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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lid oxide fuel cells (SOFCs) are the one of the most promising energy conversion devices which can 

directly convert chemical energy into electric power with high efficiency and low emission. The lowering operating 

temperature below 800 ℃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ly consider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commercialization. The major issue is to maintain reasonably high performance of SOFCs at reduced 

temperatures due to increment of polarization resistance of electrodes and electrolyte. Thus, the alternative 

materials with high catalytic activities and fast oxygen ion conductivity are required. For recent advances in 

electrolyte materials and technology, newly designed, highly conductive electrolyte materials and structural 

engineering of them provide a new path for further reduction in ohmic polarization resistance from electrolytes. 

Here, a powerful strategy of the bilayer concept with various oxide electrolytes of SOFCs are briefly reviewed. 

These recent developments also highlight the need for electrolytes with greater conductivity to achieve a high 

performance, thus providing a useful guidance for the rational design of cell structures for SOFCs. Moreover, 

cell design, materials compatibility, processing methods, are discussed, along with their role in determining cell 

performance. Results from state-of-the-art SOFCs are presented, and future prospec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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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의 주 에너지원은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 

의존 하고 있고,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와 

채취량의 한계에 따른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적인 이슈

와 에너지 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력, 화력, 원자력 등과 같은 

기존의 발전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

서도 연료 전지는 수소 또는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장치로, 

연료의 연소반응 없이 1차 에너지 변환 과정만으로 전

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다. 따

라서, 열기관에 비교했을 때 연료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4)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전기 변환 효율이 가

장 높을 뿐만 아니라 높은 구동 온도 (≥ 800 ℃)로 인

한 일련의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연료 유연성을 가지므

로 다양한 유형의 메탄, 프로판, 메탄올 및 바이오매스

와 같은 탄화수소, 그리고 수소와 같은 중요한 에너지원

으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또한, 구성요소가 고체산화물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구

조가 간단하고, 파손 및 부식의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SOFC는 고성능 및 고내구성을 동시에 기

대할 수 있는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5) 

SOFC는 기본적으로 치밀한 전해질 (electrolyte), 그리

고 다공성 구조의 공기극 (cathode) 및 연료극 (anode)

로 구성된다. 공기극에서, 산소 분자는 외부 회로로부터 

전자를 통해 산소이온 형태로 바뀌며 (식(1)), 이는 전해

질을 통하여 연료극 쪽으로 이동한다. 연료극에서 산소

이온은 수소 분자와 만나 물을 형성하면서 (식(2)), 전자

를 외부 회로로 방출한다(식(3)) (Fig. 1).

이때, 전해질은 다양한 범위의 산소 분압 (pO2:1-10-

22 atm)에 걸쳐 화학적/구조적으로 안정해야하며, 높은 

이온 전도 특성을 가져야 한다.6) 또한, 전자를 차단함으

로써 두 전극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극에서 다른 전극으로 하전 된 이온의 흐름이 

전체 전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SOFC의 높은 구동 온도는, 장기 구동 시 각 구성 요

소 간 화학적/구조적 열화 현상이 발생하기 쉽고, 단전

지를 연결하는 소재의 선택성의 한계가 있다. 열적 내구

성이 강한 고가의 소재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 

기술 대비 낮은 경제성이 단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작동 온도를 낮추는 중저온형 (< 800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7-9) 작동 온도를 낮추게 되면, 스택 및 소재 간 

연결 접합재의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저가의 금속 및 

세라믹의 폭 넓은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각 구성 산

화물의 재료 선택이 다양해져 시스템 비용이 더욱 절감

될 수 있으며, 강도 및 화학적/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내구성이 향상 될 수 있다. 하지만, 구동 온도가 낮아지

게 되면, 열 활성 반응이 감소하게 되어 전극의 산소환

원반응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및 수소산

Fig. 1. Schematic diagram of solid oxide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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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반응 (hydrogen oxidation reaction, HOR), 그리고 

전해질의 이온전도 저항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낮아진 구동 온도에서 높은 속도의 이온 전도 및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전해질 및 전극을 개

발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1, 5)

본 기고문에서는 중저온형 고성능 고체산화물 연료전

지를 위한, 다양한 전해질 최근 연구동향과, 차세대 이

중층 전해질 기술 및 전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 1 고체전해질의 특징과 종류

전해질은 SOFC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공기극과 전

해질 계면에서 환원 된 산소이온을 산소 빈자리 호핑 메

커니즘을 통해 연료극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

난 몇 십년간, 다양한 산소이온 전도 산화물의 특성과 

SOFC 전해질 재료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SOFC용 전해질의 특징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6)

(i)   높은 산소이온 전도도 ( > 0.1 S/cm): 전해질의 핵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SOFC 셀의 오믹 손실 

(Ohmic loss)이 결정되므로, 높은 이온전도성을 가

진 소재를 전해질로 선택해야 한다. 전해질의 두께가 

10 μm 인 SOFC 단전지에서 1W/cm2 이상의 최대 

출력 밀도 (Maximum power density, MPD)를 지

니기 위해서는 0.1 S/cm 보다 높은 이온전도성을 가

져야 하고, 0.15 Ω-cm2 보다 작은 면저항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온전도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

로 정의될 수 있다.

