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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를 자연에서 무한히 얻을 

수 있고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이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로 각광받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는 태양열발

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연료전지 

등이 있다. 이 중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하여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가 

대표적으로써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안정적

이고 높은 출력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에 따라 저온형(30℃~8

0℃), 중온형(200℃~400℃), 고온형(700℃ 이

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온형 연료전지는 고분

자 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Fuel Cell)
가 대표적으로서 작동 온도가 낮은 장점이 있지만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가의 촉매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고온형 

연료전지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가 대표적으로서 작동 온도가 높아 전극의 

저항이 낮아서 고가의 촉매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초기 작동시간이 길고 고온에서의 안정성 

등에 문제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작동영

역인 중온 영역(200℃~400℃)에서 작동시키기 위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전해질 막을 수 백 nm로 얇게 제작한 박막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가 있다. 박막형 연료전지는 

기존의 수 μm 두께를 가진 연료전지에서 전해질 

두께를 0.1% 수준으로 줄여서 산소 이온 혹은 수소 

이온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전해질 저항(IR loss)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

운 형태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이다.

박막형 연료전지를 중온영역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소 이온을 전도하는 전해질을 

사용할 수 없고 수소 이온을 전도하는 전해질

(Proton Conductor)을 사용해야만 한다. 

Fig.1 Proton conductivities of various oxides as 
calculated from data on proton concentrations and 
mobilities.

Fig 1에서 보면 우측 상단 영역(저온 영역인 

동시에 전도도가 좋은 영역)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프로톤 전도체인 바륨 계열의 물질이다. 

바륨 계열에서 각광받는 물질은 이트륨이 도핑된 

바륨 지르코네이트(Y-doped BaZrO3 : BZY)이다. 

BZY는 비록 셀 내부의 저항이 높아서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없지만 프로톤 전도도가 높고 CO2와의 

반응성이 낮아서 화학적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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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적의 BZY 증착 조건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Pulsed 
Laser Deposition(PLD) 장비 chamber 안의  

Target-Substrate Distance(TSD)를 변화시켜 BZY를 

증착하고 증착된 BZY의 구조를 분석하여 최적의 

증착 조건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PLD 기법을 이용하여  Si wafer 
위에 BZY를 증착하였다. 증착할 때의 기본 조건은 

600℃ 온도, 0.013mbar의 산소분압, 레이저 power
와 진동수는 각각 1.5J/cm2와 6Hz, 증착 시간은 

20분으로 하였다. substrate에 열이 잘 전달되도록 

Heating rate는 +30℃/min, BZY 박막의 손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 Cooling Rate는 -10℃/min로 하였다.  
이 조건에서 TSD를 각각 4cm, 4.5cm, 5cm, 5.5cm

로 하여 BZY를 증착하였다. 그 후 sample들을 

X-Ray Diffusion (XRD)로 분석하여  BZY 박막의 

결정성을 관찰하였다.

3. 실험 결과

  
Fig 2. X-ray diffraction performed in situ at 

target-substrate distance (a) at 4cm (b) at 5.5cm

Fig 2를 보면 TSD가 가까울수록 intensity가 대체

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SD가 

작을수록 운동에너지가 큰 BZY 입자가 substrate에 

증착이 되면서 기존에 증착된 BZY 입자를 큰 결정

성을 가지도록 재배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으로 추측된다. 결정성이 커지면 고밀도로 증착할 

수 있고 증착율도 높아지게 된다. 

 
4. 결론

  이번 논문에서는 Target-Substrate Distance에 따

른 BZY의 결정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TSD가 

작을수록 결정성이 커져서 BZY의 증착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을 토대로 

다른 조건(온도, 산소분압, 레이저 진동수, 레이

저 power)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최적의 BZY 

증착 조건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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