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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연료전지장치는 각 연료전지들이 활성면적을 갖는 다수의 연료전지들을 포함하며, 다수의 연

료전지들 중 적어도 2개는 크기가 다른 활성면적을 가져서 이들 두 연료전지들의 활성면적비는 적어도 1.1:1이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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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활성면적을 각각 갖는 다수의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연료전지 중 적어도 2개는 다른 크기의 활성면적을 가져, 상기 적어도 2개의 연료전지의 활성면적비는 적어

도 1.1:1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질시트는 지르코니아계 전해질시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면적비는 적어도 1.2: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면적비는 적어도 1.5: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5.

적어도 하나의 전해질시트; 및

상기 전해질시트의 반대측에 정렬된 양극과 음극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전극쌍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전극쌍 중 적어도 2개는 크기가 달라, 상기 다수의 전극쌍 중 적어도 2개간의 면적비가 적어도 1.1: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면적비는 1.2: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해질시트는 지르코니아계 전해질시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면적비는 1.5: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해질시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안정화된 지르코니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

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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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질시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안정화된 지르코니아의 연성시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장치.

청구항 11.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해질시트는 상기 전해질시트의 적어도 한 모서리에 인접한 전극쌍이 상기 전해질

시트의 중간 면적에 위치한 적어도 일부의 전극쌍 보다 큰 적어도 5개의 전극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질시트는 상기 전해질시트의 모서리에 인접한 전극쌍이 상기 전해질시트의 중간 면적에 위치한

적어도 일부의 전극쌍 보다 큰 적어도 5개의 전극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13.

안정화된 또는 부분적으로 안정화된 지르코니아로 구성된 연성 고체산화물 전해질시트; 및

상기 전해질시트의 반대측에 접합된 다수의 양의 공기와 음의 연료 전극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전극들 중 적어도 2개는 크기가 달라, 상기 다수의 전극쌍 중 적어도 2개간의 면적비는 적어도 1.1: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전지장치의 최대 전력은 같은 전체 활성면적을 갖고 전지 크기가 같은 연료전지장치의 최대 전

력 보다 적어도 5%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전지장치의 최대 전력은 같은 전체 활성면적을 갖고 전지 크기가 같은 연료전지장치의 최대 전

력 보다 적어도 10%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16.

각 조가 적어도 하나의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2개조의 연료전지를 포함하며,

상기 2개조의 연료전지는 다른 활성면적을 가져, 상기 적어도 2개조의 연료전지의 활성면적비가 적어도 1.1:1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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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가 다수의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2개조의 연료전지를 포함하며,

상기 2개조의 연료전지는 다른 활성면적을 가져, 상기 적어도 2개조의 연료전지의 활성면적비가 적어도 1.1:1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하위그룹은 평행하게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하위그룹은 직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각 하위그룹 안에 있는 전지들은 직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수의 연료전지들을 갖는 연료전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위치를 기준으로 연료전지들의 크기가 최

적인 연료전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의 상당한 양의 조사의 주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사용에 대한 것이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일반적

인 성분은 두 전극 사이에 끼워진 음으로 하전된 산화-이온 전도성 전해질(negatively-charged oxygen-ion conducting

electrolyte)을 포함한다. 전류는 이런 전지에서 전해질을 통해 전도된 산화이온과 반응하는 연료물질의 양극에서 산화되

어 생성된다. 산화이온은 음극에서 분자형 산소의 감소에 의해 형성된다.

충분한 온도(예를 들어, 약 600℃ 및 그 이상),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yttria stabilized zirconia; YSZ(Y2O3-ZrO2))

전해질은 우수한 이온전도도와 매우 낮은 전기전도도를 보임이 알려져 있다. 미국특허 제5,273,837호는 이러한 성분들을

사용하여 내열충격성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형성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연료전지장치들이 또한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장치의 형태는 정사각형, 원형, 직사각형 또는 관형일 수 있다. 공기는 연료유동의 방향(순유동),

반대방향(역유동), 직교방향(교차유동) 또는 반경방향(반경유동)으로 유동할 수 있다. 각 전해질 시트가 단일 전지와 대응

하는 2차원 연료전지를 이용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뜨거워지거나 보다 높은 반응 농도에 대응하는 단

일 전지의 면적은 더 많은 전력 또는 전류 밀도를 생성한다.

미국특허 제6,623,881호는 개선된 전극-전해질 구조를 포함하는 고체산화물 전해질연료전지를 개시하고 있다. 이 구조는

크기가 실질적으로 같은 다수의 양음극들을 포함하며, 얇은 연성 이온 전해질시트의 반대측에 접합된 고체전해질시트를

포함한다. 전극이 전해질시트 상에 연속층을 이루지 않는 대신에 개별 전지를 형성하는 다수의 분리된 면적 또는 대역을

한정하는 일례가 예시되어 있다. 이 면적들은 전기전도체들이 접촉하게 전해질시트에 있는 비아(vias)를 관통하여 연장되

는 식으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통로들은 전기전도물질(비아 상호연결물)로 채워져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연료전지장치는 각 연료전지가 활성면적을 갖는 다수의 연료전지들을 포함하며, 이 다수의

연료전지들 중 적어도 2개는 활성면적의 크기가 달라서 이 2개 연료전지의 활성면적의 비는 적어도 1.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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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연료전지장치는 (i)전해질시트; 및 (ii)전해질시트의 반대측에 정렬되고 각 전극쌍이

양극과 음극을 포함하는 다수의 전극쌍을 포함하며, 다수의 전극쌍들 중 적어도 2개는 크기가 달라서, 다수의 전극쌍들 중

적어도 2개 사이의 면적비는 적어도 1.1:1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연료전지장치는:

(i) 안정화 또는 부분 안정화 지르코니아로 구성된 연성 고체산화물 전해질시트; 및

(ii) 전해질시트의 반대측에 접합된 다수의 양의 공기 및 음의 연료전극을 포함하며, 여기서 다수의 전극 중 적어도 2개는

크기가 달라서 다수의 전극쌍 중 적어도 2개 사이의 면적비는 적어도 1.2:1이다.

본 발명의 연료전지장치의 이점 중 하나는 높은 전력을 얻는 것이다. 본 발명의 연료전지장치의 다른 이점은 전지의 크기

를 조절하여 각 연료전지에 의해 발생되는 전압과 열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균일한 양의 전압이 각 전지에 의

해 발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연료전지장치의 또 다른 이점은 바람직한 온도 형상을 유지하도록 각 전지로부터 발생된 열

을 특정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발명의 다른 특징과 이점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상기 설명으로부터 당업자에게 명백하거

나 여기에 기술된 다음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첨부한 도면을 포함하는 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인지될 것이다.

앞의 개론적인 설명과 다음의 상세한 설명 모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으며 청구된 발명의 본질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개요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첨부한 도면은 발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포함되었고, 본 명세서의 일부에 포함되고 일

부를 구성하고 있다. 도면은 발명의 여러 실시예를 예시하고 있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발명의 원리와 작동을 설명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실시예

상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 내용이 참조로 포함된 미국특허 제6,623,881호는 크기가 실질적으로 같은 다수의 양/음전극을

포함하며, 얇은 연성 이온 전해질시트의 반대측에 접합된 고체전해질시트를 포함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를 개시한

다. 전극들이 전해질시트 위에 연속층을 형성하지 않고, 대신 다수의 개별 연료전지를 형성하는 다수의 분리된 면적 또는

대역을 한정하는 일례가 예시된다. 이 면적들은 전해질시트 내의 비아(via, hole)를 통해 연장되는 접촉된 전기전도체에 의

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비아는 전기전도성 물질(상호연결물)로 채워져 있다.