ROhmic = 
LE

sA

ROhmic은 오믹 저항, σ는 전해질 이온전도도, LE는 전

해질 두께, 그리고 A는 면적을 나타낸다.

(ii)   다양한 산소 분압 (pO2
:1-10-22 atm) 에서의 구조적/

화학적 안정성: 전해질을 중심으로 공기극과 음극으

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산

소 분압에 노출된다. 따라서, 산화 및 환원 분위기에

서 높은 안정성이 요구된다.

(iii)   낮은 전자 나름수 (electron transference 

number) (< 10-4): 낮은 전자 나름수는 전자전도성

이 제한되어 전해질 내부로의 누설 전류 (leakage 

current)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이온 전도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산소이온만 전도 되고 전

자에 대해서는 절연체이어야 한다.

(iv)   충분한 기계강도 ( > 400 Mpa): SOFC 단전지 제조 

및 장기 구동 시, 가해지는 압력과 온도 변화에 대

한 충격에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 

(v)   구성 물질 간의 화학적 안정성 및 적절한 열팽창 계

수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TEC): 다양한 

온도에서 소재들의 화학적 안정성을 보이기 위해, 

적절한 열팽창 계수가 요구된다. 잦은 열 사이클 구

동과 장기 구동에 따른 구성 요소 간 계면의 높은 내

구력을 가진 재료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상용화된 SOFC 전해질 소재로는 이

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 (yttria stabilized zirconia, 

YSZ) 소재를 사용한다. YSZ는 고온 ( > 800 ℃) 에서 

높은 이온 전도성과 우수한 화학적/구조적 안정성을 가

지고 있으며, 또한 전자 전도성이 거의 없어 전압 효율 

손실과 산소 누출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고효율/고안정성 SOFC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낮은 구동 온도에서 더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

지는 전해질 재료를 선택해야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온전도는 격자내의 결함을 통하여 산소이온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격자 이온의 크기가 서로 다른 도펀트를 치환

하는 기술을 통해, 결함을 제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따라서, 넓은 범위의 다양한 도펀트를 수용할 수 있

으며, 첨가물의 설계가 용이한 형석 (fluorite) 과 페로

브스카이트 (perovskite) 구조의 산화물 이온전도체의 

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석 구조로는 지르

코니아 및 세리아, 그리고 비스무스계열의 산화물이며,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로는 란타넘-갈레이트계열 등이 

있으며, 격자 내 산소 결핍에 따라 산소이온이 전달된다 

(Fig.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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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전도도는 아레니우스 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

의 될 수 있으며(식(4)), 형석과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기

반의 다양한 산화물계 전해질의 대표적 이온전도도를 

온도에 따라 나타내었다(Fig. 3). 

sT = Aexp(-
Ea

) (4)
kT

2. 1. 1. 지르코니아계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체산화물 연료전

지용 전해질 소재는 지르코늄 산화물(ZrO2) 이다. 순

수한 ZrO2 는 대표적인 절연체 소재로, 동질이상 

(polymorphism)의 특성을 지닌다. 상온에서는 단사정

계 (monoclinic) 구조이며, 1170 ℃ 이상에서는 정방정

계 (tetragonal), 2370 ℃ 이상에서는 등축정계 형석 

(cubic fluorite) 구조를 지닌다. 하지만 순수한 ZrO2는 

1170 ℃ 에서 정방정계에서 단사정계로 상전이 되는 과

정에서 3-5%의 큰 부피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알칼리

희토류 또는 희토류산화물을 첨가하여 상온에서도 상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6, 11) CaO, MgO 와 같은 알칼리희

토류를 사용하여 ZrO2를 안정화 할 경우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Y2O3, Yb2O3, Gd2O3, Sc2O3 과 같

은 희토류산화물을 사용할 경우 전기적 특성을 향상 시

킬 수 있다.12, 13) 가장 대표적인 지르코니아계 고체산화

물 소재는 8 mol%의 Y2O3을 도핑하여 상을 안정화 시

킨 YSZ 이다. YSZ의 이온전도도는 1000 ℃에서 0.1 S/

cm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용 전해질로 1 W/cm2의 최

대 출력 밀도를 지니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이온전도도

를 만족한다. 지르코니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도펀트 소재 중에서, Sc2O3를 도핑한 스칸디아 안정화 

지르코니아 (scandia stabilized zirconia, ScSZ) 는 Sc

와 Zr의 이상적인 크기 일치로 인하여 YSZ 보다 더 높

은 전도도를 지닌다.13) 11 mol%를 도핑 하였을 경우에 

850 ℃에서 1.5배 높은 이온전도도를 지니나, 활성화 에

너지가 크기 때문에 500 ℃ 이하의 온도에서는 YSZ와 

유사한 이온전도도를 지닌다.

