 연구도 진행 중이다. 

스택 제조 시 핵심요소인 연결재는 일반적

으로 perovskite 산화물인 LaCrO3 계열 [20]소재

가 사용되며, 이 소재는 p-type 전도체로서 산

화 분위기에서 좋은 안정성과 다른 구성요소

와의 적합한 팽창계수를 보이고 있지만, 소결

성이 좋지 않고 환원 분위기에서 환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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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서 안정한 세라믹 접속자의 개

발을 위해 환원분위기에서 안정한 La doped 

SrTiO3(LST)와 같은 n-type 소재와 산화분위기

에서 안정한 Sr doped LaMnO3(LSM)와 같은 p-

type 소재를 다층 구조의 치밀막으로 형성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는 추세이다. SOFC는 음

극, 양극, 전해질, 연결재와 같은 세라믹 소재 

외에도 모듈화를 위해 금속소재(금속 분리판, 

메니폴드 등), 밀봉재(마이카, 결정화 유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4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연구 동향

선진국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력 확보

를 추구하고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선

점하기 위한 국가주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대학에서의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또

는 기업 주도의 개발을 통해 발전시스템의 상

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9년 이후 DOE (depart-

ment of energy) 주관으로 석탄 연료 기반 MW

급 고효율 SOFC/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시스템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 대학, 기업, 국립연구소

들이 연합을 이루고 SECA (solid state energy 

conversion alli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이는 개발계획, 소요예산, 연구장비 및 설

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Core Technology 

Program 및 산업체 중심의 연구 과제를 정하

고 연구결과를 각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SECA 프로그램의 특징은 SOFC 시스템 상

용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지표로 시스템 가격

을 설정했으며 2000년도 ＄1,500/kW 수준에

서 2010년 ＄175/kW, 2020년에는 ＄140/kW 

수준까지 낮추었다. SECA 프로그램을 통하여 

SOFC 단전지부터 스택, 모듈까지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2000년대 초반 천연가스기반 

5 kW급 모듈완성을 시작으로 2013년도 스택

용량 60 kW, 스택효율 64%, 장기내구성 <1%/

kh, 현재에는 스택용량 50~250 kW, 연료이용

률 80%, 시스템 효율 52%, 장기내구성 1.5%/

kh 등의 개발완료 및 기준모델로 잡고 추후 

MW급의 SOFC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22].

SECA 프로그램과는 독립적으로 SOFC 개발

하고 있는 Bloom Energy는 NASA, 테네시 대

학, DOE등의 협력관계를 통해 미국 내에만 

260여건 특허출원(소재, 제법, 패키징, 회로, 

시스텝 등 폭넓은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을 바

탕으로 100 kW 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상

용품인 “Bloom box”를 출시하였고, Google, 

eBay, Adobe, Coca-Cola, Apple를 비롯한 60

개사 이상의 회사에 300 MW이상 설치 완료 

그림 3 ▶ SOFC program technology progress of DO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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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Bloom energy는 전

해질 지지형 단전지(electrolyte support cell; 

ESC)의 대량생산과 품질보증 기술을 바탕으로 

독보적으로 건물용 SOFC 시스템을 사업화하

는데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에는 국내기업인 SK건설과 수 MW 규모의 발

전설비 수주를 마쳤으며, SOFC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합작법인(JV) 및 국내 생산 공장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JVA, Joint Venture Agree-

ment) 체결식 진행으로 국내까지 점차 사업성

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4년도부터 AIST (agen-

c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및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의 주관 하에 1974부터 1993까지 주요 국

가 프로그램인 Sunshine이 진행되었고, 이 후 

국립연구소 및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

구(NEDO)의 지원으로 New sunshine 프로잭

트 시작되어 TOTO사, Kyoshu 전력, Nippon 

steel, 도쿄가스, Chubu 전력 등의 많은 기업이 

참여 하에 SOFC 관련 연구과제 및 대학으로부

터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Osaka Gas, 

Kyocera, Toyota Moter, Aisin Seiki는 협력관

계를 통한 kyocera의 평관형 단전지 설계·

생산, Osaka Gas의 열 병합 시스템 발전기 설

계·생산, Aisin/Toyota의 발전기 설계·생산

기술 등과 같은 각 분야별 전분업체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2년 700 W용량, 효

율 46.5%이상의 가정용 열병합 발전 시스템

을 출시를 시작으로 2019년도 기준 누적 27

만대 이상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일본정부의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로드맵에 의거하여 

2020년까지 140만대, 2030년까지 530만

대까지 보급 목표로 두고 있다. 최근 3 kW 급 

SOFC 열병합 발전 시스템까지 개발이 완료된 

단계이며 52% 발전효율과 배기 열 회수 시 전

체 시스템효율 90%까지 달성하였다 [24]. 