정상적인 작동 조건동안, 전해질시트를 포함한 전극의 다른 면적들은 연료와 산화제의 다른 온도 및/또는 농도를 겪을 수

있다. 이는 개별 연료전지들 간의 성능을 바꾸게 한다. 예를 들어, 본 출원인은 보다 낮은 온도 및/또는 보다 낮은 반응물

농도의 면적에 위치한 연료전지는 보다 높은 온도 또는 보다 높은 반응물 농도의 면적에 위치한 연료전지 보다 낮은 전력

밀도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출원인은 또한 (동일 연료전지장치 안에서) 가변적인 연료전지의 크기를 이용하여

연료전지장치의 전체 전력 출력 및/또는 효율을 높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출원인은 크기가 다른 연료전지를 가짐

으로써 전해질시트상의 각 연료전지가 다른 연료전지들과 같이 거의 동일한 전압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예들 중 적어도 일부에서, 전극/전해질 구조의 활성면적은 반대 전극들 사이에 끼워진 전해질시트

의 면적이다. 전극들의 크기 및 형태는 활성면적을 최대화하고 연료전지장치의 전체 전력 출력 및/또는 효율을 최적화하도

록 선택된다. 연료전지의 내부 이온 저항(ohm-㎠), 전기저항 및 (전극간 그리고 반응물과 전극간) 전하 전달은 온도와 밀

접한 함수이고 개별 연료전지의 성능(전력 밀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개별 연료전지에 의해 발생된 열 또한 전

지 저항의 밀접한 함수이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따르면, 온도 또는 반응물 농도가 낮은 연료전지로 생성된 낮은 전력 밀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낮

은 온도 및/또는 낮은 반응물 농도에 위치한 연료전지(예를 들어, 낮은 전력 밀도를 생성하는 연료전지)는 (높은 전력 밀도

를 생성하는) 높은 온도 면적 및/또는 높은 반응물 농도에 위치한 연료전지 보다 크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크

기가 작은 연료전지나 큰 연료전지 모두가 거의 같은 양의 전력을 생성하게 된다. 이는 각 연료전지의 전력 생성 능력을 평

등화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연료전지는 높은 내부 저항을 갖는 연료전지를 "구동"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낮은 전력

생성 연료전지가 효율이 낮은 연료전지의 조합을 만드는 낮은 효율 작동 조건에서 구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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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우, 높은 전력 생성 연료전지는 임의의 전력이 낮은 전력 연료전지에 의해 생성되는 전류를 넘어 낮은 전력 연료전

지를 밀어낼 수 있고, 낮은 전력 연료전지는 이후 전력을 생성하기 보다는 소모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낮은 전력 전지가

지나치게 구동되어 지나치게 많은 전류를 갖게 되면, 장치 산화물의 전압이 파손되거나 또는 장치의 일부가 녹을 수 있다.

최대 총전력을 생성하기 위해, 전지 크기가 바람직하게 변하여, 각 전지는, 다른 전지들과 직렬로 연결될 때, 최대 전력 동

작 동안 대충 같은 전력을 생성할 것이다. 이와 달리, 연료전지장치는 장치를 지나는 온도 분포, 연료 분포, 또는 전류밀도

분포에 따라 조 또는 하위그룹으로 조직된 연료전지를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영역들이 다른 크기의 활성면적을 갖는

다. 예를 들어, 온도가 낮은 영역은 뜨거운 영역에 위치한 연료전지에 의해 마련된 활성면적 보다 큰 전체 활성면적을 갖는

한 조의 연료전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연료전지장치는 각 연료전지가 활성면적을 갖는 다수의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다수의

연료전지 중 적어도 2개는 크기가 다른 활성면적을 가져서, 이들 연료전지의 활성면적의 비가 적어도 0.5:1 및 바람직하게

는 1.1:1이 되게 된다. 이 배합은 다른 연료전지 형태와 같이 이용될 수 있다. 수소가스 이외의 연료, 예를 들어 재생 탄화

수소가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연료전지장치(20)는: (i)적어도 1개의 전해질시트(22); 및 (ii)전해질시트

(22)의 반대측에 정렬된 다수의 전극쌍(24)을 포함한다. 각 전극쌍(24) 및 그 사이에 끼워진 전해질시트(22)의 마디

(section)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25)를 형성한다. 각 전극쌍은 양극(26)과 음극(28)을 포함한다. 양극(26)은 연료측에 있

고 음극(28)은 산소대면측에 있다. 다수의 전극쌍(24) 중 적어도 2개는 크기가 달라서, 다수의 전극쌍 중 적어도 2개 사이

의 활성면적비는 적어도 1.05:1이다. 다수의 전극쌍(또는 연료전지)의 적어도 2개 사이의 (활성)면적비는 적어도 1.1:1인

것이 바람직하고 1.2:1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다수 전극쌍 중 적어도 2개 사이의 일반 면적비는 약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1; 2.2:1; 2.5:1; 2.75:1; 3:1 및 그 이상일 수 있다. 물론 위에 나열한 면적비들 사이의 임의

의 다른 면적비가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장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 또는 하위그룹의 연료전지를 포함할

수 있고, 각 조 또는 하위그룹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하위그룹의 연료전지는 다른 작동 환경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작동 환경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다른 조 또는 하위그룹의 연료전지와 대응하는 활성면적은 다른

활성면적을 가질 수 있어서, 연료전지조 중 적어도 2개 사이의 면적비가 적어도 1.05:1, 바람직하게는 1.1:1, 그리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2:1이 된다. 2개의 연료전지 조간의 일반 면적비는 약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1; 2.2:1; 2.5:1; 2.75:1; 3:1 및 그 이상일 수 있다. 위에 나열한 면적비들 사이의 임의의 다른 면적비가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직렬로 연결된 같은 면적의 연료전지의 경우, 각 전지를 통하는 전류는 같고, 각 전지를 지나는 평균 전류밀도도 같다. 작

동에 있어, 연료전지는 온도 및 반응물 농도에서 변화되기 쉽고 이는 작동 전압, 생성된 전력, 및 각 연료전지로부터 방출

된 열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직렬 연결된 연료전지가 다른 크기를 가지면, 각 연료전지에서 생성된 전류는 여전히

같으나, 그러나 평균 전류밀도는 각 전지마다 다를 것이다. 전류밀도는 전지 작동 전압, 생성된 전력, 및 방출된 열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지 배열에서 전지 면적을 바꿈으로써 전류밀도 분포를 수정하는 역량으로 원하는 전압, 전력 및

/또는 온도분포 설계목표를 이루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해질시트(22)의 두께는, 예를 들어, 전해질이 다공관 위에 지지될 때 약 1㎜, 전해질시트에 지지된 일반 평면틀에 대해

50㎛~200㎛, 연성 자체 지지 전해질시트에 대해 45㎛ 미만일 수 있고, 이들 중 하나가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6,623,881

호에 개시되어 있다.

첨부한 도면에 예시된 예들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도면

부호가 도면 전체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부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본 발명의 연료전지장치의 일실시예가 도 1에

도시되고, 도면부호 10으로 전체에 걸쳐 지칭된다.