하지만 낮아진 구동 온도에서 지르코니아계열 전해질

은 높은 활성화 에너지 및 낮은 산소이온 전도도로 인하

여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없고, 중저온에서 유망한 코발

트 함유 페로브스카이트 공기극 소재 (ex. Lanthanum 

strontium cobalt ferrite (LSCF)) 와 함께 사용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이 있다.9) 따라서, 저온에서도 높은 성능을 

내면서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이중층 전략이 유망하다.

2. 1. 2. 세리아계열

등축정계 형석 구조를 지니는 세륨산화물 (CeO2)은 

대표적인 산소이온 전도체로, 산소이온은 산소 빈자리 

(oxygen vacancy) 확산 메커니즘을 통해 이동하게 된

다. 하지만, 순수한 CeO2는 높은 산소이온 전도를 위한 

Fig. 2.   Crystal lattice and oxygen migration path in the fluorite 
(a, b) and perovskite structure for SOFC electrolytes.10)

Fig. 3. Conductivity of solid electrolytes for SOFC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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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빈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Ce4+를 이종원

자가 (aliovalent) 도펀트로 치환하여 산소 빈자리를 증

가시킬 수 있다(식 (5)). 

2CeX
ce + OO

X + M2O3 ↔ 2M'Ce + VO

..
 + 3OX

O       (5)

지르코니아계열 전해질과 마찬가지로 크기 불일치가 가

장 낮은 이온의 경우 전도도가 가장 높으며, 세리아계

열의 경우 Gd와 Sm이다. Gd 도핑 세리아 (Gd-doped 

ceria, GDC) 혹은 Sm 도핑 세리아 (Sm-doped ceria, 

SDC)는 500 ℃의 저온에서 약 0.01 S/cm로 YSZ 

(~0.005 S/cm) 보다 높은 이온전도도를 지닌다. 양

자 역학적 계산을 통해 도펀트에 따른 결함 연계(defect 

association)와 이온전도도 사이의 연결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결과, Pm을 도펀트로 사용할 경우 이온전도도

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Pm은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도펀트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두 개 

이상의 원소를 동시에 도핑 하는 멀티 도핑 전략을 통해 

Pm의 유효 이온 반지름을 맞추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4)

다양한 도핑 원소 조합들 중에서도, Sm과 Nd를 각 

7.5%씩 도핑한 경우 (Sm0.075Nd0.075Ce0.85O2-d, SNDC) 

기존 GDC 보다 약 30% 높은 이온전도도를 지녀, 멀티 

도핑 전략의 효과를 입증하였다.15) 하지만 이러한 세리

아계열 전해질 소재는 YSZ 와 비교했을 때 이온 전도도

가 높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중/저온형 SOFC 

전해질 소재로 고려되고 있으나, 산소 분압이 낮은 분위

기에 노출되면 Ce4+에서 Ce3+로 환원 되면서 전자 전도

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개방 회로 전압 (open circuit 

voltage, OCV) 가 Nernst 전위보다 낮아지게 된다. 또

한 Ce4+의 0.97 nm에서 Ce3+의 1.14 nm로 이온 반경

이 증가함으로써 격자가 확장되고 기계적 강도 또한 약

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핑 

세리아 층과 순수한 이온 전도성 물질을 결합한 이중층 

전해질 전략이 유망하다.16)

2. 1. 3. 비스무스계열

순수한 비스무스산화물 (Bi2O3)은 지르코니아산화물

과 마찬가지로 동질이상의 특성을 지닌다. 온도에 따라 

α, β, γ, δ 및 ε 의 5개 상으로 존재하고, 특히 729 ℃부

터 824 ℃ 영역의 δ-Bi2O3는 등축정계 형석 구조를 지

닌다. 이때 고유 산소 빈자리 농도가 25%로 높은 산소

이온 전도성을 가진다(Fig. 4).6-9, 17)

δ-Bi2O3는 800 ℃에서 1 S/cm에 가까운 전도도를 지

니고, 이는 YSZ 보다 100배 가량 높은 전도도를 나타낸

다. 하지만 δ상은 729 ℃ 아래의 온도에서 산소이온전도

도가 매우 낮은 단사정계 (α-Bi2O3 상)으로 상 변이되어 

전도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Fig. 5).18)

따라서, Bi2O3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넓은 온도 범

Fig. 4. Conductivity of conventional electrolyte for SOFCs.17)

Fig. 5.   The total conductivity of Bi2O3 as a function of recipro-
cal temperatu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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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δ-Bi2O3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 

변이를 제어하고 높은 이온전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격자내 Bi를 란타나이드 (Dy, Er, Yb, etc) 및 희토류 

(Sc, Y, etc) 와 같은 도펀트로 일부 치환하는 전략을 통

해, δ-Bi2O3를 실온까지 안정화 시키는 광범위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8, 19, 20)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Bi3+ 

양이온과 도펀트 양이온 사이의 이온 반경이 크게 차이

가 나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증가할수

록, 도펀트의 함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전체 이온전도도는 감소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Er을 치

