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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판형 스택 율리히 F-설계 디자인 고체산화물 가역 운전 연료전지 

전기분해 수행됨. 연료극지지 셀 YSZ 전해질 Ni-YSZ 수소 전극, 페르보스카

이트 산소 전극-LSCF 장기간 기초 운전 실험 결과 가역 평판형 고체산화물 

숏 스택 연료전지가 4000 시간, 0.5 A/㎠ 조건에서 운전됨. (0.6% 성능 저감

/1,000시간) 수전해 (3450 시간) H2O 및 CO2 동시전기분해 (640 h) 상이한 전

류밀도 0.3 및 0.875 A/㎠ 상이한 열화속도 나타남. 

[그림 1] 750도, -300mA/㎠ 의 운전조건에서 

각 운전모드에서의 반응생성 기체 조성 실험 

자료

        



[그림 2] 동시 전기분해운전시 스택의 성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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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가스 생산용 스팀/CO2 고온 동시 전기분해 모델 및 액체 

연료 제조용 피셔 트롭스 공정 모델 제시함. SOEC 모델은 문헌에 나온 실험 

자료를 근거로 온도, 압력, 연료 조성 영향 고찰함. 합성 가스 조성 변화 고

찰했으며, 전기 에너지로부터 액체 탄화수소 연료 생산을 위한 전체 시스템 

효율은 HHV 기준으로 54.8% (LHV 기준으로는 51%)였으며, 이것은 1.6 기압

으로 운전될 경우였음. 압력을 5기압으로 증가시키면 효율이 2.6% 증가됨. 

[그림 3] FT 합성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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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해 셀 시스템에 바탕을 둔 확장 전력 발전소의 파라미

터 분석 연구 수행. 파라미터들은 온도, 배출 가스 재순환 양과 몰 플럭스 

제안함. 반응기체 전환을 위한 3가지 제한적인 단계들이 확인됨. 낮은 온도

에서도 CO2 의 높은 전환율이 얻어짐. 시스템 구성을 최적화하여 전기-합성

가스 효율은 46.2% 증가하였으며, 700도 에서 최대 CO2 제거 성능은 2.57 몰 

CO2/kWh 로 예상할 수 있었고 CO2 전환 비율은 50-100% 의 범위로 운전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SOEC 설비와 전력 발전소가 결합

될수록 전력 발전 비용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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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산화물 전기분해반응은 전기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높은 효율 Ni/YSZ 



고온 전해반응 H2O, CO2 산소이온 전도성 고체산화물 전해반응기; 

환원 조건, 환원기체 없이, La0.2Sr0.8TiO3þd (LST): 예비 환원 필수. 예비 환

원 없이 고체 산화물 전기분해 반응기에서 LST 전극 개발 중요. LST 캐소드 

700 C 3%H2O/97%N2 및 100%CO2 이용하여 전해반응 진행, 분극 임피던스 

자료 확보. 전기화학 분석 자료에 따르면, La0.2Sr0.8TiO3þ 캐소드의 전기화

학적 환원반응이 낮은 전지 전압일 경우 주된 공정이며 높은 전압일 경우에

는 전해반응이 주된 반응인데 그 이유는 전해질에서 이온 전달이 전체 효율

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주장함. 스팀의 전기분해가 CO2의 전기

분해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의 경우 결정되며 700 도, 2 V 포텐샬에서 페러

데이 효율이 물 85%, CO2 24.7% 얻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