여기에 실시되고 도 1에 예시된 것처럼, 연료전지장치(20)는 그 상면에 다수의 전극(20)이 마련된 자체 지지 3YSZ 전해질

시트(22)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전극(24)은 다른 폭 W을 가지며, 따라서 크기가 다른 활성면적을 형성한다. 전극폭

범위는 예를 들어, 0.5㎜~ 약 20㎜일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열의 상호연결물(30)을 통해 전극(24)과 전기

접촉이 만들어진다. 상호연결물(30)은 전해질시트(22)에 있는 비어홀(30a)을 통해 전해질시트(22)를 가로지르고 반대 전

극에 의해 형성된 전기화학 전지(연료전지(25))에 직렬로 연결된 연료전지 정렬로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본 실시예에 따르

면, 전류는 전극의 모서리에서 수집되고, 따라서 전지의 위치와 외형(geometry)이 최고의 전체 성능에 최적화되어야 한

다. 전해질시트에 맞는 적당한 요소는, 예를 들어, Y, Ce, Ca, Mg, Sc, Nd,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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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Sn, Nb, Ta, Mo, W 및 이들의 혼합물의 산화물과 같은 안정화 첨가제로 도핑될 수 있는 안정화 또는 부분 안정화 지르

코니아이다. 대표적인 얇은 전해질시트(22)(10㎛~45㎛ 두께)는 낮은 저항손실, 높은 전도도, 증강된 변형 인성, 및 높은

내열충격성을 제공하는 3~6mol%의 Y2O3-ZrO2를 포함할 수 있다.

전극재료의 저항은 전극들에 걸쳐 유용한 전류 경로 길이를 제한한다. 금속 또는 세멘트 전극, (예를 들어, Ni 합금 양극 및

귀금속 전극)은 비교적 낮은 전극 저항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두께가 1㎛~20㎛이다.

본 발명은 다음 예시적인 예들을 참조로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이점은 적어도 두 조건하에서 고체산화물 연료

전지장치를 실험함으로써 입증될 것이다. 이 조건은: (i)주어진 열구배하에서의 장치의 작동과 (ii)일정한 온도 및 반응물

농도구배하에서 작동이다.

실례 1

본 발명의 연료전지장치의 이점을 예시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장치를 다른 연료전지장치의 모델과 비교할 것이다. 이 장치

모델은 도 3에 예시된 것처럼, 크기가 모두 같은 10개의 연료전지(25)를 포함한다. 본 예에서, 수소가스(연료)와 산소 운반

가스 혼합물은 같은 방향(동축류 조건)으로 좌에서 우로 유동되고 있었다. 따라서, 전지#1은 연료 및 산소의 양이 최고였

다. 주어진 전지가 연료를 처리하고 전력을 발생할 때, 전기/이온 저항으로 인해 열이 또한 발생한다. 점차적으로 뜨거워지

는 공기와 수증기(반응 부산물)가 전지#10 쪽으로 유동할 때, 전지마다 열이 증가한다.

본 예에서, 각 연료전지 면적(활성면적)은 8㎠(폭 0.8㎝, 길이 10㎝)이다. 따라서, 다층 형상이 없으면, 이 장치는 80㎠의

전체 활성면적을 갖는다(예를 들어, 모델링을 단순화하기 위해, 1개만의 시트가 대표적인 이 모델에 이용됨). 물론, 각각이

다수의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다층 전해질시트는 높은 출력전력을 낼 것이다. 도 3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모델링을

더욱 단순화하기 위해, 비아(via), 비아 통로(via galleries) 및 비아 패드로 사용된 공간은 무시한다. 또한, 단순화하기 위

해, 점차적으로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온도 상승 모델링 대신, 2조의 온도(700℃ 및 775℃)만이 본 모델에 이용되었다. 보

다 구체적으로, 도 3에 예시된 고체산화물 연료장치의 연료전지의 모델의 절반은 약 700℃이었고 나머지는 775℃이었다.

먼저, 각 그룹이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각 그룹에서의 전력 출력을 감안할 것이다.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길이가

1㎝이고 폭이 1㎝로 활성면적이 1㎠인 "단위"연료전지로 시작할 것이다. 뜨거운 면적(775℃)에 위치한 5개의 단위연료전

지 각각은 약 0.5V와 1amp/㎠ 최대 전력에서 0.5W/㎠의 전력을 생성하게 된다. 도 5는 이들 전지에 대한 전력밀도 대 전

류밀도를 묘사한 곡선이 포물선임을 예시하고 있다. 장치의 차가운 면적(700℃)에서 각 5개의 단위전지(도 3의 좌측에 위

치)는 약 0.5V와 1amp/㎠ 최대 전력에서 0.25W/㎠의 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 이들 전지에 대한 전력밀도 대 전류밀도를

묘사한 곡선 또한 포물선이다(도 5 참조).

직렬로 연결된 10개의 전지 배열의 전력밀도 포물선은 두 독립된 5개의 연료전지 배열의 전력밀도 평균으로 근사화될 수

있다. 단일 연료전지의 면적 전력밀도 P(Watt/㎠)는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P=(Pmax/acell)(1-((I/amps-Ipmax/amps(acell))
2)/Imax/amps(acell)), 여기서 Pmax는 전지의 최대 전력밀도, acell는 전지의 면

적, I는 전지 내 전류, Ipmax는 최대 전력에서의 전류밀도 및 Imax는 전지의 최대 전류밀도이다.

위 식은 도 3에 도시한 연료전지 배열로 달성된 최대 평균 전력밀도(W/㎠)를 산정한다. (i)5개의 연료전지가 전해질시트의

비교적 차가운 면적에 위치하고, (ii)5개의 연료전지는 전해질시트의 비교적 뜨거운 면적에 위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연료

전지장치의 총전력은 전지당 전력밀도 및 전지면적(acell)의 생산물이다. 모든 연료전지의 면적 전력 밀도 평균은 단순히

두 온도영역 A1 및 A2의 전체 활성면적에 의해 나누어진 뜨겁고 차가운 영역 모두에 위치한 전지에 의해 생성된 전력의

합이다. 도 5에 도시한 것처럼, 이 연료전지들에 대한 전력밀도 대 전류밀도는 포물선이다. 따라서, 각 전지들로부터 전력

분포를 결정하는 식이 포물선 방정식이다. 용어 I는 전류를 나타내고 용어 Ipmax1, Imax1 및 Ipmax2, Imax2은 뜨거운 영역(면

적1)과 차가운 영역(면적2)에 위치한 연료전지에 대한 전류밀도를 각각 나타낸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뜨거운 면적

에 위치한 연료전지의 최대 전력(Ipmax2)에 대한 최적의 전류밀도는 1A/㎠인 반면, 차가운 면적에 위치한 연료전지의 최대

전력(Ipmax1)에 대한 전류밀도의 최적양은 0.5A/㎠이다. 뜨거운 연료전지에 의해 생성된 ㎠ 당 전력의 최대양은 0.5w/㎠

인 반면, 전해질시트의 비교적 차가운 면적에 위치한 연료전지에 의해 생성된 ㎠ 당 전력의 최대양은 0.25w/㎠이다. N1과

N2는 각각 차가운 면적과 뜨거운 면적의 전지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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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서, 각 전지의 면적은 1㎠이고 10개 전지(뜨거운 영역의 5개 전지와 차가운 영역의 5개 전지)에 의해 마련된 전체

활성면적은 10㎠(5㎠+5㎠)이다. Pmax1, Ipmax1, Imax1 및 Pmax2, Ipmax2, Imax2에 각각 0.25w/㎠, 0.5amp/㎠, 1amp/㎠ 및

0.5w/㎠, 1amp/㎠ 및 2amps/㎠를 대입하고, 두 acell1 및 acell2를 1㎠로 하고, 활성면적 A1와 A2 모두 5㎠로 하면 수학식

1a가 얻어진다.