환한 어븀 안정화 비스무스 (Er-stabilized bismuth, 

ESB) 로 가장 낮은 도펀트 함량에 따라 높은 이온전도

도를 (0.32 S/cm at 700 ℃) 보여준다(Fig. 6).21)

또한, 더 향상된 이온전도도를 얻기 위해, 세리아계열 

전해질과 마찬가지로 멀티 도핑 전략을 통해 다양한 조

합의 도펀트를 동시에 치환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기

존 단일 도핑 물질 보다 총 도펀트 함량이 더 낮지만, δ 

상이 안정화 되고 순수한 δ-Bi2O3와 근접하는 큰 격자 

파라미터를 지녀 더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8 mol%의 Dy과 4 mol%의 Y를 Bi 자

리에 치환한 Dy0.08Y0.04Bi0.88O1.5 (DYSB)가 700 ℃에서 

1.1 S/cm의 매우 높은 산소이온 전도도를 갖는다.9) 하

지만 높은 산소이온 전도도에도 불구하고, 비스무스계

열 전해질 소재는 낮은 산소 분압에서 Bi3+이 Bi 금속으

로 환원되기 때문에, SOFC 전해질로서 안정화 비스무

트 산화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료 가스의 환원 분위

기에 대한 노출이 방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원 분위기

에서 더 안정한 소재를 연료극 쪽에 배치한 이중층 전해

질 전략을 통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2. 1. 4. 란타넘-갈레이트계열

란타넘-갈레이트 기반 페로브스카이트형 산화물 

ABO3의 A-site와 B-site 모두를 낮은 산화수를 갖는 

원소로 치환시켜 산소 빈자리를 형성해 높은 산소이온 

전도성을 얻게 된다. ABO3의 구조에서 A와 B는 각각 

La와 Ga의 서로 다른 양이온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결

정구조는 A격자점에는 12배위수로 연결된 큰 양이온과 

B격자점에는 6배위수로 연결된 작은 크기의 양이온으

로 구성되어 진다. LaGaO3에서 A-site에는 3가 원소로 

구성되어있는 La자리에 Sr이 고용되고, B-site에는 3

가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Ga자리에 Mg가 치환된 구조가 

SOFC의 전해질로써 사용되고 있다. 아래 나타낸 주위 

산소와의 반응식을 바탕으로 산소나 산소 빈자리에 의

한 전도도를 설명할 수 있다 (식 (6))

1
 O2 + Vo = O o

c + 2h (6)
2

Sr의 이온반경은 La의 이온반경과 가장 유사하며 La

의 치환원소로 가장 적당하지만 Sr의 치환효과의 한계

는 10 mol%로 매우 작다.22) 따라서, A-site인 La의 치

환효과의 한계 때문에 산소공공의 증가는 크지 않다. 

B-site인 Ga는 알칼리 토금속인 Mg과 화학적인 성질

이 유사하지는 않지만 Ga의 일부를 Mg로 치환 하였을 

때 전도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알칼리토금속의 

산소공공을 만들 수 있는 성질 때문에 부가적으로 산소

공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아래의 식 (7) 으로써 설명 

할 수 있다.

AO → A'c + Oo
c + 

1
 O2 (7)

2

여기서 Ac’는 La 또는 Ga자리에 치환된 유효전하 -1

인 양이온을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Mg가 치환되지 않

은 상태의 LaSrGaO3의 경우에는 Sr의 치환효과의 한계

는 0.1인 10 mol% 이었지만 Mg가 치환 되었을 때는 약 

Fig. 6.   (a) The plot of minimum dopant concentration of 
stabilized-Bi2O3 with various dopant. (b) The ionic 
conductivity of stabilized-Bi2O3 with various dopant at 
700 and 5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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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ol%로 확대된다. 최종적으로, LaGaO3의 페로브스

카이트 조성에서 La0.8Sr0.2Ga0.8Mg0.2O3-δ(LSGM)가 가

장 높은 산소이온 전도도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g. 7).22)

하지만 LSGM 전해질에서는 다른 구성요소와의 부

반응들로 인해 단전지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연료극 재료로 사용되는 이

온전도체인 세리아, 지르코니아와 심각한 화학 반응성

으로 인한 상안정성의 저하와 LaSrGa3O7, LaSrGaO4, 

La2ZrO7, Sr2ZrO4등의 부반응 물질이 생성되면 이들

은 모두 불순물들로 매우 낮은 전기전도도를 가져 전기

전도도손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LSGM

과 NiO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LaNiO3도 LSGM의 페

로브스카이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단전지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LSGM전해질과 

연료극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리아계열과 지르코니

아계열의 연료극과 LSGM간의 반응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전해질과 연료극 사이에 완충층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2. 2 이중층 전해질 기술

이중층 전해질 기술은, 단일 전해질 층과 관련된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산화물이 적층된 형태로, 

2개의 전해질 층이 고려된다(Fig. 8). 

