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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변환장치로써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출력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연료전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s, 
SOFC)는 효율이 매우 높고 우월한 연료의 
유동성 때문에 최근 10 년간 가장 각광받는 
연료전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작동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700℃ 이상) 물질의 
안정성과 성능의 지속성 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Yttrium-
Stabilized Zirconia(YSZ)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전해질로 각광을 받고 있다.  
YSZ 는 적당한 이온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전해질과 고온용 전기화학 센서, 
가스 분리막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작동온도를 
낮추고 ohmic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해질의 
구조를 매우 얇게, 치밀한 구조로 증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가장 각광받는 증착 기법이 Atomic Layer 
Deposition(ALD) 기법이다.  ALD 기법은 
샘플의 표면에서 분자의 흡착과 치환을 번갈아 
진행함으로써 원자층 두께의 미세 증착이 
가능한 기법이다.  ALD 기법을 통해 
얇으면서도 매우 치밀한 구조의 박막을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착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두께의 박막을 제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ALD 기법의 단점은 박막 증착 
시에 탄소가 오염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ALD 
기법에 사용하는 프리커서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탄소가 박막에 증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ALD 로 증착한 YSZ 박막의 
탄소 오염도에 따른 전도도, 저항, 박막의 
구조를 분석 ∙ 비교하고 실제로 박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cell 에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분석하여 탄소 오염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ALD 를 이용하여 Si wafer, 

MgO 기판 위에 YSZ 를 증착하였다. 
Si wafer 위에 YSZ 를 증착할 때에는 

이트륨과 지르코늄의 precursor 로 각각 
Tris(methylcycclopentadienyl)Yttrium, Y(MeCp)3 
와 Tetrakis(dimethylamino)Zirconium, 
Zr(NMe2)4 를 사용하였다. ALD sequence 는 
지르코늄의 경우 precursor pulse 3 초, Ar purging 
20 초, 산소 pulse 4 초, Ar purging 10 초로 
설정하였고 이트륨의 경우 precursor pulse 3 초, 
Ar purging 20 초, 산소 pulse 1 초, Ar purging 
10 초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증착 시 ALD 
chamber 의 온도는 250℃, 이트륨의 precursor 와 
line 온도는 각각 155℃, 180℃로 설정하였고 
지르코늄 precursor 와 line 온도는 각각 40℃, 
65℃ 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르코늄과 
이트륨의 cycle 비율은 7:1 로 하여 샘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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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증착한 샘플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기법을 이용하여 물질의 
조성을 분석하였고 ALD YSZ 를 전해질로 하는 
cell 을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해 보았다. 

 
3. 실험 결과  

Fig 1 은 ALD 를 이용하여 증착한 YSZ 
샘플의 XPS 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전도도가 제일 좋을 때인 8mol% YSZ 와 거의 
유사한 8.62mol%의 조성을 보였지만 탄소의 
비율이 15.52%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data 
of ALD YSZ thin film.  

 
   Fig 2 는 ALD YSZ 를 이용하여 cell 을 
제작하였을 때의 단면과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Fig 2(a)를 봤을 때 ALD YSZ 의 두께는 약 
215nm 로 양극과 음극 사이의 short 현상을 
막기에 충분히 두껍고 치밀한 구조로 증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g 2(b)를 봤을 
때 Open-circuit voltage(OCV)가 0.736V 가 나온 
것으로 보아 구조적인 측면이 아닌 YSZ 안의 
탄소에 의해서 부분적인 short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번 논문에서는 탄소 오염도에 따른 
조성의 변화와 cell 성능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탄소 오염도가 높으면 cell 의 OCV 를  
떨어뜨려 성능 감소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을 토대로 탄소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ALD sequence 를 연구하여 cell 에 

Fig. 2 (a) Cross-sectional image of ALD YSZ cell (b) 
I-V polarization of ALD YSZ cell  

 
적용,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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