Mitsubishi는 SOFC와 마이크로가스터빈

(MGT)을 조합한 250 kW급 하이브리드 열병

합 발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SOFC 단전지형

태는 원통형 타입으로 NTK(NGK SARK PLUG 

CO.,LTD.)와 계약체결을 통해 단전지와 스택을 

대량생산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용량 발전시

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도 시연테스트  

시작으로 천연가스 연소를 통한 100 MW급 

SOFC, 가스터빈, 증기터빈을 포함하는 복합시

스템 개발로 70%이상의 최종발전효율과 석탄

연료를 이용한 100 MW급 복합 시스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SOFC 연구는 1985년 유럽연합의 

JOULE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986년 국가 프

로그램, 1988년에는 산업체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다. 유럽에서 진행되는 SOFC 연구의 특

징은 여러 기관들이 유럽연합을 결성하여 국

가 및 산업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합된 주제

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

이다. 최근 enefield와 PACE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2012년~2021년 동안 가정용 열 병합 시

스템 개발 및 유럽 내에 2,500기 이상 설치를 

목표로 두고 있다. HEXIS(스위스)와 Sun fire 

(독일)사에서는 주로 5 kW급 미만 ESC 스택 개

발하고 있으며, 연료이용률 75%~85%에서 50% 

효율을 달성과 신속한 ON-OFF, Redox 안정

성, 장기내구성 0.5%/kh미만을 보장하고 있고, 

지속적인 스택 내구성 연구와 대량 생산 및 품

질 보증을 바탕으로 150 kW급 대형 발전 시스

템 개발도 추진 중이다. SOLID power(이탈리

아)는 ASC 스택 기반의 연료전지시스템(Bule-

GEN)을 EU에 1,300대 이상 공급했으며, 용량 

1.5~6 kW와 최대 55% 발전 효율을 보장하고 

있고, 최근 국내 연료전지 기업인 FCI와 합작 

형태로 대전시에 법인과 2020년 50 MW 규모의 

연료전지 부품 공장을 설립예정으로 점차 국

내까지 사업성을 넓히고 있어 국내 SOFC 연구

기관 및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1].

국내 SOFC연구는 1989년부터 KAIST, 포항

공대 등에서 SOFC 단위 소재에 대한 기초 연

구를 시작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의 연

구소에서는 단전지부터 스택 제조기술에 대

한 원천기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에서는 

POSCO/RIST, 경동나비엔, 코미코, 한국전력연

구원, 삼성SDI, LG화학을 주축으로 각자 SOFC 

스택 및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높은 기

술 난이도와 기업의 기술선택과 집중으로 인

해 SOFC 개발 축소 또는 중단을 하였다. 현재

에는 SOFC 산업화를 위한 STX중공업, 경동나

비엔, MICO등과 같은 소재, 시스템기업을 중

심으로 산업화 포럼을 결성하였고, 2015년도 

발족식을 시작으로 점차 참여기업을 늘리면

서 정보교류를 통해 국내의 SOFC 사업화를 앞

당기고자 하고 있다. 이 중 국내 SOFC 소재기

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Kceracell은 전극, 전해

질 등의 다양한 세라믹 소재를 개발하여 상용

화를 했으며, 평판형, 원통형, 평관형 등의 모

든 종류의 단전지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후 정

부과제를 통해 정부출연연구소와 함께 1 kW

급 스택 및 시스템개발도 진행 중이다. 시스템

사의 경동나비엔은 750 W급 시스템을 개발하

여 발전효율 44%, 종합효율 85%이상 및 4,000

시간 이상 시스템운전을 성공한 바 있고, STX

는 1 kW급 SOFC 시스템 “encube”를 출시와 

동시에 국가프로젝트 기반으로 내·외부 실증

을 진행할 계획이다. MICO는 2008년 SOFC 개

발을 시작으로 단전지, 스택 그리고 시스템개

발까지 전반적인 SOFC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그림 4 ▶ “Bloom box” of bloom energy [23].
그림 5 ▶ Strategic Roadmap for H2 and Fuel cell in Japan ; 

ENE-FARM programme, Austrian Energy Agency 

GmbH open worksho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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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Bloom energy는 전

해질 지지형 단전지(electrolyte support cell; 