이러한 이중층 기술은, 1988년 Yahiro 그룹에서 처

음으로, 전지의 개방 회로 전압 (OCV)을 향상시키기 위

해, 세리아계의 단일 전해질층의 전자 차단층으로 지

르코니아계열의 산화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 9).23)

이 후, 다수의 그룹들은 다양한 산화물을 이용하여 최

상의 특성을 조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표적으

로 (ⅰ) ZrO2-CeO2 (지르코니아/세리아), (ⅱ) ZrO2-

Bi2O3 (지르코니아/비스무스 산화물), (ⅲ) CeO2-Bi2O3 

(세리아/비스무스 산화물), (ⅳ) CeO2-LaGaO3 (세리

아/란타넘-갈레이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이중층 

Fig. 7.   The conductivity of La0.8Sr0.2GaxMg1-xO3 samples as a 
function of strontium and magnesium content.22)

Fig. 9.   I-V characteristics of a single layer GDC cell at 600 
℃ (closed circles) and 700 ℃ (open circles) and a 
YSZ/GDC bilayer cell at 600 ℃ (closed triangles) and 
700 ℃ (open triangles).23)

Fig. 8.   Schematic diagram of bilayer structure (electrolyte 1, 
electrolyte 2) of SOFC cell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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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은 수축 호환성, 구성물 간 상호 확산 및 이차 상 

형성, 열팽창 계수 정합성과 같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2. 2. 1. 지르코니아/세리아 이중층 전해질

지르코니아/세리아 이중층은 지르코니아계 전해질이 

지닌 뛰어난 안정성과 낮은 전도성을 세리아계 전해질

의 높은 산소이온 전도성 및 공기극과 낮은 반응성을 이

용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

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ⅰ) 세리아계 전해질의 누

설 전류를 최소화 할 수 있고, (ⅱ) 지르코니아계 전해질

과 코발트 함유 공기극과 반응을 막을 수 있다. 지르코니

아/세리아 이중층 전해질을 SOFC에 적용하여 누설 전류

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리아 층의 위치와 지르코니아계 

전해질의 적합한 두께를 평가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해 셀 구동 조건에서 두 전해질 계면의 산

소 분압 의존성을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잡았다. Marques 

그룹과 Virkar 그룹은 세리아 층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

해 YSZ/GDC와 GDC/YSZ 이중층 전해질의 산소 투과

성 (oxygen permeability) 과 화학 포텐셜 (chemical 

potential)을 각각 측정하였고, 두 연구 모두 YSZ 위치에 

상관없이 누설 전류를 차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24, 25) 특

히, Virkar 그룹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GDC가 연료극 쪽

에 위치할 경우 3배 이상 높은 최대 출력 밀도를 나타냈

다 (0.52 vs. 0.14 W/cm2 @ 650 ℃).25)

전해질 두께에 대한 연구로 Yoo 그룹은 전자 누설 전

류를 차단하기 위한 YSZ/GDC의 최소 두께 비율은 약 

10-4로, 이때 이온 전도도는 GDC와 비슷하게 유지된

다.26) Fig. 10은 YSZ 두께에 따른 SOFC 단전지의 OCV 

값과 성능을 보여준다. YSZ 층의 적용은 두께에 상관 

없이 OCV를 0.55 V에서 ~ 1.1 V로 실질적으로 증가시

키고, 셀 성능 또한 0.377 W/cm2에서 ~1.2 W/cm2로 

3배 정도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27)

앞서 GDC가 연료극 쪽에 위치하면 더 높은 성능을 지

닌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최근 연구의 대부분은 세

리아계 전해질이 공기극 쪽에 위치한 지르코니아계/세

리아계 이중층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코발트 

함유 공기극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코발트 함

유 공기극은 LSCF로, 고온에서 YSZ와 반응하여 낮은 

산소이온 전도도를 지닌 이차상 (ex. SrZrO3) 을 생성

한다. 세리아계 전해질은 LSCF와 YSZ의 버퍼층의 역

할을 하여 두 소재의 반응을 막지만, 다공성의 세리아

계 이중층에서는 Sr이 그레인 표면을 따라 확산되어 Zr

와 반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세리아계 전해질은 치밀

한 구조를 지녀야 원소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치밀

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400 ℃ 이상의 고온에서 소결

이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고온 소결은 이온 전도도가 

낮은 cerium zirconate를 형성하여, SOFC의 성능이 떨

어지게 된다.28) 치밀도를 높이면서 두 전해질 간의 반응

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크게 (ⅰ) 증착법 다양화 및 (ⅱ) 소결조제의 적용이 있

다. 우선, 증착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Gauckler 그룹은 

Fig. 10.   (a) OCV values of the TF-SOFCs as a function of the YSZ blocking layer thickness. (b) I–V–P curves of the cells with 
various YSZ blocking layer thicknesse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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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d laser deposition (PLD)를 이용하여 600 nm 