표 1은 주어진 전지 전류 I에 있어 전지에 의해 생성된 평균 실제 전력밀도(W/㎠)의 다른 양을 나타낸다. 제1열은 전력 밀

도를 묘사하고 제2열은 전류 I를 묘사한다. 표 1은 전류가 0.025A~0.7A로 증가할 때, 평균전력밀도가 0~0.333W/㎠로

증가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류가 0.7A 이상으로 증가할 때, 전력밀도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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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는, 예를 들어 전체 활성면적의 80㎠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료전지장치에서 직렬로 연결

된 10개의 같은 크기의 모든 전지에 대한 최대 전력 출력은 약 26.664W(0.333W/㎠×80㎠(장치당 활성면적)= 26.664W)

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대표적인 연료전지장치를 예시한다. 본 장치의 총활성면적 또한 80㎠이다. 본 장치의 성능을 모델

화하기 위해, 상술한 것과 같은 온도모델을 이용하였다(도 4). 그러나, 도 6의 장치는 본 대표적인 연료전지장치에서 차가

운 절반의 전해질시트(22)를 5개가 아닌 4개로 쪼갠 반면, 뜨거운 절반의 활성 전해질 면적은 5개가 아닌 6개로 쪼갰기 때

문에 도 3의 장치와 다르다. 따라서, 여전히 10개 전지 장치를 가지나, 연료전지는 이제 같지 않은 면적을 갖는다. 도 6의

장치의 성능 모델링은 본 장치에 의해 생성된 최대 전력이 균등한 전체 활성면적을 가지나 전지 크기가 같은 장치에 비해

커지는 것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학식 2는 도 6에 도시한 연료전지 배열에 의해 달성된 최대 평균 전력 밀도를 산정한다. 수학식 2는 비

교적 차가운 면적에 4개의 전지가 위치하고 전해질시트(22)의 비교적 뜨거운 면적에 6개의 전지가 위치하는 것을 고려한

다.

상술하고 도 5에 도시한 것처럼, 연료전지의 전력밀도 대 전류의 곡선은 포물선이다. 따라서, 각 전지로부터 전력분포를

결정하는 수학식은 포물선 방정식이다. 앞선 예에서처럼, 용어 I는 전류를 뜻한다. 비교적 뜨거운 면적에 위치한 연료전지

로 최대의 전력량을 발생하기 위한 최적의 전류는 0.833A이다. 비교적 차가운 면적에 위치한 연료전지로 최대의 전력양을

발생하기 위한 최적의 전류는 0.625A이다. 여기서 전지의 전력 곡선은 그 상대 면적이 곱해진다. 즉, 차가운 영역에 위치

한 연료전지는 이제 5/4의 비율 만큼 원래 전지 보다 크고 폭이 1.25㎝인 반면, 뜨거운 영역에 위치한 연료전지는 이제 5/

6의 인자 만큼 작고 폭은 0.833㎝이다. 따라서, 차가운 연료전지에 대한 전력 곡선의 최대가 이동하여 이제는 개별 연료전

지의 보다 큰 크기로 인해 전류가 많아진 0.625A(즉, 0.5A × 5/4)의 전류와 대응하며, 뜨거운 연료전지에 대한 최대 전력

과 대응하는 전류는 보다 작은 크기의 전지로 인해 전류가 낮아진 0.833A(즉, 1A × 5/6)이다. 최대 전력에서의 전류밀도

는 변하지 않고, 전지 본연의 성능도 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 최대 전류는 차가운 영역의 전지에 대해 1.25A에서 뜨거운

영역의 전지에 대해 1.666A로 바뀐다.

표 2는 주어진 전류량 I에 대한 본 실시예의 연료전지에 의해 생성된 다른 양의 전력밀도(W/㎠)를 나타낸다. 제1열은 전력

밀도를 묘사하고 제2열은 대응하는 전류(Amp)를 묘사한다. 표 2는 전류가 0.025A에서 0.75A로 증가할 때, 전력밀도가 0

에서 0.3686W/㎠로 증가함을 예시한다. 그러나, 전류가 0.75A에서 증가할 때, 전력밀도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최초 계산

을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전지는 초기에 1㎝의 길이로 모델화된다. 즉, 차가운 면적에 위치한 연료전지는 폭이 1.25㎝이

고 길이가 1㎝인 반면, 뜨거운 면적에 있는 연료전지는 폭이 0.833㎝이고 길이가 1㎝이다. 따라서, 본 예에서, 차가운 측에

있는 각 전지의 면적은 1.25㎠이고, 뜨거운 측에 있는 각 전지의 면적은 0.833㎠이며, 뜨거운 전지와 차가운 전지의 전체

면적은 10㎠(5㎠+5㎠)이다.

수학식1에서, Pmax1, Ipmax1, Imax1 및 Pmax2, Ipmax2, Imax2에 각각 0.25w/㎠, 0.5amp/㎠, 1amp/㎠ 및 0.5w/㎠, 1amp/㎠

및 2amps/㎠를 대입하고, 두 acell1 및 acell2에 1.25㎠로 하고 활성면적 A1와 A2 모두를 5㎠로 하면 수학식 2가 얻어진다.

단위 면적 당 평균 최대 전력밀도는 0.3685w/㎠(1㎝의 전지 길이를 갖는 10개의 전지 장치에 대해)가 되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활성면적이 80㎠인 연료전지장치에 있는 크기가 같지 않은 (직렬로 연결된) 이 전지들에 의해 생성된 최대 전력은

전체 활성면적이 같으나 전지 크기가 같은 연료전지장치에 의해 생성된 전력 보다 10% 증가한 0.3685w×80㎠, 또는

29.48W이다. (수학식 2a 및 표 2 참조)

단위 면적 당 평균 최대 전력밀도는 0.3685w/㎠(10개의 전지 장치에 대해)가 되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직렬로 연결된)

크기가 다른 이 전지들에 의해 생성된 최대 전력은 전력 발생 면적의 증가 없이 10% 증가한 약 0.3685w×80㎠, 또는

29.48W이다. (수학식 2 및 2a 및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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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례 2

다른 대표적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가 도 7에 개략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장치는 전체 활성면적이 80㎠이 한편, 전

체 12개의 연료전지를 갖는다. 이 장치의 성능을 모델화하기 위해 상술한 것과 같은 온도 모델을 이용하였다(도 4). 그러

나, 이 대표적인 장치에서, 차가운 연료전지의 수는 4개로 유지하였고 뜨거운 면적의 전지의 수는 8개로 늘렸다. 앞선 예와

같이, 두 온도영역의 전지는 크기가 다르다.

도 7의 장치의 성능 모델링은 이 장치로 생성된 최대 전력이 앞선 예의 장치 및 도 3에 예시된 크기가 같은 연료전지의 성

능 모델링에 비해 증가함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대 평균 전력 밀도 출력(즉, 12개 이상의 전지의 평균)은, 연료전지

가 직렬로 연결될 때, 전체 활성면적은 같으나 전지 크기가 같은 장치에 비해 약 12.5% 증가한 약 0.375w/㎠일 것이다.

수학식 3은 표 3에 묘사된 결과를 얻는 데 이용된 방정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학식 3은 도 7에 도시한 연료전지 배열

에 의해 달성된 최대 평균 전력 밀도를 산정한다. 위에 기술한 것처럼, 우리의 모델은 비교적 차가운 면적에 위치한 4개의

연료전지와 전해질시트(22)의 비교적 뜨거운 면적에 위치한 8개의 연료전지를 고려한다. 우리는 다시 포물선 방정식으로

전력밀도 대 전류를 모델화하였다. 즉, 각 전지로부터 전력 분포를 결정하는 방정식은 포물선 방정식이다. 용어 I는 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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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며, 위에 논의된 것처럼, 뜨거운 면적에 위치한 전지의 최대 전력에 대한 최대 전류는 0.625A인 한편, 차가운 전지에

대한 유효한 최대 전력 또한 0.625A이다. 여기서 전지의 전력 곡선은 그 상대 면적이 곱해지고, 즉 차가운 전지의 최대 전

력은 크기가 보다 큰 개별 전지로 인해 전류가 보다 많은 0.625A(5/4㎠×0.5amp/㎠)와 대응하는 한편, 뜨거운 전지의 최

대 전력도 크기가 보다 작은 전지로 인해 전류가 보다 적은 0.625A(5/8㎠×1amp/㎠)와 대응한다. 최대 전력에서 전류밀

도가 다시 변하지 않으면, 전지 본연의 성능은 변하지 않고 전지의 크기만 변함을 주목한다.