ESC)의 대량생산과 품질보증 기술을 바탕으로 

독보적으로 건물용 SOFC 시스템을 사업화하

는데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에는 국내기업인 SK건설과 수 MW 규모의 발

전설비 수주를 마쳤으며, SOFC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합작법인(JV) 및 국내 생산 공장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JVA, Joint Venture Agree-

ment) 체결식 진행으로 국내까지 점차 사업성

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4년도부터 AIST (agen-

c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및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의 주관 하에 1974부터 1993까지 주요 국

가 프로그램인 Sunshine이 진행되었고, 이 후 

국립연구소 및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

구(NEDO)의 지원으로 New sunshine 프로잭

트 시작되어 TOTO사, Kyoshu 전력, Nippon 

steel, 도쿄가스, Chubu 전력 등의 많은 기업이 

참여 하에 SOFC 관련 연구과제 및 대학으로부

터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Osaka Gas, 

Kyocera, Toyota Moter, Aisin Seiki는 협력관

계를 통한 kyocera의 평관형 단전지 설계·

생산, Osaka Gas의 열 병합 시스템 발전기 설

계·생산, Aisin/Toyota의 발전기 설계·생산

기술 등과 같은 각 분야별 전분업체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2년 700 W용량, 효

율 46.5%이상의 가정용 열병합 발전 시스템

을 출시를 시작으로 2019년도 기준 누적 27

만대 이상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일본정부의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로드맵에 의거하여 

2020년까지 140만대, 2030년까지 530만

대까지 보급 목표로 두고 있다. 최근 3 kW 급 

SOFC 열병합 발전 시스템까지 개발이 완료된 

단계이며 52% 발전효율과 배기 열 회수 시 전

체 시스템효율 90%까지 달성하였다 [24]. 

Mitsubishi는 SOFC와 마이크로가스터빈

(MGT)을 조합한 250 kW급 하이브리드 열병

합 발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SOFC 단전지형

태는 원통형 타입으로 NTK(NGK SARK PLUG 

CO.,LTD.)와 계약체결을 통해 단전지와 스택을 

대량생산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용량 발전시

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도 시연테스트  

시작으로 천연가스 연소를 통한 100 MW급 

SOFC, 가스터빈, 증기터빈을 포함하는 복합시

스템 개발로 70%이상의 최종발전효율과 석탄

연료를 이용한 100 MW급 복합 시스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SOFC 연구는 1985년 유럽연합의 

JOULE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986년 국가 프

로그램, 1988년에는 산업체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다. 유럽에서 진행되는 SOFC 연구의 특

징은 여러 기관들이 유럽연합을 결성하여 국

가 및 산업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합된 주제

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

이다. 최근 enefield와 PACE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2012년~2021년 동안 가정용 열 병합 시

스템 개발 및 유럽 내에 2,500기 이상 설치를 

목표로 두고 있다. HEXIS(스위스)와 Sun fire 

(독일)사에서는 주로 5 kW급 미만 ESC 스택 개

발하고 있으며, 연료이용률 75%~85%에서 50% 

효율을 달성과 신속한 ON-OFF, Redox 안정

성, 장기내구성 0.5%/kh미만을 보장하고 있고, 

지속적인 스택 내구성 연구와 대량 생산 및 품

질 보증을 바탕으로 150 kW급 대형 발전 시스

템 개발도 추진 중이다. SOLID power(이탈리

아)는 ASC 스택 기반의 연료전지시스템(Bule-

GEN)을 EU에 1,300대 이상 공급했으며, 용량 

1.5~6 kW와 최대 55% 발전 효율을 보장하고 

있고, 최근 국내 연료전지 기업인 FCI와 합작 

형태로 대전시에 법인과 2020년 50 MW 규모의 

연료전지 부품 공장을 설립예정으로 점차 국

내까지 사업성을 넓히고 있어 국내 SOFC 연구

기관 및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1].