이하의 치밀한 GDC 층을 성공적으로 적층하였다.29) 하

지만 PLD와 같은 진공 증착법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Lee 그룹에서는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고 확장성이 좋은 

chemical solution deposition (CSD)를 이용하여 400 

nm의 얇고 치밀한 GDC를 적층하였고, 650 ℃에서 ~ 

1.4 W/cm2 의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Fig. 11).30) 다

른 연구로 Paik 그룹은 손쉬운 spin coating 기술을 이

용하여 1200 ℃의 온도에서도 치밀한 GDC 층을 적층

하고 장기 구동 평가를 진행했을 때도 이차상 생성 없이 

안정한 결과를 보였다.31)

소결조제를 이용하여 세리아계열 전해질의 치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Barnet 그룹은 대표적인 소결조제 중 하나

인 Fe2O3 1mol%를 YSZ와 GDC에 첨가하여 공소결 온

도에 따른 미세구조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

과 1250 ℃에서 공소결 진행한 샘플이 다른 온도와 비교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소결조제의 첨

가가 GDC의 치밀도를 향상시키는 뿐만 아니라 전해질 

층에서 전자 전도도 일으키지 않음을 확인하였다.28) 또

한 Bassat 그룹은 Li, Cu, Zn 질산염 수용액으로 GDC 

분말을 변형하여 소결온도를 1050 ℃ 까지 낮추면서 치

밀도를 향상시켰다.32) 여기에서 나아가, 소결조제 법

을 나노 공정과 결합하여 1200 ℃에서 성공적으로 치밀

한 GDC를 형성한 예시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결조

제 역할을 하는 Co를 함께 도핑한 GDC와 나노 크기의 

GDC를 활용하여 기공률이 5.2%에 불과한 GDC 층을 

제작하였으며, 대면적 셀에도 적용하여 면적 확장의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33)

적층법과 소결조제를 활용한 예 이외에도, 냉간정수

Fig. 11.   (a) SEM image of a YSZ (100 nm)/GDC (400 nm) bilayer electrolyte deposited by CSD. (b) Voltage and power density 
versus current density.30)

Fig. 12.   EDS element mapping of the cell fired at (a) 1250 ℃ and (b) 1400 ℃. (c) I-V-P curve of cells with different co-firing tem-
perature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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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성형 (cold isostatic pressing, CIP) 공법을 적용하여 

치밀한 GDC 층을 적층한 예가 있다. Paik 그룹은 적층 

된 GDC를 CIP를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우선 압축하

고, 1250 ℃에서 소결하면서 측면방향으로 수축하여 결

과적으로 2.5 % 이내의 기공률을 지니는 GDC 층을 얻

었고, 장기 안정성 또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34)

2. 2. 2. 세리아/비스무스 이중층 전해질

세리아/비스무스 이중층 전해질은, 비스무스계열 전

해질의 높은 이온 전도도와 세리아계열 전해질이 지닌 

공기극 물질과 반응성이 낮고 연료 안정성이라는 장점

이 결합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세리아계열 전해

질은 낮은 산소 분압의 연료극 분위기에서 Ce4+ 가 Ce3+

로 환원되며 비스무스 산화물 기반 전해질은 동일 분위

기에서 금속 Bi 로 분해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두 개의 시스템을 결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Bi2O3 기반 전해질이 공기극 쪽에 위치해야한다. 비

스무스계열 전해질 층은 세리아계열 전해질 층에서의 

전자 흐름을 막아주며, 충분히 두꺼운 세리아계열 전해

질 층은 비스무스계열 전해질이 Bi 금속으로 분해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비스무스계열 전해질 층이 공기극과 

맞닿아 있는 것의 한 가지 추가적인 장점은 세리아계열 

전해질 보다 전해질 표면에서의 산소 흡착 반응이 더욱 

활발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스무스계열 전해질을 전

해질/공기극 계면 사이에 사용하는 것은 공기극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35,36)

세리아/비스무스 이중층 전해질은, 지르코니아/세리

아 이중층 전해질과는 다르게, 비스무스계열 전해질 층

의 낮은 녹는점 (~800 ℃)으로 인해 연료극과 두 개의 

전해질 층을 동시에 소결할 수 없다. 대안으로 이들 이

중층 시스템은 (ⅰ) 높은 온도 (약 1400 ℃)에서 연료

극과 세리아계열 전해질 층을 동시에 공소결하는 종래

의 방법을 적용한 뒤, 비스무스계열 전해질층을 연속적

으로 적층하고 800 ℃ 이하에서 소결하는 방법과 저온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공법을 사용하여 증

착하는 방법이 있으며, (ⅱ) 2개의 층을 연속으로 PVD 

방식으로 적층하는 방법이 있다.

