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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pper oxide on migration and interaction of protons in barium zirconate was investigated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One copper atom was substituted for a zirconium atom site, and a proton was added to a 3×3×3 barium zirconate
superstructure. An energy barrier of 0.89 eV for proton migration was the highest among several energy barrier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multiple protons and a copper atom, two protons were added to the superstructure. Various proton positions wer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protons and the copper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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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wahara 등은 1980년대 초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lid oxide fuel cell, SOFC)의 전해질로 억셉터 이온

(acceptor ion)이 치환된 SrCeO3와 SrZrO3를 이용하여 산

소이온 전도체 (oxygen ion conductor)보다 낮은 온도에서

작동 가능한 프로톤 전도체(proton conductor)를 제시하였

다.1,2) 프로톤 전도체에서 프로톤은 O 원자 주위를 회전

(rotation)하거나 O 원자 사이를 이동(transfer)하여 전도되

며, 이 중 큰 에너지 장벽(energy barrier)이 프로톤 전도

에 필요한 전체 에너지 장벽을 결정한다.3) 프로톤 전도

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은 SOFC에 사용된 전해질에 따

라 달라지며, 그 중 Y+3 이온이 치환된 BaZrO3는 벌크

(bulk)에서 낮은 에너지 장벽을 가지며, 화학적 안정성도

뛰어나, 중저온용 프로톤 전도체 전해질로서 널리 주목

받고 있다.4-6)

Y+3 이온이 치환된 BaZrO3에서 프로톤 전도성이 우수

한 벌크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높은 소결 밀도가 요구

된다. 하지만 높은 소결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1700oC 이

상의 높은 소결 온도와 30시간 이상의 긴 소결 시간이 요

구된다.6-8) Babilo 등은 소결 온도와 소결 시간을 감소시

키기 위해 전이 금속 산화제를 소결제(sintering aid)로 이

용하였으며, 높은 소결 밀도를 얻기 위하여 ZnO, CuO, 또

는 NiO를 소결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였다.9) 특히 4 mol%의 ZnO 첨가는 소결 온도를 1300oC

로 감소시키고 93% 이상의 높은 소결 밀도를 얻는데 도

움을 주지만, 프로톤이 Zn 원자에 의해 트랩(trap)되기 때

문에 프로톤 전도성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프로톤 전

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ZnO 첨가량의 감소가 요구

되지만, 첨가량의 감소는 소결 온도를 1300oC 이상으로

높이게 되어, 1300oC 이상에서 기화(vaporization)되는 성

질이 있는 ZnO 첨가량을 4 mol% 이하로 줄일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10) Park 등은 기화되는 온도가 더 높은

CuO를 이용하여 소결제의 첨가량을 감소시켰다.11) 1 mol%

의 CuO 첨가로 1500oC 소결 온도에서 높은 소결 밀도를

얻었고, CuO가 ZnO보다 적게 첨가되었기 때문에 트랩되

는 프로톤의 양이 감소되므로 프로톤 전도성을 상대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밀도 범함수 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을 이

용한 +3가 억셉터 이온이 첨가된 BaZrO3에서의 프로톤

전도 계산 연구는 활발히 보고되어 왔으나,12-14) +2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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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소결제로 첨가된 BaZrO3의 프로톤 전도와 프로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계산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DFT를 이용하여 소결제로 사용되고 있

는 CuO가 첨가된 BaZrO3에서의 프로톤 전도와 Cu 원자

주변에서의 프로톤 상호 작용을 고찰하였다.

2. 계산 방법

DFT 계산은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 (VASP)

코드로 수행되었으며,15-17) 전자 파동 함수(electron wave

functions)는 Blöchl의 projector augmented wave (PAW)

방법
18)
이 사용되었다. 교환 상관 에너지(exchange correlation

energy)는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GGA)에 기

초한 Perdew, Burke, Ernzerhof (PBE)에 의해 설명된 방법
19)
이 사용되었다. Cutoff energy는 500 eV이고, Monkhorst-

Pack grid 방법20)
을 이용한 2×2×2 k-points mesh가 사용

되었다. 사용된 cutoff energy와 k-points mesh 값은 계산시간

과 계산 값의 정확도를 적절히 조절한 최적화된 값이다.

