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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는 Y2O3 doped 

ZrO2, GaO3 doped CeO2 등의 산화물을 

전해질로 쓰는 연료전지로 효율이 높고 고가의 

백금 촉매 부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변환 장치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800oC 이상의 높은 작동 온도는 재료, 

기밀, 안정성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400~600oC 의 중온 영역으로 작동온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전해질의 저항 R 은 

이온전도도 σ(T) 에 반비례하고 전해질의 두께 

L 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동작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를 낮추면 

저항 R 이 커져 성능이 저하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전해질의 두께 L 을 줄이면 

작동온도를 낮추더라도 고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800oC 이상의 작동 온도를 

400~600oC 로 낮추기 위한 이론적인 전해질의 

두께는 수백 나노미터~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박막 

장비를 활용한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경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실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경우 

anode 와 cathode 에 각각 연료, 공기를 

분리하여 공급하는 복실형 연료전지와는 달리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와 공기를 혼합하여 셀 

전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연구를 통해 

anode 와 cathode 재료가 각각 연료와 산소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재료가 발견됨에 따라 

단실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또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구 

주제이다.  

단실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셀의 기밀, 

전해질의 높은 밀도를 요구하지 않아 치밀하고 

결함이 없어야 하는 복실형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보다 전해질 두께를 더 줄일 수 있고 

셀 구조 설계 측면에서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2. Experiment 
 

본 연구를 위한 셀은 다공성 기판 위에 

anode, electrolyte, cathode 를 박막 공정인 

스퍼터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다공성 

기판으로는 Synkera 사의 anodized aluminum 

oxide(AAO)를 사용하였고 100um 의 두께, 

80nm 의 공극 크기를 가지고 있다. AAO 위에 

Ni, YSZ, SSC 를 sputter 를 통해 증착하여 셀을 

구성하였다. 박막 형성에 쓰인 스퍼터 

장비는 A-Tech 사의 Sputtering System 을 

이용하였으며 순도 99.9%의 Ni, YSZ, SSC 

타겟을 사용하였다. 이 때, Ni 는 자성체이기 

때문에 magnetron sputtering 방식으로 증착할 

경우 자기장의 형성이 어려워 2mm 두께의 

얇은 sputtering target 을 이용하여 DC 100W, 

50mtorr 의 Ar 챔버 압력에서 30 분 증착하였다. 

YSZ 의 경우 Y/Zr 이 각각 16:84 의 

원소비율로 섞여있는 금속 합금 타겟을 

Ar+O2기체를 통해 YSZ 산화물로 형성하는  

AAO 기반 박막 단실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제작 및 

동작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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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 sectional image of thin film single 

chamber solid oxide fuel cell by FIB-SEM 

 

반응성 스퍼터 방식을 이용하였다. YSZ 는 

200W 의 DC 전원, 7mtorr 의 Ar+O2 챔버 

압력에서 4.5 시간 증착하였다. Cathode 로 

쓰이는 SSC 의 경우 조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YSZ 처럼 Sr, Sm, Co 금속합급 타겟을 반응성 

스퍼터링 하는 대신 Sr0.5Sm0.5CoO3 산화물 

타겟을 RF 전원을 이용하여 50W, 50mtorr 의 

Ar+O2 챔버 압력에서 7시간 증착하였다.  

 

3. Result and Discussion 
 

그림 1 은 FIB-SEM 으로 분석한 셀의 

단면을 나타내며 Ni 은 250nm, YSZ 는 1um, 

SSC 는 100nm 의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단실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경우 복실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비해 OCV 가 

0.2~0.3V 정도 낮게 나오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촉매의 재료적 문제로 연료와 공기의 

선택적 전기 화학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박막 단실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경우 재료의 결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며 얇은 두께로 인한 구조 불안정으로 

선택적 촉매 반응을 형성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되었지만 600oC 에서 부탄과 산소를 1:5 의 

비율로 섞어 공급하였을 때 0.68V 의 OCV 와 

8mW/cm2 의 성능을 보여 박막 단실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작동이 가능 함을 

증명하였다. 다만 Ni 의 경우 성공적인 다공성 

전극을  구성하였지만  SSC의  경우  전극의 

  

 

 

 

 

 

 

 

 

Fig. 2 i-V characteristics of thin film single chamber 

solid oxide fuel cell. 

 

 

porosity 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스퍼터 

조건을 달리하여 이를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AAO 기반의 단실형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보다 높은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anode 와 

cathode 의 두께를 늘려 집전 저항을 줄이고 

전해질의 두께를 줄여 전해질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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