지르코니아/세리아 이중층 전해질 시스템과 비교하

여, 이들 이중층 전해질 시스템은 환원 분위기에서 세리

아계열 전해질 층의 누설 전류 특성으로 인하여 전체 두

께 및 두께 비율의 관점에서 훨씬 엄격한 두께 최적화

가 필요하다. 즉, 더 얇은 전해질을 사용하여 오믹 저항

을 을 감소시키는 것과, 더 두꺼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

써 OCV를 향상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13은 이중층 계면에서 계면 산소 분압을 

제어하기위한 전해질간의 상대적인 두께 비율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1)

예를 들어, Wachsman 그룹은 연료극지지형 셀에서 

OCV 값에 대한 ESB/GDC 이중층 두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총 두께 및 두께 비율을 변경하면서, 500 ℃ 

Fig. 13.   Schematicof Bi2O3/CeO2 bilayer concept demonstrating(a) the effect of relative thickness on interfacial oxygenpartial pres-
sure and ESB stability (b) Effect oftotal thickness and thickness ratio of bilayered electrolyte on OC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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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론적 OCV 값을 얻을 수 있었다. 48 um 두께의 

GDC를 사용하게 되면 OCV가 0.95 V 로 향상되지만, 

해당 값은 여전히 이론값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이는 내

부 단락이 여전히 어느 정도 존재하며 이론적 OCV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층간 두께의 추가적인 증가가 필수적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1)

Fig. 14는 650 ℃에서 GDC 단일 전해질과 ESB/GDC 

이중 전해질이 적용된 샘플의 I-V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스무스/세리아 이중층 전해질이 기

존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36)

따라서, 비스무스계열 전해질 기반 이중층 전해질 기

법의 적용은 더 낮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고성능 SOFC 개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

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

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 3. 지르코니아/비스무스 이중층 전해질

최근, Lee 그룹에 의해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700 ℃ 

이하의 구동 온도에서 지르코니아/비스무스 계열 이중

층 전해질 구조를 (YSZ/ESB) 개발하여, 기존 지르코니

아 단일 전해질 기반의 SOFC 성능 대비 140 % 가량 향

상시켰다(Fig. 15).37)

ESB 전해질은 YSZ 전해질에 비해, 빠른 산소이온전

도성과 산소이온함입율 (oxygen ion incorporation)을 

가지며, 이로 인해 공기극과의 계면에서 산소환원반응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YSZ 전해질의 경우, 연료극

의 환원 분위기로부터 화학적/구조적으로 안정하기 때

문에, ESB 전해질이 환원 분위기로부터 분해되는 현상

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ESB가 금속 Bi로 환원되는 것

을 막을 수 있으며, 높은 OCV를 확보함으로써 SOFC

Fig. 14.   I-V chracteristics of the fuel cell samples with GDC 
single-layer and ESB/GDC bilayer electrolyte at 650 
℃.36)

Fig. 16.   I-V Comparison of MPDs with various SOFC cell con-
figuration based on YSZ electrolyte.37)

Fig. 15.   I-V chracteristics of YSZ single layer cell structure 
(blue) and YSZ/ESB bilayer cell structure (red) of 
SOFC cells at 65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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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전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

다. YSZ/ESB 이중층 기반의 SOFC 성능은 650 ℃에서 

~1.62 W/cm2 의 높은 최대 출력 밀도를 기록하였고, 이

는 YSZ 전해질 기반의 다양한 SOFC 단전지의 성능대비 

최대 ~330% 가량 향상된 성능을 나타낸다(Fig. 16).

여전히, 화학적 및 구조적인 최적화가 요구되지만, 지

르코니아/비스무스 산화물 이중층 기술은 낮은 구동 온

도에서 효율적이고 높은 전력 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매

우 유망한 이중층 전해질 구조로 고려된다.

2. 2. 4. 세리아/란타넘-갈레이트 이중층 전해질

LSGM의 복잡한 양이온 조성물(La, Sr, Ga, Mg)로 

인해, 이들 화합물이 약 1500 ℃ 보다 낮은 온도에서 하

소 되면 다수의 중간상이 형성 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순도의 단일상 LSGM을 획득하기 위해, 매우 높은 소결

온도에서의 하소는 불가피하다. 또한, 전지를 제조하기 

위한 온도에서, LSGM의 높은 화학적 반응성은 LSGM

기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제조를 어렵게 만든다. 

LSGM기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보통 NiO 와 GDC

로 만들어진 연료극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두 화합물 

모두 고온에서 소결되는 동안 LSGM 내에서 La3+ 이온

은 전해질-연료극 계면을 통해 확산되어 계면에서 La-

Sr-Ga-O 이차상 및 LaNiO3같은 매우 낮은 전도도를 

가지는 화합물이 형성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충

층 도입을 통한 LSGM 기반 연료전지가 많은 연구가 시

행되어져 왔다. 전해질과 연료극 사이의 완충층 재료는 

이온전도가 지배적인 이온전도체 혹은 이온/전자 혼합

전도체여야 하며, 두 구성요소 간의 계면반응 및 그에 

따른 이차상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극 재료는 물론 완충층 재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르코니아계 전해질을 완충층으로 적용

시에 LaSrGa3O7, LaSrGaO4, La2ZrO7, Sr2ZrO4등의 

높은 저항을 나타내는 화합물을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38) 세리아계열 전해질중 대표적인 SDC 또

는 GDC의 경우 LSGM 전해질로부터 일부 La3+ 이온 확

산을 차단하여 저항성이 큰 부반응 물질의 생성을 억제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여 다른 대응책

이 필요할 것으로 밝혀졌다.39) LDC (La-doped Ceria)

는 전기전도도가 충분히 높을 뿐만 아니라, La의 비율

이 40%일 경우 LSGM전해질 내 La의 화학적 포텐셜을 

유지시켜 전해질에서 음극으로의 La 확산을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Fig. 17).40, 41)

이에 따라, 채택 된 접근법은 LDC를 LSGM 전해질

과 연료극 지지체 사이의 완충층으로서 사용하는 LDC/

LSGM 이중층에 기초한 시스템이었다. 