Smearing 방법은 Gaussian 법이며, 0.05 eV의 smearing

factor가 사용되었다. 프로톤이 전도될 때 필요한 에너지

장벽은 climbing nudged elastic band (CNEB) 도구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21)

BaZrO3 단위 격자의 격자 상수(a=4.25 Å)를 최적화하

여 3×3×3 초격자구조로 확장시켰다. 초격자구조에서 한

개의 Cu 원자를 Zr 원자 자리에 치환하였고, 한 개의 프

로톤을 첨가하여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안정한 자리를 계

산하였다. 이 때, 전하 중성화(charge neutralization)를 위

하여 두 개의 전자를 첨가하였다. 프로톤 회전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은 프로톤이 O 원자와 결합한 상태에서 90o

회전시키며 계산하였고,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은 두

개의 O 원자 사이에서 프로톤을 이동시키며 계산하였다.

Cu 원자 주위에 두 개의 프로톤을 배치하여 두 개의 프

로톤과 Cu 원자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3. 결 과

Fig. 1 (a)는 한 개의 Cu 원자가 Zr 원자 자리에 치환된

3×3×3 BaZrO3 초격자구조를 보여준다. Ba 원자는 Zr 원

자와 Cu 원자가 이루는 육면체의 중심에 위치하며, O 원

자는 Zr 원자 또는 Cu 원자 중심으로 팔면체를 이룬다.

Fig. 1 (b)는 Cu 원자가 포함된 면에서 프로톤이 이동(T)

할 때와 회전(R)할 때의 경로를 보여주며, On 원자는 Cu

원자로부터 n번째 가까운 O 원자(the n-th nearest O atom

from Cu atom)를 의미한다. 이 때 Path1은 프로톤이 Cu

원자가 포함되지 않은 팔면체를 통해 전도되는 경로이며,

Path2는 프로톤이 Cu 원자가 포함된 팔면체를 통해 전도

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Fig. 2 (a)는 Cu 원자가 포함된 면에서 프로톤이 Cu 원

자가 포함되지 않는 팔면체를 통해 전도될 때(Path1)와 Cu

원자가 포함된 팔면체를 통해 전도될 때(Path2) 요구되는

에너지 장벽을 보여준다. 프로톤이 Path1로 전도될 때, 프

로톤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은 0.20~0.24 eV로 순수

한 BaZrO3에서 프로톤 이동(0.22 eV)22)과 유사하였다. 프

Fig. 1. (a) Perspective view of a 3 × 3 × 3 Cu-doped BaZrO3

superstructure, and (b) planar view cut along dotted

square in Fig. 1 (a). T and R are proton transfer and

rotation, respectively. On indicates the n-th nearest O

atom from the Cu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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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톤 회전 또한 0.15~0.19 eV의 에너지 장벽으로 순수한

BaZrO3에서 프로톤 회전(0.17 eV)22)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프로톤은 Cu 원자가 포함되지 않은 팔면체를 통해 전도

될 때 Cu 원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프로톤이 Path2로

전도될 때, 0.12~0.89 eV의 에너지 장벽이 요구되며, 그 중

프로톤이 O1 원자에서 O2 원자로 이동할 때 0.89 eV의

가장 높은 에너지 장벽이 요구되었다. 프로톤이 O1 원자

에 결합한 경우 전체 에너지는 O2 원자에 결합한 경우보

다 0.61 eV 낮아졌으며, 이 때 프로톤은 Zr 원자보다 낮

은 양전하를 가진 Cu 원자 쪽으로 향한다(Fig. 2 (b)). 따

라서 프로톤이 O1 원자에서 O2 원자로 이동할 때 프로

톤 이동 거리는 2.96 Å으로 순수한 BaZrO3 (2.25 Å)22)보

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 장벽이 요구되며,

이 높은 에너지 장벽으로부터 프로톤은 Cu 원자 주위에

트랩될 수 있다.

Cu 원자와 프로톤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기 위해 Cu

원자가 치환된 3×3×3 BaZrO3 초격자구조에서 두 개의

프로톤을 Cu 원자 주위에 배치하였다. 두 개의 프로톤이

Cu 원자 주위에 있는 O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아홉 가지가 있으며(Fig. 3), 프로톤이 결합된 O 원자

(OH 원자)들의 위치에 따라 G1과 G2로 구분하였다. OH

원자가 서로 인접한 경우인 G1은 ①~⑥ 구조가 있으며,

OH 원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인 G2는 ⑦~⑨ 구조가

있다. 그 중, ①과 ⑦ 구조는 두 개의 프로톤이 한 개의

O 원자 쪽으로 향한 구조, ②, ③, 그리고 ⑧ 구조는 두

개의 프로톤이 프로톤이 결합된 O 원자와 결합되지 않은

O 원자 쪽으로 각각 향한 구조, ④~⑥과 ⑨ 구조는 두 개

의 프로톤 모두 프로톤이 결합되지 않은 O 원자 쪽으로

향한 구조이다.

