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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the transfer of oxygen vacancy and proton in Y-doped BaZrO3 (BYZ)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An oxygen
vacancy was generated in the 2×2×2 BYZ superstructure by replacing two Zr atoms with two Y atoms to satisfy the charge neutrality
condition. The O vacancy transfer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nearest O atom sites from a Y atom showed the lowest activation
energy barrier of 0.42 eV, compared to the other transfers between first and first, and second and second in the superstructure. Two
protons were inserted in the structure by adding a proton and hydroxyl that were supplied by the dissociation of a water molecule.
The two protons bonded to the first and second nearest O atoms were energetically the most favorable. The activation energy barrier
for a proton transfer in the structure was 0.51 eV, when either proton transferred to its neighbor O atom. This value was well matched
with the experimentally determin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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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perovskite oxide)은 고온 초전도성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강유전성 (ferroelectricity),

압전성 (piezoelectricity), 대형 자기 저항성 (colossal

magnetoresistance), 그리고 촉매 특성을 갖는 물질이다.
1-6)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은 일반적으로 ABO3 화학식으로

표현되며, 입방정계 (cubic)에서 능면계 (rhombohedral), 사

방정계 (orthorhombic), 정방정계 (tetragonal), 단사정계

(monoclinic)로 다양하게 변하는 물질이다.
7)

 또한, 고온 프

로톤 전도체 (high-temperature proton conductor, HTPC),

무선 통신 분야 (wireless communications applications)의

유전 물질, 그리고 박막 성장을 위한 기판 물질로 사용

또는 연구 중이다.
8-10)

 이 중 프로톤 전도체는 물과 수소

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산소 이온 전도체

(oxygen ionic conductor) 보다 작동 온도가 낮은 장점이

있다.
11)

 고온에서 프로톤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 (activation

energy barrier)은 0.10~1.00 eV를 갖는다.
12)

 

최근에 제 1원리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페로브스카이

트 산화물 중의 하나인 BaZrO3의 프로톤 전도성을 연구

한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Gomez 등은 BaZrO3를 포

함한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의 프로톤 이동도 (mobility)

는 팔면체 (octahedral)의 기울어짐에 의하여 결정되고, 억

셉터가 도핑된 (acceptor-doped) BaZrO3에 프로톤이 존재

하여도 여전히 입방정계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13)

Björketun 등은 도핑된 BaZrO3의 프로톤 확산 모델과 진

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14-17)

 Merinov 등은 Y 원자가 도핑

된 BaZrO3에서 프로톤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계산하였

다.
18)

 하지만, Gomez 등은 도판트 (dopant)가 도핑되지 않

은 순수한 BaZrO3에서 프로톤의 이동을 계산하였기 때문

에 도판트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Gomez 등과

Björketun 등은 계산을 통하여 프로톤의 활성화 에너지 장

벽이 0.25와 0.34 eV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실험 결과

(0.44 eV)보다 작은 값이다.
4)

 Merinov 등은 프로톤이 이동

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0.41 eV으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프로톤의 이동을 계산할 때 초격자구조를

이완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한, 도핑에 의해 생성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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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동에 관한 계산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로 BaZrO3에

Y2O3를 첨가하여 O 공공을 생성시킨 후, 에너지 관점에

서 안정한 O 공공의 위치와 O 공공이 이동할 때 요구되

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계산하였다. 또한 Y-doped

BaZrO3 (BYZ)에 물 분자를 첨가하여 프로톤의 위치와 이

동할 때 요구되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계산하였다. 

2. 계산 방법

본 연구는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 (VASP) 코

드로 구현된 first-principle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GGA)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19-23) 
사용된 포텐셜 (potential)

은 projector-augmented wave (PAW)이며, 전자의 바닥 상

태를 계산하기 위하여 residual minimization method direct

inversion in the iterative subspace (RMM-DIIS)가 사용되

었다.24,25) Cutoff energy는 500 eV이고, k-points mesh는

Monk-horst pack이며, 4×4×4 크기를 사용하였다. Smearing

방법은 반도체와 부도체 재료에 적합한 Gaussian 법이며,

0.05 eV의 smearing factor가 사용되었다. Ba 6s2, Zr 4d2

와 5s2, O 2p4, Y 4d1
과 5s2, 그리고 H 1s1 상태가 사용

되었다. 사용된 cutoff energy와 k-points mesh 값은 계산

시간과 계산 값의 정확도를 적절히 조절한 최적화된 값이다.