표 3은 주어진 양의 전류 I에 대해 전지에 의해 생성된 다른 양의 전력밀도(w/㎠)를 나타낸다. 제1열은 전력밀도를 묘사하

고 제2열은 전류를 묘사한다. 표 3은 전류가 0.025A에서 0.625A로 증가할 때, 전력밀도가 약 0에서 0.375w/㎠로 증가함

을 예시한다. 그러나, 전류가 0.625A에서 증가할 때, 전력밀도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전지는 이제 차가운 면적에서 폭이

1.25㎝이고 길이가 1㎝인 반면 뜨거운 면적에서는 폭이 0.6125㎝이고 길이가 1㎝이다.

Pmax1, Ipmax1, Imax1 및 Pmax2, Ipmax2, Imax2에 각각 0.25w/㎠, 0.625amp/㎠, 1.25amp/㎠ 및 0.5w/㎠, 0.625amp/㎠ 및

1.25amps/㎠를 대입하고, acell1에 1.25㎠ 및 acell2에 0.6125㎠로 하고 A1와 A2를 5㎠로 하면 수학식 3과 수학식 3'이 얻

어진다.

[표 3]

공개특허 10-2007-0001257

- 11 -



실례 4

보다 정확한 모델은 전해질시트가 2개 이상의 온도영역으로 세분된다. 전해질시트(22)를 지나는 온도가 (도 4에 예시된

것처럼) 2개의 면적 대신에 (도 8에 도시한 것처럼) 4개의 면적으로 나누어지면, 전해질시트상의 연료전지의 분포는 점차

적으로 뜨거워지는 영역에서 전지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도 9에 예시된 것과 같을 것이다.

실례 5

유사하게, 등온 조건하에서, 전해질시트의 일부가 (점차적인 연료 고갈로 인해) 연료 농도가 낮아지는 면적에 위치하면, 전

해질시트(22)는 연료 농도가 낮은 면적에 점차적으로 커지는 연료전지를 포함할 것이다(도 10 및 도 11 참조). 물론, 연료

전지장치의 온도 구배 뿐만 아니라 연료 고갈 모두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연료전지장치의 최종 형상은 전해질시트의 특

정 면적에서 우세한 결과가 무엇인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고, 이는 이번에는 반응물 유동률, (특정 물질과 층두께를 또한 결

정하는) 전지 저항 및 반응물의 유동방향에 의해 전체 장치 크기가 결정된다.

실례 6

도 12는 전해질과 전극이 각 4분면(비아(via), 비아 통로(via gallery), 비아 패드, 리드(lead) 및 도면에서 생략된 가스 입

구/배출구)에 5개의 면적이 같은 전지를 갖는 4개의 4분면으로 분할된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반경방향 유동 연료전지

를 이용하는 연료전지의 크기가 중심쪽으로 증가하고, 면적이 전지마다 10%씩 증가하는 연료전지장치의 개략도이다. 이

장치에서 전류 유동 또한 반경방향이다. 연료전지장치가 도 14에 도시한 것과 같은 온도 구배하에서 작동하면, 이 배열은

각 전지가 도 12에 묘사된 장치 보다 더욱 유사한 전위에서 실행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도 13의 형상은 도 12의

형상 보다 전력 생산이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

실례7

다수 전지를 갖는 연료전지장치는 개별 전지를 다른 하나에 서로 연결하기 위해 여러 조합과 치환(permutation)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5는 비아, 비어 통로 및 비아 패드를 갖는 반경방향 유동 연료전지장치를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이 연료전지

장치에서, 전류 유동은 주변을 둘러싼다(원주적이다). 이 연료전지장치는 또한 크기가 다른 면적을 갖는 연료전지를 포함

한다.

실례 8

도 16에 예시한 것처럼, 본 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20)는 활성면적이 다른 전지/전극을 갖는 연성 세라믹 전해질시

트를 포함한다. 전해질은 다수의 연료전지를 형성하는 다수의 전극(24)을 포함하는 자체 지지 3YSZ 전해질시트(22)이다.

전체 최대 전력에 대해 개별 전지(25)를 정량화하기 위해, 전지 크기는 이 대표적인 장치의 각 연료전지가 적어도 다른 연

료전지에 직렬로 연결되고 최대 전력 작동 동안 거의 같은 전력을 생성하도록 조정된다.

도 16은 13개의 연료전지(즉, 13개의 양극/음극 쌍)를 포함하는 이 대표적인 연료전지장치를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도 17

은 정상적인 장치 작동시 전해질시트(22)의 예시적인 온도구배를 개략적으로 묘사한다. 실제 작동례에서, 온도구배는 연

속적이고, 보다 정확한 온도 모델은 5개 이상의 온도영역을 가지거나, 열분포를 연속적인 구배로써 모델화할 것이다. 그러

나, 본 모델은 본 발명의 대표적인 연료전지장치의 설계 근사를 예시하는 데 충분하다.

이 온도구배는 수소(연료) 및 산소 가스가 반대방향으로 유동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수소는 좌에서 우로 유동하였고

산소는 우에서 좌로 유동하였다. 따라서, 전지#1은 연료량이 최대이었고 전지 #13은 산소량이 최대이었다.) 주어진 전지

가 수소를 소비하고 전력을 발생할 때, 내부 저항으로 인해 열도 발생한다. 열은 전지#1에서 전지#13으로 운반되는 연료

와 반응물 생성 가스가 가열되면서 전지마다 증가한다. 따라서, 전지#1~4는 비교적 차가우나, 전해질시트(22)의 중간 가

까이 위치한 전지들은 뜨겁다. 본 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공기 유동은 연료 유동과 반대방향이고, 공기 유동률은 연료

유동 보다 약 4-5배 크다. 따라서, 비교적 차가운 공기는 열을 연료 유동의 반대방향으로 멀리 운반하나, 그러나 전해질시

트(22)의 중간에 위치한 전지에 이를 때 공정상 점점 뜨거워지게 된다. 따라서, 마지막 몇 개의 전지(전지 11, 12 및 13)는

비교적 차갑고 전해질시트(22)의 중간의 전지들은 뜨겁다. 도 16에 예시한 것처럼, 연료전지장치(20)는 뜨거운 면적(크기

변화를 과장해서 도시)에서 보다 작은 연료전지를 갖는다. 장치의 일부 면적에 반응물 농도가 낮을 것을 보상하기 위해, 등

온 조건하에서(전지가 같은 온도를 겪을 때) 이용된 장치에 대해 유사한 설계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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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전해질시트는 인가된 힘에서 파손 없이 굽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연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해질시

트의 연성은 20㎝ 또는 다소 균등한 치수, 바람직하게는 5㎝ 이하 또는 다소 균등한 치수, 보다 바람직하게는 1㎝ 이하 또

는 다소 균등한 치수의 유효 곡률 반경으로 굽힐 수 있기에 충분하다.

"유효" 곡률 반경은 재료의 소결형상에 제공된 임의의 자연 또는 본연의 곡률에 더하여 소결체를 굽힘으로써 국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곡률 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로 얻어진 만곡진 전해질시트는 더 굽혀지고, 펴지거나, 또는 파손없이

역곡률로 굽혀질 수 있다.