예를 들어, Lee 그룹에서는 LDC 완충층이 삽입된 단

전지와 삽입되지 않은 단전지의 성능측정을 비교한 연

구 결과를 보고 하였다.42) LDC 완충층이 없는 단전지의 

경우 700 ℃에서 OCV는 0.42 V였고, 0.40 mW/cm2

의 매우 낮은 최대 출력 밀도 보였다. 이러한 낮은 OCV 

값과 최대 출력 밀도는 완충 층이 없는 상태에서 LSGM 

전해질과 음극이 직접 반응함으로써 저항 값이 큰 La-

Sr-Ga-O 이차상이 계면에 연속적으로 생성됨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LDC 완충층이 삽입된 단전지의 경

우 700 ℃에서 OCV는 0.64 V, 최대 출력 밀도는 223 

mW/cm2로 측정되었으며, 완충층이 없는 단전지의 최

대출력밀도에 비해 약 400배의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LDC 완충층이 계면 부근 LSGM의 La 고용량을 유지시

켜 전해질의 분해를 막고 상안정성에 기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또 다른 연구로는, Bi등의 연구팀에서 

NiO/GDC 연료극 지지체 상단에 100 μm LDC/LSGM 

Fig. 17.   Ohmic Area Specific Resistance(ASR) of LSGM based 
single cell according to different bilayers at 750 ℃.



196 || 세라미스트

박정화1, 김도엽1, 김경준1, 배경택1, 이강택2†특 집

CERAMIST
이중층 필름을 건식 프레싱함으로써 단위 셀을 제조하

였다.43) 제작된 단전지는 각각 800도 및 700 ℃에서 1.1 

및 0.56 W/cm2 를 달성 하였다. 추후 연구로써, Bi 연

구팀은 LDC/LSGM 이중층 막의 두께를 65 μm로 감

소시켜 향상된 셀 성능 (800 및 700 ℃에서 1.565 및 

0.843 W/cm2)을 보고 하였다.44) 이상의 결과로부터, 

LSGM계 음극지지형 단전지의 출력성능은 전해질과 전

극 계면에서의 반응층 및 LDC/LSGM 이중층 막의 두

께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이 계면에 LDC 완충층을 삽입하면 전해질 내의 La 

고용량을 유지시켜 저항 값이 큰 계면 반응층 생성을 억

제함으로써 단전지의 내부저항을 최소화하고 성능저하

를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단전지 성능의 최

적화를 위해서는 양극/전해질 계면의 열응력 (thermal 

stress) 개선, 연료극에서 전해질로의 Ni 확산 제어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친환경, 높은 발전효율 및 에

너지효율, 고온 구동에 따른 다양한 연료 선택성이 가

능한 장점으로 차세대 에너지 변환 기술로 각광 받고 있

다. 하지만, 고온에서의 성능 열화, 내구성 저하와 같은 

문제는 극복해야할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

동 온도를 중저온 영역(< 700 ℃)으로 낮추는 노력이 계

속되고 있으며, 극복해야할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전해

질 소재 및 구조 개발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중층 전해

질 전략은 단일 전해질 사용과 관련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중저온 영역에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

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인 전해질 재료로서, 지르코니아 및 세리아계열의 일반

적인 형성 구조의 이온전도체 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

이트 형태의 란타넘-갈레이트계열의 차세대 전해질 소

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르

코니아 계열의 전해질의 경우 낮은 구동 온도에서 급격

하게 감소하는 이온 전도성과, 세리아계열에서의 SOFC 

구동 조건에서 내부 누설 전류에 의한 OCV 감소, 전력 

손실을 야기한다. 또한, 비스무스계열의 경우 연료극 환

원 분위기에서 비스무스 금속으로 분해되는 문제점과, 

란타넘-갈레이트 산화물에서의 다른 전극 구성 원소와

의 화학적 반응성으로, 단일 소재로서의 전해질 한계성

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단일 소재들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

한 산화물 간의 이중층 전해질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중저온 영역에서 향상된 SOFC 성능을 이끌어 냈

다. 지르코니아 계열의 낮은 이온전도성은 세리아 및 비

스무스 산화물과의 이중층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

으며, 세리아 및 비스무스계열의 누설 전류와 화학적 불

안정성 역시, 다른 산화물 층에 의한 전류 및 분위기 차

단으로 OCV를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실제 SOFC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

해질 간 두께 및 비율, 그리고 구조적 최적화가 필요하

며, 특히 전해질/전극 계면에서의 화학적/물리적 반응

성, 장기 구동시의 안정성 문제 등의 구성 향상 연구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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