순수한 BaZrO3 단위 격자를 계산하여 격자 상수를 최

적화하였다(Fig. 1). 최적화된 격자 상수 (4.25 Å)를 이용

하여 BaZrO3 단위 격자를 확장시켜 2×2×2 초격자구조

를 생성시켰고, 생성된 Ba8Zr8O24 초격자구조에 Y2O3를

첨가하여 O 공공이 존재하는 Ba8Zr6Y2O23 초격자구조를

계산하였다. 이 때 O 공공이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안정

한 위치를 계산하였고, 또한 climbing nudged elastic band

(C-NEB) 도구를 이용하여 O 공공이 이동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계산하였다.26) Ba8Zr6Y2O23 초격자구조에

물 분자를 첨가하여 두 개의 프로톤을 생성시키고, 에너

지 관점에서 안정한 프로톤의 위치를 계산하였다. 또한

NEB 도구를 이용하여 프로톤이 Y과 Zr 원자 주변을 이

Fig. 1. The perspective view of BaZrO3 unitcell.

Fig. 2. The (a) perspective view and (b) schematic image include

an O vacancy in Y-doped BaZrO3 superstructure. The O

vacancy is located at the second nearest O atom site

from the Y atom. (c) The energy variation as a function

of the location of the O vac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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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때 요구되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계산하였다. 

3. 결 과

순수한 Ba8Zr8O24 초격자구조에 두 개의 Y 원자를 Zr

원자 자리에 치환하고 전하 중성 (charge neutrality)을 만

족시키기 위해 O 공공을 생성시킨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Ba8Zr8O24+Y2O3→ Ba8Zr6Y2O23+VO

Fig. 2 (a)는 두 개의 Y 원자가 두 개의 Zr 원자 자리에

치환되고 O 공공이 Y 원자로부터 두 번째 가까운 O 원자

자리 (second nearest O atom site)에 생성된 Ba8Zr6Y2O23

초격자구조를 보여준다. Y 원자가 Zr 원자 자리에 치환

되면서 Y 원자는 상대적으로 양의 전하 (positive charge)

를 띄게 되어, 두 개의 Y 원자는 서로 가장 멀리 위치하

는 것이 에너지 관점에서 안정하였다. 생성된 O 공공이 Y

원자로부터 두 개의 O 원자 자리 중에서 첫 번째 가까운

O 원자 자리 (first nearest O atom site)에 생성되는 것과

두 번째 가까운 O 원자 자리에 생성되는 것의 에너지 차

이는 크지 않았다. Fig. 2 (b)는 Ba8Zr6Y2O23 초격자구조에

서 Y 원자가 한 개 포함된 결정면의 모식도이다. O1과 O4

는 Y 원자로부터 첫 번째 가까운 O 원자로서, 그리고 O2

와 O3는 Y 원자로부터 두 번째 가까운 O 원자로서 서로

동일한 자리이다. O 공공이 O1 원자 자리에 생성되면, Zr2-

O2 (2.09 Å)가 Zr3-O2 (2.19 Å) 결합 거리보다 짧아지고,

Zr2-O2-Zr3와 Y1-O4-Zr4의 각도가 각각 164.4o과 166.4o이

므로 O2와 O4 원자가 VO1 (O1 자리에 있는 O 공공)을 향

하여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하지만, Zr3-

O3-Zr4의 각도가 180.0o인 것으로 보아, 첫 번째 가까운

O 원자 자리에 O 공공이 생성되면 멀리 존재하는 두 번

째 가까운 O 원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O 공공이 O3 원자 자리에 생성되면, Y1-O4의 결

합 거리가 2.19 Å에서 2.32 Å으로 증가하고, Zr4-O4의 결

합 거리가 2.10 Å에서 2.04 Å으로 감소하면서 O4 원자는

VO3로 이동하였다. Y1-O4-Zr4의 각도가 154.3o로 많이 감

소했기 때문에 Zr2-O2-Zr3의 각도가 상대적으로 덜 감소

했다. Fig. 2 (c)는 O 공공이 이동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보여준다. VO1과 VO3가 각각 O4와 O2 원자 자리

로 이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은 각각

Table 1. The M-O bond lengths and M-O-M angles in Y-doped
BaZrO3 (BYZ) with an O vacancy. M represents Zr or
Y.

Bond length [Å] Angle [o]

VO1

Y1-O4 2.19 ∠ Y1-O4-Zr4 164.4

Zr2-O2 2.09 ∠ Zr2-O2-Zr3 166.4

Zr3-O2 2.19 ∠ Zr3-O3-Zr4 180.0

Zr4-O4 2.10

VO3

Y1-O4 2.32 ∠ Y1-O1-Zr2 180.0

Zr4-O4 2.04 ∠ Y1-O4-Zr4 154.3

∠ Zr2-O2-Zr3 174.8

Fig. 3. The (a) planar view and (b) schematic image of the Y-
doped BaZrO3 that includes the H and OH. Two protons
(white spheres) are located at the first and second
nearest O atom sites in the same plane. (c) The energy
variation as a function of the location of the proton in Y-
doped BaZrO3 that includes the H an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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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4 eV로 매우 크다. 하지만 VO3가 O4 원자 자리

로 이동할 때 요구되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은 0.42 eV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O 공공이 O3 원

자 자리에 위치하면 O4 원자가 VO3로 많이 이동하여 이

동 거리가 짧아져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작아진다고 판

단된다. 