Cu 원자가 치환된 BaZrO3에서 한 개의 프로톤이 배치

되었을 때는 Cu 원자를 중심으로 O 원자가 이루는 팔면

체 밖에 프로톤이 위치하지만(Fig. 2 (b)), 두 개의 프로톤

이 존재할 때는 두 개 모두 팔면체 안에 위치하거나 밖

Fig. 2. (a) Energy variation as a function of proton migration,

and (b) planar views of two octahedra as a function of

the proton position shown along the [001] in a 3 × 3 × 3

Cu-doped BaZrO3 superstructure.

Fig. 3. Perspective views of Cu-octahedra containing two

protons in a 3 × 3 × 3 Cu-doped BaZrO3 super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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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였다. Fig. 4 (a)는 한 개의 프로톤이 팔면체 안

에 위치할 때와 밖에 위치할 때의 구조를 보여준다. α

는 Cu 원자와 OH 원자, 그리고 프로톤이 이루는 각이며,

β는 Cu 원자와 OH 원자, 그리고 프로톤으로부터 두 번

째 가장 가까운 O 원자가 이루는 각이다. α가 β보다

크면 α – β > 0으로 프로톤은 팔면체 밖에 위치하고,

α가 β보다 작으면 α – β < 0으로 프로톤은 팔면체

안에 위치한다. Fig. 4 (b)는 ①~⑨ 구조에 따른 α – β

를 보여준다. α – β > 0인 경우는 ①과 ②, 그리고 ⑦

~⑨ 구조가 있으며, α – β < 0인 경우는 ③~⑥ 구조

가 있다. OH 원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G2)에는 두

개의 프로톤이 모두 팔면체 밖에 위치하나, 서로 인접한

경우(G1)에는 각각의 구조에 따라 프로톤이 팔면체 안에

위치하거나 밖에 위치하였다. Fig. 4 (c)는 ①~⑨ 구조에

따른 두 개의 Cu–OH 거리 합을 보여준다. 프로톤이 Zr–

O–Zr 사이에 있는 O 원자와 결합하면 두 개의 Zr–O 거

리는 2.25 Å과 2.26 Å으로 유사하지만, 프로톤이 Zr–O–Cu

사이에 있는 O 원자와 결합하면 Cu–O 거리(2.39 Å)는 Zr–

O 거리(2.19 Å)보다 더 길어진다(Fig. 2 (b)). 즉, 프로톤에

의해 Cu 원자는 Zr 원자보다 팔면체 중심에서 더 많이

밀려난다. OH 원자가 서로 인접한 경우(G1)의 Cu–OH 거

리 합은 4.89~5.60 Å으로 OH 원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

우(G2, 4.46~4.56 Å)보다 더 길어졌다. 특히, OH 원자가 서

로 인접한 경우인 ③~⑥ 구조의 Cu–OH 거리 합은

5.52~5.60 Å이며, ① (5.03 Å)과 ② (4.89 Å) 구조보다 더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③~⑥ 구조는 프로톤

이 결합된 O 원자와 Cu 원자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

문에 프로톤이 팔면체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BaZrO3에서 소결제로 사용된 CuO의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Cu 원자가 치환된 3×3×3 초격자구

조에서 프로톤이 Cu 원자가 포함된 면을 통해 전도될 때

필요한 에너지 장벽은 0.12~0.89 eV이다. 그 중 프로톤이

Cu 원자로부터 첫 번째 가까운 O 원자에서 두 번째 가

까운 O 원자로 이동할 때는 0.89 eV의 가장 높은 에너지

장벽이 요구되기 때문에, 프로톤은 Cu 원자 주위에 트랩

된다. Cu 원자 주위에 두 개의 프로톤이 존재하면, 한 개

의 프로톤이 존재할 때와 달리 팔면체 안 또는 밖에 위

치하였다. 프로톤이 결합된 O 원자와 Cu 원자의 거리가

가까우면 프로톤은 팔면체 밖에 위치하였으며, 반대로 멀

어지면 팔면체 안에 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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