전해질시트의 연성은, 큰 치수에서, 그 두께에 의존하며, 따라서 특정 용도로 맞춰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해질시트가

두꺼워질 수록 연성은 작아지게 된다. 얇은 전해질시트는 강화 및 경화된 소결 세라믹 전해질시트가 파손없이 10㎜의 반경

으로 굽혀질 수 있는 점까지 유연하다. 이러한 유연성은 전해질시트가 유사하지 않은 열팽창계수 및/또는 열량을 갖는 전

극 및/또는 틀과 연관지어 사용될 때 유리하다.

실례 9-17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는 여러 목적을 만족시키기에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적 중 하나는 최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다른 목적은 동등한-전위 수준에서, 예를 들어 주어진 전해질시트에 놓인 각 연료전지가 거의 같은 전압을 확실하게 생성

하게 하도록 모든 전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두 목적을 만족하는 설계 형상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목적은, (전해질시

트, 챔버(chamber) 설계, 가스 유동률, 입구 및 출구 설계 등을 포함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전체 작동성을 유지하

면서, 발달된 열을 처리하고 모든 연료전지들을 가능한 등온 조건에 가까이에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등온 조건은, 예를

들어, 열-기계적 응력을 최소화하는 데 바람직하다.

연료전지의 최적 배열은 장치의 전력 출력을 최소화하는 것과 전지를 등-전위 배열로 유지시키는 것 사이에 수용 가능한

협상이 될 수 있다. 도 3에 예시된 장치의 성능과 다음 예들을 시험하는 데 있어, 본 출원인은 최대 전력 요건은 면적이 일

정한 전지들로 달성되는 한편, 전지들간의 조화된 전압 요건은 전지(최소 면적을 갖는 H2 입구에 가까운 전지)들이 면적

내에서 다소 요동될 것을 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델링을 통해, 두 견해로부터 우수한 최적의 형상을 가질 수 있음을 발

견하였다. 예를 들어, 등차수열로 증가하는 전지 면적을 갖는 장치가 그러한 설계 중 하나이다. 이 배열은 또한 아래에 기

술한 것처럼 열처리 기준점으로부터 이익을 제공한다.

등온 조건의 작동(원하는 작동 모드)에서, (전체 활성면적과 고정된 전지 개수를 유지하면서, 고정된 연료(H2) 및 공기 유

동률에 있어) 전지 면적이 변하는 것으로부터의 이점은 :

(1) 전해질시트의 전체 전력 출력을 너무 많이 희생시키지 않고, 다른 전지를 등-전압 조건(즉, 각 연료전지에 의해 생성된

전압이 같거나 또는 좁은 한도(margin) 내에 묶인)에 매우 가까이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는 각 연료전지로부터 생성된 열 또한 특정 목표 내에 있게 되어 전해질시트에 보다 일정한 온도 환경(또는 바람직한

온도 형상)이 유지되는 부수적인 이점을 가져온다. 이는 시스템 처리 기준점으로부터 분명히 바람직하다. 또한, 이는 전해

질시트의 특성이 무르익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도 3에 도시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를 생각하자. 이 장치의 성능을 등온 조건(전체적으로 725℃)하에서 모델화한다.

이 모델은 네른스트 방정식을 통해 온도와 부분 압력의 함수로써 주어진 전지의 가역 전압, 및 단일-전지 실험에서 얻어진

전해질/전극시트의 전압-전류 밀도(V-i) 거동(behavior)에 의존하는 반응물과 생성물(H2, O2, H2O) 몰 평형을 합친다.

상술한 것처럼, 도 3은 크기가 일정(면적이 일정)한 10개의 개별 전지를 갖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트(22)의 개략도를 예

시한다. 본 예에서, 반응물 가스는 역-유동 배열로 도입된다. 즉, 연료(H2)와 공기 유동이 반대방향이다. 도 3의 전해질시

트(22)는 각 면적이 8㎠인 10개의 연료전지를 가지고 80㎠의 전체 활성면적을 포함한다. 시스템을 통해 전류는 4Amps로

고정되고, 연료 압력은 1.0315bar 및 공기 압력은 1.0137bar이다. 연료 유동률은 3L/min인 반면, 공기 유동률은 6L/min

이다. 연료는 입구에서 70% H2인 반면, 들어오는 공기 입구에는 21% O2가 존재한다. 본 역-유동 배열에서, 연료는 전지#

1(가장 좌측 전지, 도 18a-도 18f상의 가장 좌측 데이타 점들과 대응)에서 신선하고 공기는 전지#10에서 신선하다.

도 18a-도 18f는 등온 조건(725℃)하에서 전지 배열을 지나는 중요한 작동 변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력 26.37W 전체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에 의해 생성된다. H2 몰분수는 전해질시트(22)상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H2가 점점 많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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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될 때 전지#1에서 전지#10까지 떨어진다. 전압(제1소형상)은 H2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지#1로부터 전지#10으로 급격

하게 떨어진다. 이 변화는 0.139W가 되는 전력에서 기준 이탈을 주도하는 0.0346V가 되는 전압에서 보고된 기준 이탈에

의해 정량화된다. 따라서, 전체 전력은 높으나 전지들은 등전위가 아니며, 이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도 3의 10개의 연료전지장치는 이후 수정되었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 따른 수정된 장치가 도 19에 개략적으로 묘사된

다. 전체 활성 전해질시트 면적은 그대로 유지되나, 4㎠의 면적이 처음 전지(전지#1)에서 제거되고 마지막 전지(전지#10)

에 추가된다. (상술한 것처럼, 연료는 (도 10a-도 20f에서 가장 좌측에 대응하는) 전지#1에서 신선하고, 공기는 전지#10

에서 신선하다). H2 몰분수는 전해질시트(22)상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더욱 더 많은 H2가 소비될 때,전지 번호 1에서

부터 10까지 떨어진다. 도 20a-도 20f는 도 19에 묘사된 수정된 연료전지장치의 성능을 예시한다. 연료전지들이 직렬로

연결될 때, 모든 전지들을 통해 같은 양의 전류가 흐른다. 본 장치에 의해 제공된 전체 전력은 25.87W까지 조금 떨어진다.

이는 (i)처음 전지(활성면적이 4㎠)에서 8㎠에서 4㎠로 감소하는 활성면적으로 인해 전류밀도가 상승하여, 따라서 전압이

강하되는 반면; (ii)마지막 전지(활성면적이 12㎠)에서는 전압이 호환 가능한 양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전

지 배열을 지나는 전압 형상은 보다 균일하다.

도 21a-도 21f는 연료전지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성능을 예시한다. 본 수정된 장치에서 (연료 입구점으로부터 세어지는)

처음 5개의 연료전지들 각각은 4㎠의 활성면적을 갖는 반면, 다른 5개의 연료전지들 각각의 활성면적은 12㎠이다. 다시,

최대 전력의 강하에 주목한다. 또한, 전지 당 전압의 기준 이탈은 도 20 및 도 21에 도시한 것처럼 도 18에 도시한 것 보다

매우 높아지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도 22a-도 22f는 연료전지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의 성능을 예시한다. 본 장치에서, 전지 면적은 처음 전지의 활성면적이

3.5㎠이고 마지막 전지가 12.5㎠이며, 각 중간 전지가 중간 전구체(predecessor)와 비교해 1㎠ 많은 활성면적을 갖는 등

차수열로 변하였다. 도 22는 처음 전지가 전압이 가장 낮고 마지막 전지가 전압이 가장 높은 전압 형상이 거꾸로 된 것을

예시한다(도 18과 비교) .

