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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써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기술들에 비해 공해가 없는 장점을 가진다. 그 

중 대게 600 °C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높은 효율을 가지며 물 

관리 및 고가 촉매의 적용이 불필요하며 이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단점을 보완한다[1]. 

이러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전해질의 박막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진공 증착을 통한 박막 

전해질 제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박막 전해질은 

sputtering 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조적으로 

치밀한 gadolinia doped ceria (GDC) 박막의  

Fig. 1 A cross-sectional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a GDC thin film 

deposited at 25 °C without rotation 

 

Fig. 2 Growth rates of GDC thin films deposited with 

a temperature range from 25 to 500 °C with 

rotation 

 

 

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GDC 

는 기존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전해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yttri stabilized zirconia 보다 

높은 산소 이온 전도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2. 결과 및 토의 
 

수소극 채널과 공기극 채널이 나누어져 

있는 복실형 연료전지의 경우 전해질의 두께에 

의해서 ohmic loss 가 결정된다[3]. 따라서, 

이러한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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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sectional and top-view FE-SEM images 

of GDC thin films deposited at 100 and 

500 °C. (a)(c) 100 °C, (b)(d) 500 °C 

 

박막화가 요구된다. 먼저, RF-sputtering 을 통한 

GDC 전해질 증착은 기판의 회전 및 가열 

없이 4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결과물 GDC 

박막은 Fig. 1 의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단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막의 증착율은 약 ~42nm/h 이었다. 

한편,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void 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박막 연료 

전지에서의 전해질 구조가 pin-hole 과 관련된 

연료 전지 성능 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은 고찰이 요구된다[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판을 가열하여 GDC 박막의 

치밀도를 높이고자 시도하였고 동시에 대면적 

박막 공정을 이루기 위해 기판을 회전시켰다. 

Fig. 2 는 기판을 4 rpm 의 속도로 회전시키고 

3 시간 동안 증착된 GDC 박막들의 증착율을 

보여주고 있다. 기판 온도는 25, 100, 300, 500 

도로 조절되었다. 증착율은 ~55 nm/h 에서 ~20 

nm/h 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박막의 치밀도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180 nm 두께를 가지는 GDC 

박막들을 Fig. 3 (a)(b) 와 같이 각각 100 도와 

500 도에서 증착하였다. 박막의 두께는 위에서 

얻은 증착율을 토대로 동일하게 맞추어 주었고 

이는 grain 성장에 있어서의 박막 두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2]. Fig. 3 (c)(d)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00 도에서 증착한 

GDC 박막은 100 도에서 증착한 GDC 

박막보다 보다 작은 grain 크기를 가졌고 

그것의 평균 크기는 ~20 nm 이었다. 이를 통해 

증착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증착율을 

보이는 것은 형성되는 grain 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른 박막 밀도의 증가로 고려할 수 

있었으며 이는 Fig. 3 (a)(b) 의 단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00 도에서 

증착된 GDC 박막이 500 도에서 증착한 GDC 

박막이 void 로 보이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RF-sputtering 을 이용해 

박막 연료전지의 전해질로 적용하기 위한 

박막을 제작하였으며 치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판을 가열하였고, 대면적 박막 증착을 위해 

기판을 동시에 회전시켜주었다. 500 도의 기판 

온도에서 증착된 GDC 박막은 100 도의 

기판온도에서 증착된 GDC 박막보다 낮은 

증착율을 보였고 grain 형태 및 표면 거칠기를 

통해 치밀도가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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