국내 SOFC연구는 1989년부터 KAIST, 포항

공대 등에서 SOFC 단위 소재에 대한 기초 연

구를 시작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의 연

구소에서는 단전지부터 스택 제조기술에 대

한 원천기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에서는 

POSCO/RIST, 경동나비엔, 코미코, 한국전력연

구원, 삼성SDI, LG화학을 주축으로 각자 SOFC 

스택 및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높은 기

술 난이도와 기업의 기술선택과 집중으로 인

해 SOFC 개발 축소 또는 중단을 하였다. 현재

에는 SOFC 산업화를 위한 STX중공업, 경동나

비엔, MICO등과 같은 소재, 시스템기업을 중

심으로 산업화 포럼을 결성하였고, 2015년도 

발족식을 시작으로 점차 참여기업을 늘리면

서 정보교류를 통해 국내의 SOFC 사업화를 앞

당기고자 하고 있다. 이 중 국내 SOFC 소재기

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Kceracell은 전극, 전해

질 등의 다양한 세라믹 소재를 개발하여 상용

화를 했으며, 평판형, 원통형, 평관형 등의 모

든 종류의 단전지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후 정

부과제를 통해 정부출연연구소와 함께 1 kW

급 스택 및 시스템개발도 진행 중이다. 시스템

사의 경동나비엔은 750 W급 시스템을 개발하

여 발전효율 44%, 종합효율 85%이상 및 4,000

시간 이상 시스템운전을 성공한 바 있고, STX

는 1 kW급 SOFC 시스템 “encube”를 출시와 

동시에 국가프로젝트 기반으로 내·외부 실증

을 진행할 계획이다. MICO는 2008년 SOFC 개

발을 시작으로 단전지, 스택 그리고 시스템개

발까지 전반적인 SOFC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그림 4 ▶ “Bloom box” of bloom energy [23].
그림 5 ▶ Strategic Roadmap for H2 and Fuel cell in Japan ; 

ENE-FARM programme, Austrian Energy Agency 

GmbH open worksho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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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C 전문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평

판형 ASC기반 1 kW, 2.5 kW 스택은 발전효율 

50% 이상 2,000시간 장기운전 시 0.5~0.8% 수

준으로 장기 내구성 검증을 완료하였고, 점차 

기술을 고도화해 2 kW급 시스템까지 출시하

였다. 이후 5 kW급 스택 개발 완료와 동시에 

2021년 50~100 kW급까지 기술개발을 계획하

고 있다 [26,27].

3. 맺음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화석연료의 

변환에 있어서 기존 발전 방식 또는 다른 연

료전지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어 여러 선진국

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연

구소, 기업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가 이루어지

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까지 사업성을 점차 넓

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태양열, 수력, 풍력 발전의 입지선정의 어려

움, 환경오염 문제 등을 고려할 때, SOFC 개발

과 보급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지원 하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계적인 소재-

부품 원천기술 개발, 스택 기술, 시스템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외국의 기술이 아닌 국내 자체 

SOFC기술이 국내에 정착되어 수소사회 실현

화와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

기를 희망해본다. 

그림 6 ▶ End.field FC mCHP (fuel cell micro-Combined heat and power) field trials partners and product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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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C 전문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평

판형 ASC기반 1 kW, 2.5 kW 스택은 발전효율 

50% 이상 2,000시간 장기운전 시 0.5~0.8% 수

준으로 장기 내구성 검증을 완료하였고, 점차 

기술을 고도화해 2 kW급 시스템까지 출시하

였다. 이후 5 kW급 스택 개발 완료와 동시에 

2021년 50~100 kW급까지 기술개발을 계획하

고 있다 [26,27].

3. 맺음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화석연료의 

변환에 있어서 기존 발전 방식 또는 다른 연

료전지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어 여러 선진국

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연

구소, 기업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가 이루어지

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까지 사업성을 점차 넓

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태양열, 수력, 풍력 발전의 입지선정의 어려

움, 환경오염 문제 등을 고려할 때, SOFC 개발

과 보급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지원 하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계적인 소재-

부품 원천기술 개발, 스택 기술, 시스템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외국의 기술이 아닌 국내 자체 

SOFC기술이 국내에 정착되어 수소사회 실현

화와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

기를 희망해본다. 

그림 6 ▶ End.field FC mCHP (fuel cell micro-Combined heat and power) field trials partners and product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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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 변화와 화석 연료의 감소로 인해 우리

는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많은 에너지를 공

급받기 시작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

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재생에

너지의 불규칙한 전원공급에 따른 불안정한 

자동차 운행보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

정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기를 원한다. 배터

리 및 전기화학 커패시터(electrochemical ca-

pacitor)와 같은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이

를 가능하게 한다 [1].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출

력 면에서 배터리를 대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충방전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이다. 전기 

 

 

화학 커패시터는 초고용량 커패시터, 슈퍼커

패시터(supercapacitor) 또는 울트라커패시터

(ultracapacitor)라고 불리기도 하며, 짧은 충전

시간(~30초)과 우수한 출력 특성, 반영구적 수

명, 낮은 유지비용, 빠른 응답특성, 높은 안전

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3,4,5]. 따라서, 

전기화학 커패시터는 백업용 전원, 무정전전

원장치, 수송·기계 및 스마트 그리드의 고출

력 보조전원 등 급속충방전이 필요한 전자기

기나 고출력이 요구되는 산업분야에서 배터리

를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전원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본 기고에서는 전기화학 커패시터의 기본

원리, 최근 연구 동향 및 향후 전망을 가늠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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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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