이는 도 18과 도 22간의 중간 상황을 찾는 동기가 되며, 여기서 연료전지를 지나는 전압 변화는 최소화된다. 또한, 전해질

시트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에 가깝기를 원한다.

도 23a-도 23f는 연료전지가 처음 전지가 6.3125㎠의 활성면적을 갖고 마지막 전지는 9.6875㎠의 활성면적을 가지며, 연

속적인 전지 면적 간의 기준차가 0.375㎠인 등차수열(arithmetic progression)로 변하였던 연료전지장치의 다른 수정된

실시예의 성능을 예시한다. 이 장치에 의해 생성된 전체 전력은 26.214W이고, 이는 본 등온 모델에서 가능한 최대값

26.37W에 매우 가깝다. 전지마다의 전압 변화는 최소로, 전지 전압에서 기준 이탈은 겨우 0.0054V이다. 따라서, 연료전

지는 발생하는 우수한 전력에 더하여 (전압이 조화된) 거의 같은 전위에서 작동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료전지 적층이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전류를 도출할 변하는 외부 부하하에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실

제 작동 가능한 기준점으로부터의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다.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변할 때, H2 소비 또한 변하고 다

른 작동 조건들에 따라 일부 전지들은 매우 높은 전압을 생성할 수 있고 일부 전지들은 매우 낮은 전압을 생성할 수 있다.

전지 면적의 변화는 주어진 임의의 작동 조건에서 장치 성능이 안정되고 모든 전지들이 거의 같은 전압을 생성할 수 있게

보장한다.

이러한 배열은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 모든 몰의 변환된 연료(H2)에 있어, 유용한 일(work)(전기적 전압)의 일부가 생성되

고 일부는 열로 변환된다. 전압이 균형화되고 전해질시트를 지나 전지마다 균일화될 때, 각 전지에 의해 생성된 열 또한 균

일하다. 이는 (여기에서 처럼) 직렬 배열의 전지에서, 전류가 모든 전지들을 통해 같고, 따라서 전지 당 H2의 소비가 고정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렬로 연결된 등-전위 전지를 가지면 각 전지에 의해 또한 생성된 거의 같은 양의 열이 얻어진다.

이는 전체 열처리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경로의 후반은 (대류 열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와 공기의 유동률뿐만 아

니라 내부, 핀 등의 정확한 설계에 좌우되나, 그러나, 열처리용 설계 목표를 단순화하는 각 전지 수단에서 거의 같은 열을

일으킨다.

도 2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다른 연료전지장치를 예시한다. 이 장치는 다수 전지의 능력을 이용하고, 양극-판-무

(bipolar-plate-free) 연료전지 설계 근사는 특정 설계 요건을 최고로 만족시키기 위해 전지 형상(geometry) 및 전지간

상호 접속을 유리하게 맞추는 것이다. 본 예에서, 전지간 상호 접속은 활성 전지 면적을 국부 작동 조건에 가장 잘 맞추는

데 사용된다. 본 대표적인 장치에서, 같은 면적의 작은 연료전지들은 "직렬로 연결된 하위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가스 유동

에 평행하고 직교한 방향으로 직렬로 연결된다. 즉, 각 하위그룹은 직렬로 연결된 다수의 전지들을 가지며, 다른 하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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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행하게 연결된다. 주어진 작동 전류에 대해, 전지당 평균 전압은 온도와 연료 농도를 포함한 국부 작동 조건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인 작동 조건들에서, 연료 입구에 위치한 연료전지들은 국부적으로 높은 연료 농도로 인해 높은 평

균 전압을 가질 것이다. 하위그룹에서 전지당 평균 전압과 전지의 개수는 주어진 부하(전류 인출)에 대한 순 하위그룹 전압

을 결정할 것이다. 바람직한 설계 조건은 직렬로 연결된 하위그룹간에 유사한 순 전압 출력을 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

위그룹간의 전압구배로 인한 불충분한 내부 전류를 피하게 된다. 도 24에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처럼, 각 20V 출력의 두 하

위그룹은 "신선한" 연료 영역의 1V/전지의 평균에서 작동하는 20개의 연료전지(제1하위그룹)를 연결하고, "고갈된" 연료

영역의 0.8V/전지의 평균에서 작동하는 25개의 연료 전지(제2하위그룹)를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하위그룹에 존

재하는 활성면적은 제2하위그룹의 전지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제1하위그룹의 활성면적 보다 25% 크다. 이 설계 근사를 고

찰하는 다른 방법은 각 하위그룹의 전지들을 활성면적이 균등한 하나의 큰 전지로 교체하고, 이 큰 전지들을 서로 연결하

는 것이다.

또한, 도 24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각 하위그룹 내에서 개별 전지 크기의 변화를 통해 "조율(tuning)"을 더 하게 되어 큰

전지가, 예를 들어, 비교적 고갈된 연료 영역에 위치하는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 두 등위 하위그룹은 평행하게 연결된다.

도 25 및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다. 이 대표적인 장치는 다수의 연료전

지(25)들을 지지하는 적어도 하나의 다공기판(31)을 포함한다. 전극(양극)은 다공기판에 직접 도포되거나 인쇄된다. 즉,

각 연료전지들은 다공기판 위에 직접 놓인 양극(26)과, 양극 위에 놓인 전해질(22), 그리고 전해질(22) 위에 놓이고 전해질

(22)에 의해 지지되는 음극(28)을 포함한다. 연료전지(25)는 본 예에서는 스트립(strip) 형태의 상호연결물(30)에 의해 서

로 연결된다. 전해질(22)은 지르코니아, 비스무스 산화물(Bi2O3), 산화세륨(CeO2), 또는 몰식자산염(Ga2O3)이 도핑될 수

있다. 이러한 전해질 화합물은 공지되어 있다. 앞선 실시예와 같이, 전지(25)는 다른 크기를 갖는다. 물론, 고체산화물 연료

전지장치는 각각이 다수의 연료전지(25)를 지지하는 다수의 적층된 다공기판(31)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7은 본 발명에 따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다. 이 대표적인 장치는 상호연결물(30)에 의해

연결된 다수의 연료전지(25)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전해질(22)은 자체 지지 전해질이다(즉, 기판에 의해 지지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 예의 전해질은 연성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예에서 처럼, 전극은 각 전해질의 반대측에 대어져서,

따라서 다수의 연료전지(25)를 형성한다. 연료전지(25)는 본 예에서, 전지 길이(또는 폭) 측을 따라 움직이는 스트립 형태

인 상호연결물(30)에 의해 직렬로 다른 하나에 연결된다. 전해질(22)은 지르코니아계, 비스무스계(Bi2O3), 산화세륨계

(CeO2), 또는 몰식자산염계(Ga2O3)일 수 있다. 앞선 실시예와 같이, 전지(25)는 다른 크기를 갖는다.