BYZ 구조에 물 분자를 첨가하여 두 개의 프로톤을 생

성시키는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Ba8Zr6Y2O23+VO+H2O→Ba8Zr6Y2O24+2H+

Fig. 3 (a)는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안정한 프로톤 두 개

의 위치를 보여준다. 한 개의 프로톤은 Y1-O1-Zr2 결합

의 O1 원자와 결합하고 다른 한 개의 프로톤은 Y1-O1-

Zr2 결합과 마주보고 있는 Zr3-O3-Zr4 결합의 O3 원자와

결합하는 것이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안정하였다. 두 개

의 프로톤이 존재하는 동일한 면에서 Zr2-O2-Zr3와 Y1-

O4-Zr4 결합의 중심에 있는 두 개의 O2와 O4 원자들은

프로톤을 향하여 이동하고, Fig. 3 (a)에서 보이지는 않지

만 프로톤이 존재하지 않은 다음 면에서의 O 원자들은

이와 반대로 이동하였다. Fig. 3 (b)는 물 분자가 첨가된

Ba8Zr6Y2O23 초격자구조에서 Y 원자 한 개와 두 개의 프

로톤이 포함된 면의 모식도이다. Hn은 On 원자와 결합한

프로톤을 의미한다. Table 2는 Fig. 3 (a)의 구조에서 원자

-원자 결합 거리와 원자들간의 각도를 보여준다. 각각의

프로톤은 O 원자와 약 1.00 Å의 거리로 결합하였고, Y-O

결합 거리 (2.30, 2.33 Å)는 순수한 Y2O3의 Y-O 결합 거

리 (2.33 Å)와 유사하였다.27) Y1-O1-H1의 각도가 80.0o로

H1 원자는 Y1 원자를 향하였다. 또한 Y1-O4-Zr4의 각도

가 140.0o로서, O4 원자는 반대의 전하를 띈 H1 원자로

많이 이동하였다. H3 원자는 Zr4-O3-H3의 각도가 77.2o

이므로 Y1 원자를 향하고 있는데, 이는 Y 원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 (c)는 프로톤이 이동

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보여준다. Fig. 3 (c)의 왼

쪽에 나타나 있는 초격자구조에서 Y1-O4-Zr4와 Zr3-O3-

Zr4 결합의 중심에 있는 O4와 O3 원자와 프로톤이 결합

하고 두 프로톤이 근접하였을 때, O4 원자와 결합한 프

로톤에 의해서 O3 원자와 결합한 프로톤은 Zr3 원자로

향하게 되어 에너지 관점에서 약간 불리하였다. 또한 프

로톤이 O4 원자와 결합함으로써, O1 원자는 두 프로톤을

향하여 이동하였고, O2 원자는 두 프로톤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였다. 따라서 O4 원자와 결합한 프로톤이 상대적

으로 가까운 O1 원자로 이동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판단

된다. 프로톤이 Y1 원자 주변에 위치한 O4와 O1 원자와

결합하기 위해 이동할 때 요구되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

은 0.51 eV로 계산되었다.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이 활성

화 에너지 장벽은 실험 결과로 얻어진 0.44 eV와 잘 일치

하였다.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aZrO3에 Y2O3를 첨가하여 생성된 O

공공과 BYZ에 물 분자를 첨가하여 생성된 프로톤의 이

동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계산하였다. 순수한

2×2×2 BaZrO3 초격자구조에 Y2O3를 첨가하면 두 개의

Y 원자는 서로 가장 멀리 존재하였고, 생성된 O 공공은

Y 원자로부터 두 번째 가까운 O 원자 자리에 생성되는

것이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안정하였다. 첫 번째 가까운

O 원자 자리에 생성된 O 공공이 두 번째 가까운 O 원자

자리로 이동할 때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은 0.42 eV로 가

장 작았으며, 다른 두 경우는 약 1.00 eV의 큰 활성화 에

너지 장벽이 요구되었다. BYZ에 물 분자를 첨가하여 생

성된 두 개의 프로톤은 각각 첫 번째 가까운 O 원자와

두 번째 가까운 O 원자가 결합하고 서로 마주보는 것이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안정하였으며, 프로톤이 이동할 때

요구되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은 0.51 eV로서 실험 결과

값과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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