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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재생에너지는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료를 자연에서 무한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 중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가 대표적으로써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출력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에 따라 저온형(30℃ 
~80℃), 중온형(200℃~400℃), 고온형(700℃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고온형 

연료전지에는 대표적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lid Oxide Fuel Cells, SOFC)가 있는데 효율이 
매우 높고 우월한 연료의 유동성 때문에 최근 
10 년간 가장 각광받는 연료전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높은 
작동 온도(700℃ 이상)로 인해 물질의 
안정성과 성능의 지속성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Ytrrium-
stabilized zirconia(YSZ)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전해질로 각광을 받고 있다. 
YSZ 는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전해질과 고온용 전기화학 센서, 
가스 분리막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작동 온도를 낮추고 ohmic 손실을 
줄이기 위해 치밀하고 결점이 없는 박막(nm 
단위 두께)을 증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증착 방법으로는 Pulsed Laser 

Deposition(PLD), Atomic Layer Deposition(ALD), 
Sputter 기법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세 가지 기법을 비교 ∙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PLD, ALD, Sputter 를 이용해 
YSZ 를 증착하고 증착된 YSZ 의 구조와 조성, 
결정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YSZ 증착 
기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PLD, ALD, Sputter 를 

이용하여 Si wafer 위에 YSZ 를 증착하였다.  
PLD 를 이용하여 YSZ 를 증착할 때의 기본 

조건은 800℃의 온도, 0.013mbar 의 chamber 
내부 산소 분압, 레이저 power 와 진동수는 
각각 1.2J/cm2 와 6Hz, Target-substrate distance 는 
5cm 의 조건에서 30 분 증착하였다. 
   ALD 를 이용하여 증착할 때는 이트륨과 
지르코늄의 precursor 로 각각 
Tris(methylcyclopentadienyl)yttrium, Y(MeCp)3 와 
Tetrakis(dimethylamido)Zirconium, Zr(NMe2)4 을 
사용하였다.  ALD sequence 는 precursor pulse 
3 초, 질소 gas purging 20 초, 산소 pulse 1 초, 
질소 gas purging 10 초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증착 시 chamber 의 온도는 250℃, 이트륨의 

precursor 와 이트륨 line 의 온도를 각각  180℃, 

210℃로 설정하였고 지르코늄 precursor 와 

지르코늄 line 의 온도를 각각 40℃, 65℃로 

설정하고 증착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르코늄과 

이트륨의 cycle 비율을 7:1 로 하고 총 1000cycle 
증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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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utter 를 이용하여 증착할 때에는 400℃의 
온도, 5mTorr 의 chamber 안 Ar 압력, 50W 의 
파워로 3 시간 증착하였다.  
   증착한 샘플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과 Focused Ion 
Beam(FIB)를 이용하여 cross-sectional 
Morphology 를 관찰하고 구조를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Fig 1 은 PLD, ALD, Sputter 를 이용하여 
증착한 YSZ 박막의 단면 구조이다.  구조를 
살펴보니 ALD 로 증착한 박막의 다른 두 개의 
박막보다 치밀한 구조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LD 공정이 다른 두 개의 증착 
기법과 다르게 Chemical Vapor Deposition(CVD) 
공정이기 때문에 분자 단위의 아주 작은 
입자가 증착되어 치밀한 구조를 띄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YSZ thin films 
deposited by (a) PLD (b) ALD (c) Sputter 

4. 결론  
이번 논문에서는 증착 기법에 따른 YSZ 

박막의 단면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ALD 를 이용해 증착한 YSZ 박막이 PLD, 
Sputter 를 이용해 증착한 박막보다 치밀한 
구조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을 토대로 다른 특성들(박막의 
조성, 표면의 구조와 거칠기, 이온 전도도)을 
분석하여 최적의 YSZ 증착 기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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