도 28은 교차 유동 작동하에서 작동하는 직사각형 연료전지장치의 온도분포를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온도구배는 균일하

지 않고 공기 유동의 하류측에 뜨거운 면적을 생성하나 뜨거운 면적은 연료(H2)의 입력에 보다 가깝다. 도 29는 연료(H2)

와 산화제(공기)가 교차 유동하는 직사각형 연료전지시트의 전류밀도를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전류밀도 분포는 온도와 반

응물 농도 결과 모두의 복합적인 이유로 다소 복잡해진다. 전류밀도는 연료의 입구측과 산화제의 입구측으로 좀 더 이동한

다. 최대 전력을 이루기 위해, 전지들의 활성면적은 대략(10% 이내) 같은 양의 전력을 생성하는 다수의 면적들로 분할된

다. 도 30은 이 연료전지장치의 설계를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연료전지장치는 전류밀도 분포에 따라 전체 활성면적을 13

개 그룹의 연료전지들로 세분하는 다수의 직사각형 전지들을 포함한다. 각 개별 전지 그룹 내에서, 연료전지들은 평행하게

연결되어, 모든 전지들이 거의 같은 전위(5% 또는 10% 이내)에 있게 된다. 전지 그룹간에, 연료전지들은, 예를 들어 귀금

속 비아를 사용하여 직렬로 연결된다. 각 그룹의 연료전지에 의해 생성된 전력이 상당히 잘 맞을 때, 그룹화된 활성면적이

다른 13개 그룹에서 도출되는 전력은 최대 총전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열처리를 바랬다면, 다른 형상의 활성면적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온도구배가 평평해지는 것이 목적(등온 작동)

이었다면, 전해질시트의 차가운 영역에 있는 전지 그룹의 다소 작은 전체 활성면적이 보다 많은 열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

었을 것이다. 뜨거운 영역에서, 전지 그룹의 활성면적을 전력이 최대인 경우의 활성면적과 비교할 때, 다소 큰 활성면적(전

지 그룹에 대한)이 적은 열을 생성할 것이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에 따른 연료전지장치는 각각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료전지(25)를 형성하는 하나 이상의

전해질시트(22)를 포함할 수 있다. 도 31은 다수 전해질시트(22)를 갖는 대표적인 연료전지장치(20)를 예시한다. 각 전해

질시트(22)는 다수의 연료전지들(25)을 지지한다. 연료전지(25)는 다른 크기를 갖는다. 본 실시예에서, 각 틀(32)은 2개의

전해질시트(22)를 지지하여, 두 인접한 전해질시트(22)의 연료전지들이 다른 하나와 간격을 두어 연료공동(cavity; 34)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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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25)는 틀(32)에 의해 지지되는 두 인접한 전해질시트의 양극(26)들이 다른 하나 및 연료공동(34)과 대면하도록

향해진다. 연료(수소 가스)는 틀(34)에 형성된 연료입구(35a)에 의해 공동(34) 안에 제공되고 "나머지(leftover)" 연료는

틀(34)의 반대측에 놓인 출구(35b)에 의해 배출된다. 음극(28)은 인접한 틀에 의해 지지된 전해질시트(들)에 놓인 연료전

지들(음극들)쪽으로, 바깥쪽을 바라본다. 공기(산소)입구(36a)와 공기출구(36b) 또한 틀(32) 안에 놓인다. 위에 기술한 대

표적인 연료전지장치 형상은 다수의 전해질시트를 이용하는 연료전지장치를 제공하게 위해 적층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연료전지장치를 도 32에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이 대표적인 장치 또한 하나 이상의 전해질

시트(22)를 이용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 각 전해질시트(22)는 단일 연료전지와 대응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장치

는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적층된 6개의 연료전지(25)를 포함한다. 분리판(40)(또한 양극 상호연결판으로 언급)은 인접한

연료전지들(25)을 분리한다. 각 연료전지(25)는 분리판(40)에 놓인 비교적 큰 양극(26)(400㎛ 두께)을 포함한다. 양극

(26)은 시트 또는 판을 형성하고 전해질시트(22)를 지지한다. 얇은(50㎛ 두께) 음극시트(28)는 전해질시트(22)의 맨 위에

놓인다. 분리판(40)은 연료 및 공기입구(35a,36a)와 연료 및 공기출구(35a,35b)를 포함한다. 본 예에서 연료와 공기는 교

차-유동한다. 그러나, 반경방향의 연료/공기 유동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앞선 예와 같이, 연료전지장치는 크기가 다른 연료

전지들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장치는 높은 전지들이 높은 온도가 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맨 위의 전지들은 바닥의 전지

들 보다 작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음이 당업자에게 명백하다. 예를 들어, 다

른 형상들을 갖는 연료전지장치들 또한 크기가 다른 적어도 2개의 연료전지를 포함할 수 있다. 여러 면적의 연료전지들 또

한 프로톤 교환막(Proton Exchange Membrane) 연료전지에 통상적으로 적용된 프로톤 전도성 폴리머막과 같은 다른 형

태의 전해질막들을 갖는 다른 연료전지에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한 청구범위와 그 균등물의 범위 안에서

발명의 수정예와 변경예를 포함하고자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호연결 비아를 관통하여 직렬로 연결된 8개의 전지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

의 개략적인 상평면도;

도 2는 도 1의 상평면도에 도시된 장치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3은 크기가 같은 10개의 연료전지를 포함한 연료전지장치의 개략도;

도 4는 도 3에 예시된 연료전지장치를 지나는 온도분포를 예시하는 개략도;

도 5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달랐던 도 3의 장치의 2개의 연료전지에 대한 전력밀도 대 전류밀도의 예시도;

도 6은 상호연결 비아(미도시)를 관통하여 직렬로 연결된 2개의 크기가 다른 연료전지조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상평면도;

도 7은 2개의 크기가 다른 연료전지조, 즉 4개의 연료전지를 갖는 제1조 및 8개의 연료전지를 갖는 제2조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상평면도;

도 8은 도 9에 예시된 연료전지장치와 연결되어 이용되는 온도분포모델의 개략적인 예시도;

도 9는 4개의 크기가 다른 연료전지조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상평면

도;

도 10은 다수의 연료전지를 갖는 전해질시트를 지나는 연료 농도의 개략적인 예시도;

도 11은 도 10에 예시된 연료 분포로 작동되게 설계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상평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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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반경방향의 연료 유동을 갖게 작동되도록 설계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상평면도;

도 13은 반경방향의 연료 유동을 갖게 작동되도록 설계되고 크기가 다른 연료전지를 가지며 연료전지의 크기가 중심쪽으

로 커지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상평면도;

도 14는 도 12 및 도 13에 예시된 연료전지장치의 분석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온도분포모델의 개략적인 예시도;

도 15는 반경방향의 연료 유동을 갖게 작동되도록 설계되고 크기가 다른 연료전지를 갖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고체산

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상평면도;

도 16은 13개의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역-유동 환경에서 작동하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

적인 상평면도;

도 17은 도 16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가 최적화되는 온도구배 모델의 묘사도;

도 18은 등온 조건하에서, 대표적인 연료전지 배열을 지나는 중요한 작동 변수 변화의 예시도;

도 1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상평면도;

도 20은 등온 조건하에서, 대표적인 연료전지 배열을 지나는 중요한 작동 변수 변화의 예시도;

도 21은 등온 조건하에서, 대표적인 다른 연료전지 배열을 지나는 중요한 작동 변수 변화의 예시도;

도 22는 등온 조건하에서, 대표적인 다른 연료전지 배열을 지나는 중요한 작동 변수 변화의 예시도;

도 23은 등온 조건하에서, 대표적인 다른 연료전지 배열을 지나는 중요한 작동 변수 변화의 예시도;

도 24는 전압이 매치된 일련의 하위그룹과 연결된 다수의 전지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연료전지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예시

도;

도 2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상면도;

도 26은 도 25에 묘사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측면도;

도 2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치의 상면도;

도 28은 도 30에 예시된 연료전지장치와 관련되어 이용된 온도분포모델의 개략적인 예시도;

도 29는 도 30에 예시된 연료전지장치와 관련되어 이용된 전류밀도모델의 개략적인 예시도;

도 30은 도 28에 묘사된 온도분포와 도 29에 묘사된 전류밀도하에서 작동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장

치의 개략적인 상면도;

도 31은 다수의 적층 전해질시트를 가지며 크기가 다른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전

지장치의 개략적인 측면도; 및

도 32는 다수의 적층 전해질시트를 가지며 크기가 다른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의 고체산화물 연료

전지장치의 개략적인 측면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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